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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 테러 피해 예방 및 대응 요령
q 이제 세계 어느 지역도 테러로부터 안전한 곳은 없습니다.

o 지난 2개월간 발생한 극단주의 무장단체의 테러(‘15.11.13 파리, ’16.1.12

이스탄불, 1.14 자카르타 테러 등)는 △중동에서 유럽, 동남아로 확산되
고, △hard target(국가기관, 공공시설 및 군․경․공무원)뿐 아니라 
soft target(다중이용시설 및 불특정 다수 민간인)을 목표로 하고, △사
전에 치밀하게 기획되었다는 점에서 과거 테러와는 차원이 다른 위협
으로 부상했기 때문입니다.

q (예방) 이와 같은 상황에서 해외 체류 또는 여행하는 우리국민 여러분들
께서는 국외 테러 피해 예방 및 대응을 위해 아래 사항을 숙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먼저 체류 또는 방문하시는 국가 또는 지역의 여행경보단계(www.0404.go.kr 참
조)를 확인하시고 해당지역에 대한 지침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여행경보단계와 관계없이 △대도시 또는 유명 관광지의 다중이용장소(쇼핑몰,

유명 외국계 프랜차이즈 매장, 공항 및 기차역 등)는 테러의 목표로 선호되고
있으므로 가급적 방문을 자제하시고 부득이 방문해야 하는 경우에는 신변
안전에 특별히 유의해 주시기 바라며 △야간 통행, 심야 식당 및 술집 출입과 
대중교통 이용을 자제하시고 △특정 장소에서 수상한 행동을 목격하거나 이
상한 느낌을 받은 경우 신속히 그 곳을 벗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o 또한, △영사콜센터의 맞춤형 로밍 문자메시지를 포함하여 외교부와 우리공관
의 안전정보 안내를 확인, 준수하고 △현지 정부의 지침과 언론 동향도 수시
로 확인하며 △사전에 가족 및 지인에게 행선지를 알려두고 △현지 우리 공
관( ) 및 국내 영사콜센터(82-2-3210-0404) 연락처를 숙지하여 위급 
상황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q (대응) 만일 여러분이 테러에 직면하게 되면 아래와 같이 대처하시기 바랍니다.

o 폭탄 테러 발생시 이렇게 행동합니다.

- 폭발음이 들리면 즉시 바닥에 엎드려 정황을 살피되, 엎드릴 때 양팔과 팔꿈치를
붙여 폐, 심장과 가슴을 보호하고 귀와 머리를 손으로 감싸 두개골을 보호합니다.

- 폭발 종료시 2차 폭발과 시설물 붕괴 가능성에 유의하면서 폭발지점 반대방향
으로 낮게 엎드린 자세로 대피합니다.

- 대피시 소지품을 챙기는 행동 등을 자제하고 최대한 신속히 이동합니다.

- 폭발로 화재 발생시에는 유독가스를 마시지 않도록 최대한 자세를 낮추고 젖은 천
으로 코와입을 가리고 대피합니다.

- 차량 폭탄 테러시 최소 500m 이상 대피해야 안전합니다.



- 2 -

o 총기 테러 발생시 이렇게 행동합니다.

- 총기 난사시 신속히 엎드린 후 주변 동정을 조심스럽게 살피시기 바랍니다.

- 안전하게 현장을 탈출할 수 있으면 탈출하되, 안전한 탈출이 어려운 경우 가까운 곳에

크고 단단한 벽 등 총격 방어가 가능한 장소가 있으면 그 곳으로 은신합니다.

- 안전한 장소로 피하기 위해 갑자기 일어나면 표적이 될 수 있으므로 낮은 포복으로 

이동하되 이동 및 은신 중에는 최대한 조용히 하고 휴대전화가 울리지 않도록 

합니다.

o 억류/납치 테러 발생시 이렇게 행동합니다.

- 인질로 억류 또는 피랍시 저항하지 말고 순순히 요구사항에 응하되, 급작스런 

행동은 피합니다.

- 피랍인이 다수일 때는 납치범과 눈을 마주치거나 휴대전화를 사용하는 등 납치범의 

주의를 끄는 행동을 자제합니다.

- 납치범이 질문할 때는 가능한 짧게 자연스러운 자세로 대답하고, 무엇인가를 지시할 

때는 공손하게 응해야 하며, 육성녹음 등 요구시 기꺼이 응합니다.

- 어떠한 상황에서도 외부에서 구출을 위한 모든 수단이 동원되고 있으므로 자제력을 

잃거나 절망감을 가져서는 안되며, 냉정을 찾아 탈출로 등 자신이 유리하게 활용할 수 

있는 여건을 파악해야 합니다.

- 눈을 가리게 되면 주변의 소리, 냄새, 피랍로 경사와 거리 및 범인음성 등을 기억하도

록 노력합니다.

- 장기 피랍시에는 건강유지를 위해 운동을 계속하고 제공되는 음식은 모두 먹어야 하

며, 몸이 아플 때는 약을요구하고, 가능한 납치범과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합니다.

- 갑작스러운 소리나 빛 또는 섬광이 나면 무조건 엎드려야 하며, 진압 작전이 

끝나고 특공대원이 일으킬 때까지 움직이지 않습니다.

o 화학/생물/방사능 테러 발생시 이렇게 행동합니다.

- 소지하고 있는 손수건 등으로 코와 입 등을 가리고 호흡을 멈춘 채 신속히 대피

합니다.

- 의심물질에 노출되는 경우, 신속히 탈의 후 비누를 이용하여 흐르는 물에 씻되 피부를 

문지르는 행동은 자제합니다.

- 방사능 누출이 의심되는 경우, 방사능에 오염되지 않은 건물이나 비상대피소로 

피신합니다.

- 오염 지역에서 벗어나는 즉시 당국에 신고 후 의료진의 진찰을 받습니다.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