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한 뉴욕

보이면
말하세요
우리는 매일 눈에 보이지 않는 위협으로
잠재적 위험에 처해 있습니다. 과연 눈에
보이지 않을까요? 우리에게 해를 끼치려
는 자들은 대부분 공공연하게 우리 사이
를 걸어 다닙니다. 뉴욕 주민으로서 우리
에게는 우리 자신과 가족, 이웃을 보호하
는 데 기여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9/11 이후 10년간, 테러리즘은 늘 불안 요
소였습니다. 우리 국경 안에 거주하는 사
람들이 공격 감행을 꾀하거나 해외 테러
활동을 지원할 수도 있습니다. 이와 같은
위협이 진화를 거듭해, 계획을 추진하기
위한 특정 재료, 기술 또는 지식의 습득
에 우리의 개인 자산 또는 우리 지역사회
의 자산이 이용되는 일이 발생할지도 모
릅니다. 모두가 이와 같은 활동의 희생양
이 될 수 있습니다.
저희는 여러분의 도움을 통해 피해가 발
생하기 전, 그러한 개개인들을 식별할 수
있을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폭력
행위를 모의하는 과정에서 눈에 띄게 의
심스러운 행동을 합니다.

의심스러운 활동을 발견하면 뉴욕주 테러
리즘정보 핫라인에 신고하십시오

1-866-SAFE-NYS
1-866-723-3697
뉴욕주 전역

1-888-NYC-SAFE
1-888-692-7233
뉴욕시

Harriman State Office Campus
1220 Washington Avenue
Building 7A
Albany, NY 12226

www.dhses.ny.gov/oct

보이면
말하세요
Kathy Hochul
주지사

테러 단체 및 후원자에 대
해 다음과 같은 사실들이 알
려져 있습니다...

테러 예방에 참여하는 방법

• 미국 내에서, 특히 인터넷과 소셜 미디어를 통해 연
락 체계를 수립해 임무를 홍보하고, 선전물을 배포
하고, 후원자 네트워크를 확장합니다.
• 자금을 제공하거나 해외 여행 경비를 제공해 테러
활동을 지원하거나 국내 공격을 모의할 인원을 모
집합니다.
• 극단적 이상과 반정부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폭력
적 수단을 옹호합니다.
• 새로운 라이프스타일을 수용하고, 외모를 바꾸고,
범죄 활동 또는 극단적 이데올로기에 연루되며 평
범한 또래 집단과 가족들을 멀리합니다.
• 여러 문화권을 아울러 다양한 인원을 모집합니다.
• 해외 또는 국내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조직적인 범
죄를 저질러 자금을 조달합니다.
• 물품과 자원을 획득하기 위해 돈을 위조합니다.
• 무기를 불법적으로 구입하고 거래합니다.
• 불법 마약, 알코올, 담배를 판매합니다.
• 개인 차량, 견인 트레일러, 오토바이, 비행기, 보트,
스노모바일 등 다양한 수단과 기타 획기적인 수단
을 통해 미국 국경을 통과한 뒤 뉴욕주 전역에서 마
약을 밀반입 및 거래합니다.

• 들은 정보를 가볍게 넘기지 마십시오.

• 수법을 알아 두십시오.
• 주변 상황에 주의하십시오.

보이면 말하세요!
의심스러운 활동을 발견하면 1-866-SAFE-NYS
(1-866-723-3697)로 뉴욕주 테러리즘 정보 핫라인에
신고하십시오. 모든 통화는 수신자 부담이며 엄격하
게 기밀이 유지될 것입니다. 비상상황 또는 진행 중인
범죄행위를 신고하려면 911로 전화하십시오.
이제는 보이면 전송하세요!
"보이면, 전송하세요"를 통해 누구든 의심 활동을 사
진 또는 메모로 남긴 다음 해당 정보를 뉴욕주 정보센
터(New York State Intelligence Center)에 전송할 수
있습니다. 해당 정보는 정보센터에서 검토한 뒤, 관련
이 있는 경우 해당 사법당국에 전송될 것입니다. 아이
폰과 안드로이드폰 사용
자는 무료로 애플리케이
⇞ⱞ
션을 다운로드하여 무엇
을 감시하고 언제 의심
활동을 신고해야 하는지
에 대한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해당 앱을
NY.gov/SeeSendNY 에
ⳮ⚋㩂☢⭾
서 다운로드하십시오

의심스러운 행동의 묘사
누구를 목격했습니까?
무엇을 보았습니까? 구체적이어야 합니다.
어디에서 보았습니까?
언제 보았습니까?
왜 의심이 갔습니까?

의심스러운 행동을 목격하면
직접적인 대응은 삼가십시오.
해당 개인에게 정면으로 맞서지 마십시오.
의심을 표출하지 마십시오.
최대한 많은 기록을 남기십시오.
최대한 빨리 관련 당국에 알리십시오.

테러리즘의 8가지 징후
1. 감시: 특히 주요 기반시설 근처에서 기록, 주시, 평
소와 다른 방식으로 사진을 촬영거나 감시하는
사람.
2. 의심스러운 질문: 반드시 알아야 할 명분 없이 인
사, 직원 채용, 시설 관련 정보, 대응 프로토콜, 보
안에 관한 정보를 구하는 행위.
3. 보안 시험: 시험 삼아 보안을 침해하거나 침입 시
도, 오경보를 여러번 울리거나 원인이 불명확하
거나 길을 잃었다고 주장하며 보안 구역에 들어
와 있는 자 등 포함 가능.
4. 자금 조달: 거액의 현금을 결제, 입금, 인출 또는
이체하는 등 의심스러운 거래, 거액의 현금 밀반
입, 금융사기 의심 사례, 위조품 판매, 또는 오해의
소지가 있는 자선단체.
5. 재료 획득: 구매, 절도, 분실 또는 공격에 필요한
재료 비축, 폭발물, 무기, 화학 전구체, 컴퓨터, 청
사진, 지도, 위조 신분증, 보안 계획, 훈련 자료 등
포함 가능.
6. 장소에 어울리지 않게 의심스러운 사람: 어색하
게 보이는 사람들이 특이한 행동을 보이거나 미
허가 유니폼, 인증 정보 또는 복제/도난/용도 변경
차량을 소유한 경우.
7. 예행 연습 또는 시운전: 공격 시기 및 탈출 경로
를 정하기 위해 향후 공격의 예행 연습을 하고 있
는 사람.
8. 무기 배치: 공격을 준비하며 장비 및/또는 인력을
배치하는 행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