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신의 직감을 신뢰 하십시오

무엇을 신고해야 하나요?

우리들은 매일의 일상에서 우리의 감각에
의존 합니다. 만약에 거동이나 활동이 당
신을 불편하게 한다면 신고하십시오!

가능한 많은 세부 사항들을 제공해
주십시오. 여기 도움이 될 점검리스트가
있습니다.

여기 염려한 개인들이 신고하여 생명을
구한 수상한 행동들의 예들이 있습니다.

1.
2.
3.
4.

만약 무엇인가가 비정상으로 보인다면
신고하십시오.
비디오 가게 점원이 반미 내용이 담긴
DVD를 복사해달라는 요청을 받았습니
다. 경찰이 이를 입수하고 폭발물 공격을
계획하던 범인을 체포 하였습니다.
만약 이상한 냄새를 맡았다면 신고 하십
시오.
한 할머니가 이웃 아파트에서 나오는
나쁜냄새를 맡았습니다. 그리고 빈 아파
트에 이상한 사람들이 자주 드나드는것
을 목격했습니다. 경찰은 그곳에서
독가스 제조시설을 찿아 냈습니다.
만약 무엇인가가 수상하다면 신고 하십
시오
거주자들이 한 사람의 폭력적 위협에
대해 우려했습니다. 이로부터 경찰은
지하철 공격을 계획중이던 일단의 사람
들을 체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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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WATCHLA.ORG
1-877-A-THREAT
(1-877-284-7328)

시간
발생한 장소
목격한 내용
관련된 사람들에 대한 내용
 남자/여자 성별
 키/신장
 체격
 머리색,피부색,나이
 영어 또는 외국어 사용여부
차량 인경우 자동차 번호판 정보
이 같은 행동들을 전에 주변에서
목격했는지의 여부
iWatch 리포트는 인종, 민족 또는 종교
적 소속에 전적으로 의거하여 제출될수
없습니다.

어떻게 신고 신고해야 하나요?
다음의 4가지 방법으로 신고할수 있습니다:
 온라인 www.iWATCHLA.org 에서 신고
할수 있습니다.
 1-877-A-THREAT (1-877-284-7328)
으로 전화하십시오. 전문가가 당신의
전화에 답변해줄것 입니다.
 로컬 경찰서에 전화하여 창구 경관에게
얘기 하십시오. 훈련된 경관이 당신의
신고를 접수 할것입니다.
 응급상황시에는 911로 전화 하십시오.

미합중국 국토안보부

제공
로스엔젤레스 경찰국
대테러 특별 수사부
100 West First St., Los Angeles, CA 90012

이책자는 미합중국 국토안보부의 기금지원으로
구입 되었습니다.

모든 정보들은 기밀로 간주될 것입니다.
모든 접수된 정보들은 신중히 평가되어지며
만약 적절하다고 판단이 되면 훈련되어진 조
사관에 의하여 수사되어 질것 입니다. 수집
되어진 모든 정보들과 모든 수사상의 행위들
은 우리들의 도시와 국가를 테러리즘으로
부터 보호 하면서 동시에 사람들의 사생활과
인권자유를 보호하도록 고안된 정책의 모든
조항들을 준수 할것입니다.

타이틀 II항의 미국 장애인 법에 포함되는 독립체로서
로스엔젤레스 시는 장애에 근거한 차별을 하지 않으며 요
청에 의해 프로그램, 서비스, 활동들 에대한 공정한 접근을
보장하기 위한 합당한 시설을 제공할것 입니다.

작은 관찰, 하나의 신고가
테러리스트의 공격을
막을수도 있는 조치를
이끌어 낼수 있습니다.
THINK
THE POWER
OF THAT.
만약 ABOUT
무엇인가를
목격한다면
THE POWER OF iWATCH
™

무엇인가를 꼭 얘기하십시요
무엇인가를 목격한다면 무엇인가를 꼭 얘기하십시요는
뉴욕메트로 교통국의 허가하에 사용되었습니다.

See Something Say Something
iWATCHLA. ORG

1-877-A-THREAT

수상한 행동 신고요령

iWATCH는 무엇인가요?
(www.iWATCHLA.org)

어떤 행동들을 신고해야
하나요?

iWATCH 신고

iWatch 는 테러리스트들의 행동으로부터
당신의 이웃들을 안전하게 도와주는
커뮤니티 프로그램 입니다.

다음은 신고해야할 행동이나 행위 들의
예 입니다.

“내 이웃의 아파트에서 화학 약품 냄새가
납니다.”
www.iWATCH.org에서 신고하십시오
1-877-A-THREAT
(1-877-284-7328) 로 전화 하십시오.
응급 상황시에는 911로 전화
하십시오.확실하지 않습니까? 전문가
가 결정하게 하십시오!

당신과 당신의 이웃들은 당신을 염려하게
하는 행위나 행동들 또는 수상하게 보이는
행동들에 대하여 신고할수 있습니다.
iWATCH는 당신의 커뮤니티와
로스앤젤레스 경찰국사이의 프로그램이며
파트너쉽 입니다.
iWATCH는 로스앤젤레스 와 당신의
커뮤니티 내의 테러리스트 활동을 막아낼
수 있습니다.
iWATCH는 수상하거나 정상에서 벗어나는
행동들에 대하여 신고하기를당부합니다.

 중요 건물들을 그리거나 크기를
측정하는 사람들
 보안사항 혹은 건물 보안 절차에
대해 묻는 수상한 사람들
 서류가방, 여행용 가방, 백팩 또는
상자들을 놓고 가는 행위
 중요 건물앞의 주정차 금지 구역에
세워놓은 자동차 또는 트럭
 지나치게 크거나 계절에 맞지 않게
너무 덥게 옷을 입는 자
 화학용품 냄새나 연기

왜 이러한 활동들이나 움직임
을 신고해야 하나요?

 건물 청사진, 보안 계획, VIP여행
계획 등 중요정보에 대해 알 권리나
이유 없음에도 물어보는 자

경찰에 신고하여 실제로 공격이 발생하기
전에 이를 막거나 예측하게 하는것은 당신
의 인식 입니다.

 폭발 물이나 무기를 만드는데 사용
될수 있는 용품이나 기기 또는 정당
한 사유없이 제복(유니폼)을 구입
하는 행위

9/11 이후 우리 모두는 미래의 공격을
막기위해 반드시 함께 협조해야 합니다.
정상적이지 않은 행위나 행동들은 신고
하는것이 항상 좋습니다.
iWATCH 프로그램은 행동이나 행위에
대한 조사이며 개인들을 대상으로 하는것
이 아닙니다.

수상한 행동이나 활동들은
www.iWATCHLA.org
1-877-A-THREAT (1-877284-7328)
로 신고 하십시요.

“어떤사람이 거리등을 측정하는것을 보았
습니다. 그 사람에게 문제가 생기는것을
원치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이러한 행위들은 또 다른 장소에서
반복될수도 있습니다. 당신의 신고
가 그 의문해결의 단서중에 하나일
수도 있습니다.
www.iWATCH.org에서 신고하십시오
1-877-A-THREAT
(1-877-284-7328) 로 전화
하십시오. 응급 상황시에는 911로 전화
하십시오.확실하지 않습니까? 전문가
가 결정하게 하십시오!
“아마 어떤사람이 버스에서 서류가방을
가지고 내리는것을 잊은것 같습니다.”
혼자서 확인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하나의 시험일수도 있습니다.
www.iWATCH.org에서 신고하십시오
1-877-A-THREAT
(1-877-284-7328) 로 전화
하십시오.응급 상황시에는 911로 전화
하십시오.확실하지 않습니까? 전문가
가 결정하게 하십시오!
“어떤 사람이 우리 사무실을 관찰 하는것
을 보았습니다. 다음날 내 동료가 우리 건
물의 보안에 대한 많은 질문을 어떤 사람
으로부터 받았습니다.”

		
		
		
		

www.iWATCH.org에서 신고
하십시오. 1-877-A-THREAT
(1-877-284-7328) 로 전화
하십시오.응급 상황시에는 911로
전화하십시오.확실하지 않습니까?
전문가가 결정하게 하십시오!

지켜보아야할 중요한 장소들













정부 건물
종교 시설물
오락 공원
스포츠/엔터테인먼트 장소
고층 빌딩
퍼레이드, 축제 등 군중이 모이
는 장소
학교
호텔
극장
쇼핑 몰
다리 (교량)
공공 교통시설물

수상한 행동이나 활동들은
Call 1-877-A-THREAT
(1-877-284-7328) 으로
신고 하십시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