시민 자유 인권국
국토 안보부와 연방 정부가 발행하는 표적 테러와 위협 예방 자료

국토 안보부 (DHS) 자료
시민 자유 인권국 (CRCL)
•

관련 정보: https://www.dhs.gov/crcl

•

진정서 제출: https://www.dhs.gov/file-civil-rights-complaint

•

연락처: CRCL@dhs.gov

•

지역 사회 참여 분야:
o 개관: https://www.dhs.gov/community-engagement
o 연락처: communityengagement@hq.dhs.gov

•

준법 감시처:
o 웹사이트: https://www.dhs.gov/compliance-branch
o 연락처: CRCLCompliance@hq.dhs.gov

사이버 보안 및 기간 시설 보안청 (CISA)
•

신앙 기반 조직과 예배처를 위한 보안 자료: cisa.gov/faith-based-organizations-housesworship

•

공적 모임의 안전 확보
o 공적 모임 관련: cisa.gov/securing-public-gatherings
o 예배처 관련: cisa.gov/houses-worship
o 예배처 보안 자가 진단을 위한 대화형 도구: cisa.gov/houses-of-worship


조직 혹은 시설의 안전 태세 진단과 보안 강화 과정을 증진시키기 위해
설계됨.



예배처 보안 자가 진단 사용 설명서와 설문 조사 cisa.gov/houses-worshipsecurity-self-assess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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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배처 공격 위험성 경감을 위한 보안 설명서: cisa.gov/mitigating-attacks-houses-worshipsecurity-guide
o 자가 진단을 통해 발견된 보안 결함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이 안내서는 좋은
자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또한, 이 안내서를 통해 여러분의 시설을 사이버
범죄자로부터 어떻게 보호할 수 있는지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제공받으실 수
있습니다. 안내서는 또한 랜섬웨어의 위협, 웹사이트 변조, 금융 착취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

중대한 기반 시설 소유업자와 운영자를 위한 위기 상황 완화: cisa.gov/de-escalation-series
o 폭력 행위를 자행할 만한 자의 경계 징후를 인식하고, 위험 상황 고조 여부를
진단하고, 잠재적 위험 상황을 완화시킨 후, 해당 관계 당국에 신고하는 이 네
가지의 요소로 구성됩니다.

•

진행 중인 저격범 대비 자료: cisa.gov/active-shooter-preparedness
o 문제 행동 예측 지표, 가능성 있는 공격 방법, 응급 실전 대비 계획 수립, 충격의
여파를 감소시킬 수 있는 유사시 실행 수칙, 그리고 사고로부터의 신속한 복구
방법에 대한 훈련과 최적의 실행 방법을 제공합니다.

•

폭파 예방 자료: cisa.gov/office-bombing-prevention-obp
o 중대한 기반 시설과 공적 모임에 가해질 수 있는 폭탄물 사용 위험에 대한 예방,
보호, 대응, 경감에 초점을 둔 훈련과 최적의 실행 방법

•

신앙 기반 조직을 위한 도상 연습 대책안: cisa.gov/cisa-tabletop-exercises-packages
o 다양한 시나리오를 통해 해당 관계자들이 독자적으로 훈련 연습을 실행하는 것을
지원하기 위해 설계된 포괄적 자료를 제공합니다.

•

보호 안보 고문 (PSA): cisa.gov/protective-security-advisors 또는 이메일 central@cisa.dhs.gov
o 미국 전역에 위치한 100 명 이상으로 구성되어 있는 해당 전문 인력 요원이
예배처들의 취약점 진단, 응급 실전 대비와 협력을 지원함.
o CISA 초입 보안 (SAFE) 안내서:
https://www.cisa.gov/sites/default/files/publications/CISA%20SAFE%20Fact%20Sheet.p
df

•

지역 사회 안보: cisa.gov/hometown-security
o 지역 사회 안보와 회복력을 지원하기 위한 도구와 자료를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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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신앙 기반 조직 - 예배처: https://www.cisa.gov/faith-based-organizations-housesworship
o “헬로 파워”를 통한 직원들의 경계심 강화: https://www.cisa.gov/employeevigilance-power-hello 그리고 https://www.cisa.gov/power-hello-translations (각국 언어
번역본)


눈에 띄는 수상한 행동들을 구분하고, 위험 상황을 파악하는 중에
고려해야 할 자문점들을 제시하며, 언제 어떻게 도움을 받아야 하는지에
대한 정보를 포함하며, 사고 대응에의 최적의 실행 방법에 대한 요점을
알려줍니다.

o 진행 중인 저격범 응급 실전 대비 계획 설명서와 견본:

https://www.cisa.gov/publication/active-shooter-emergency-action-plan-guide 그리고
https://www.cisa.gov/translated-active-shooter-resources (각국 언어 번역본)

•

개인 보안 주의점: https://www.cisa.gov/all-stakeholders

•

사이버 보안 요령: https://www.cisa.gov/tips

•

사이버 보건 서비스: https://www.cisa.gov/cyber-hygiene-services

미국 연방 재난 관리청 (FEMA)
•

비영리 보안 보조금 프로그램 (NSGP) 웹사이트:
https://www.fema.gov/grants/preparedness/nonprofit-security
o 비영리 보안 보조금 프로그램 웹 세미나 참여를 원하시면 다음 이메일 주소에 연락
주십시오: fema-nsgp@fema.dhs.gov
o 주 행정청 연락처: https://www.fema.gov/grants/preparedness/state-administrativeagency-contacts?id=6363

•

대비책 웹 세미나: https://www.fema.gov/emergency-managers/individualscommunities/preparedness-webinars

미연방 기밀 서비스 (USSS)
•

국가 위협 진단 센터: https://www.secretservice.gov/protection/ntac/

정보 분석국 (I&A)
•

국가 전역 수상한 활동 신고 (SAR) 계획 (NSI): www.dhs.gov/NS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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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앙 기반 단체 행사와 예배처의 안전: https://www.dhs.gov/publication/safety-faith-basedevents-and-houses-worship-nsi-awareness-flyer

•

테러 예방과 테러 예방에의 행동적 접근법 관련 국토 안보부 자료:
https://www.dhs.gov/national-threat-evaluation-and-reporting-program

국토 안보부 신앙 기반 이웃 협력관계 센터
•

웹사이트: https://www.dhs.gov/faith

•

자료: https://www.fema.gov/emergency-managers/individuals-communities/faith

•

인재 혹은 천재 지변에 대한 대비: https://www.ready.gov/

•

이메일: Partnerships@fema.dhs.gov

예방 프로그램과 협력 센터 (CP3)
•

웹사이트: www.dhs.gov/CP3

•

보조금: https://www.dhs.gov/tvtpgrants

•

국가 기구 담당 연락처: CP3StrategicEngagement@hq.dhs.gov

•

지역 사회 인지도 상황 보고 요청: cabbriefingrequests@hq.dhs.gov

•

제반 사항 질문 이메일: TerrorismPrevention@hq.dhs.gov

•

“보시면 말씀해 주세요” If You See Something, Say Something™: https://www.dhs.gov/seesomething-say-something

•

국토 안보부의 대테러와 표적 테러에 대한 전략적 체제:
https://www.dhs.gov/publication/dhs-strategic-framework-countering-terrorism-and-targetedviolence

•

표적 테러와 테러리즘 예방에 있어서의 지역 사회 연대 (TVTP):
https://www.dhs.gov/publication/community-engagement-targeted-violence-and-terrorismprevention-tvtp?topic=preventing-terrorism

•

동류 집단 연대 강화: https://www.dhs.gov/publication/building-peer-peerengagements?topic=preventing-terrorism

•

위험 요소, 표적 테러, 테러리즘 예방: https://www.dhs.gov/publication/risk-factors-andtargeted-violence-and-terrorism-prevention?topic=preventing-terrorism

•

공동 대테러 평가팀 발행물 – 미국 내 유대인 사회를 대상으로 한 테러리즘과 혐오
범죄의 위협:
https://www.dni.gov/files/NCTC/documents/jcat/firstresponderstoolbox/First_Responders_Tool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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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x_-_Religious_Facilities_and_Adherents.pdf

추가 미연방 정부 자료
백악관
아시아계 미국인, 하와이 원주민, 태평양 제도민들에의 형평성, 정의, 기회 보장 증진에 대한
바이든 대통령의 행정 명령: https://www.whitehouse.gov/briefing-room/presidentialactions/2021/05/28/executive-order-on-advancing-equity-justice-and-opportunity-for-asian-americansnative-hawaiians-and-pacific-islanders/
바이든 대통령, 백악관의 신앙 기반 이웃과의 협력 관계 재건:
https://www.whitehouse.gov/briefing-room/statements-releases/2021/02/14/fact-sheet-president-bidenreestablishes-the-white-house-office-of-faith-based-and-neighborhood-partnerships/
국내 대테러 전략: https://www.whitehouse.gov/briefing-room/statements-releases/2021/06/15/factsheet-national-strategy-for-countering-domestic-terrorism/
법무부 지역 사회 관계 서비스
•

웹사이트: https://www.justice.gov/crs

•

예배처 보호: https://www.justice.gov/crs/our-work/facilitation/protecting-places-of-worship

•

증오 범죄와 예방에 관한 정보: https://www.justice.gov/hatecrimes

•

이메일: askcrs@usdoj.gov

법무부 시민 인권 부서
•

웹사이트: https://www.justice.gov/crt

•

연락처 / 범죄 신고: https://civilrights.justice.gov/

연방 수사국 (FBI)
•

연방 수사국 현장 사무실 연락 정보: https://www.fbi.gov/contact-us/field-offices

•

증오 범죄 신고 전화: 1-800-CALL-FBI 혹은 정보를 tips.fbi.gov 에 제공해 주십시오.

•

자료: https://www.fbi.gov/resour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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