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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토에 테러 위협 요약 
2015년 이래, 미국토안보부(DHS)는 이 공보를 통하여 미국토에 끊임없는 테러 위협을 강조해 왔습니다. 

미국은 미국 사람들, 우리 국가, 그리고 우리의 생명을 해치려고 하는 테러범들을 상대로 세대 간의 전쟁을 

벌리고 있습니다. 정보에 민감하고 경계를 늦추지 않는 시민 의식이야 말로 잠재적인 테러범들을 식별하고 

그들의 공격을 예방하는데 우리의 가장 큰 자산입니다. 

지속기간 
발부일: 2019년 1월 18일, 동부시간 오후 2:00시 

만기: 2019년 7월 18일, 동부시간 오후 1:00시  

참고: 연방 기금이 소진되어 연장이 지연됩니다.   

추가 정보 

• 해외 테러 조직들이 인터넷을 이용하여 미국 내에서 테러 행위를 하도록 미국에 이미 살고 있는자들을 

부추기고, 활동을 도와주고, 지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9/11 이후 가장 도전적인 테러 환경을 

지속적으로 직면하고 있습니다. 자생 테러 용의자들은 탐지를 피하기 위하여 엔드-투-엔드 암호화된 

소셜 미디어와 같은 기술에 더욱 의존하고 있습니다. 

• 테러 단체들은 공공장소와 행사장을 공격할 때 사용하기 쉬운 도구를 사용할 것을 신입 대원들에게 

촉구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공격 전술들 중에는 렌트카를 포함한 차량으로 들이받기, 소형 무기, 

직선 칼날이나 나이프, 사제 폭발물 사용과 독극물이 있었습니다. 

• 해외의 일부 테러 단체들은 새로운 기술과 전술을 추구하기 위하여 전쟁터에서 경험들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전쟁 지역 밖에서 사용될 수 있는 무인 항공 시스템과 화학 물질들이 있습니다. 이 

기술들은 쉽게 이용 가능합니다. 추가로, 테러범들은 은닉한 폭발물을 이용하여 상업용 항공기와 

항공화물을 지속적으로 겨냥하고 있습니다. 

• 폭력적인 극단주의적 방송매체는 가능한 모든 수단을 이용하여 공격하라고 전세계에 있는 개인들을 

부추기고 있습니다. 미국과 동맹국이 전쟁터에서 테러범들을 성공적으로 소탕하자 자생 테러범들이 

전투에 참여하기 위하여 또는 소탕의 보복으로 외국으로 여행하려고 시도하는 대신 자국에서 폭력 

행위를 자행하고 있습니다. 

• 그밖에, 테러 훈련을 받고 이미 테러 행위 실전을 경험한 해외 테러범 전사들은 미국을 포함한 다른 

국가에서 공격을 자행하기 위하여 테러범들이 점령하고 있는 영토를 떠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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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정부의 대테러 조치 

• 국토안보부와 미연방수사국(FBI)은 현재 위협 환경과 관련하여 주정부와 지방정부에 지속적으로 

지침을 제공합니다. 국토안보부는 또한 지속적으로 민간부문과도 밀접하게 협력하여 사업주들과 

운영자들을 위하여 위험평가를 제공하고 보안조치를 조정하기 위해 협조하고 있습니다. 시민들은 공공 

장소나 행사장 주위에서 경찰과 보안 활동을 계속 관찰하게 될 것입니다. 

• 국토안보부는 FBI 와 그밖에 다른 정보기관들과 밀접하게 협력하면서 테러 용의자들을 탐지하거나 

저지하고, 의심스러운 여행자들과 화물을 식별하는 대책을 강화하고, 지역사회 안에 폭력적인 과격화 

및 테러범 모집을 사전에 예방하고, 새로운 위협을 관찰하고, 외국정부의 협조로 추가 선별과 심사를 

강화하여 미국을 테러에서 보호하고 있습니다. 

• 더 나아가, 국토안보부는 종교나 인종 또는 신분에 기반하여 특정 단체들을 위협하고 억압하는 폭력과 

위협을 강력히 제지할 것입니다. 

• 국토안보부는 잠재적인 연약한 표적과 학교를 포함한 혼잡한 장소를 확보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경보의 종류 

공보 
테러 위협에 관한 현재 상황과 일반 동향을 설명. 

상향 경보 
미국을 대상으로 확신할만한 테러 위협 경고 

임박한 경보 
미국을 대상으로 확신할만한, 구체적인, 긴박한 테러 위협 경고. 

어떻게 도움이 될 수 있나 

• 의심스러운 활동을 보면, 테러활동 징조에 대하여 가장 잘 알고 있는 사법기관에 보고하십시오. 

• 온라인 활동을 포함하여 의심스러운 활동이나 위협 정보는 퓨전 센터 및 FBI 지부에 보고하십시오 - 

전국 의심스러운 활동 보고 발의 일부. 

• 테러 행위나 그밖에 다른 범죄 활동과 관련하여 테러 행위 사전 모의 징후 인식 방법을 배우세요. 

https://www.dhs.gov/fusion-center-locations-and-contact-information
https://www.fbi.gov/contact-us/field-offices
https://nsi.ncirc.gov/documents/SAR_Indicators_One-Pager.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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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비 

• 보안에 대비하고 미리 계획하십시오. 사람이 많은 장소나 행사장 주위에 지연이나 제한 등을 

예상하십시오. 

• 개인 안전에 스스로 책임을 져야합니다. 비상 탈출구와 보안 요원들의 위치를 미리 파악하십시오. 

비상시 연락처와 필요한 조치 등을 몸에 지니고 다니십시오. 

• 사업체와 직원들을 대비시키기 위하여 연결하고, 계획하고, 교육하고, 보고해야 합니다.  보안 

도구/리소스는 국토안보부 홈타운 보안 캠페인을 통하여 접속할 수 있습니다. 

정보에 민감 

• 미국 정부는 추가 정보가 입수되는 대로 예상 위협에 관한 추가 정보를 제공할 것입니다. 일반 

시민들은 지역 경찰과 공공안전 요원들의 지시를 따라야 합니다. 

• 한편, 미국인들은 계속 여행을 하고, 공공 행사에 참여하고, 타인들과 자유롭게 어울리되 주위를 항상 

경계할 것을 권합니다. 

• 미국무성은 국제 여행자 경보 및 경고를 발부합니다. 

• 추가 정보는 Ready 를 방문하십시오. 

무엇을 봤으면 말하시오™.  

의심스러운 활동은 지역 경찰이나 911로 보고하십시오. 

미국 테러 위협 경고 시스템(National Terrorism Advisory System)은 국토안보 문제와 위협에 관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국토안보부가 이러한 정보를 배포합니다. 더 자세한 정보: http://www.dhs.gov/advisories 

모바일 업데이트 수신: www.twitter.com/dhsgov.  

무엇을 봤으면 말하시오™ 는 NY Metropolitan Transportation Authority의 허락을 받고 사용했습니다. 

https://www.dhs.gov/hometown-security%23connect
https://www.dhs.gov/hometown-security%23plan
https://www.dhs.gov/hometown-security%23train
https://www.dhs.gov/hometown-security%23report
https://www.dhs.gov/hometown-security
https://travel.state.gov/content/passports/en/alertswarnings.html
https://www.ready.gov/
http://www.dhs.gov/advisories
http://www.twitter.com/dhsgo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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