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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한국은 국제사회에서 미국의 9·11로 인하여 테러리즘의 위협을 인식하기 이전부터 

북한에 의한 국가지원 테러리즘의 직접적인 피해 국가였다. 그리고 한국을 대상으로 한 

북한의 국가지원 테러리즘은 시기적으로 과거 미국과 소련에 의한 동서냉전체제와 그 흐름

을 함께하고 있다. 이는 구소련으로부터 정치, 경제, 사회, 군사 등의 지원으로 북한에 

단독 정부를 수립한 김일성이 선택한 정치이념인 사회주의가 프롤레타리아 혁명을 완성하

기 위한 수단으로 테러리즘을 정당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북한의 국가지원 테러리즘은 북한 군부에 의해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한국을 대상으로 한 테러리즘을 자행할 뿐만 아니라, 제3세계 국가에 대테러전술과 요원을 

파견함으로써 국제사회에 큰 우려를 낳고 있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한국을 대상으로 한 

테러리즘은 미국의 9·11을 기점으로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하였다.

미국의 9·11이후, 한국 정부는 미국과 서방국가에 의한 대테러전쟁을 지지하여 파병을 

결정하였다. 이로 인하여 한국을 대상으로 한 테러리즘 위협이 북한뿐만 아니라, 아랍 테러

범과 테러조직으로 확산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이에 한국 정부, 학계, 그리고 실무집단 

등에서 다양한 논의와 대책방안을 모색하고 있지만, 그 피해는 확산되고 있는 추세이다.

이 연구는 미국의 9·11이후, 한국의 해외진출기업을 대상으로 한 테러리즘을 연도, 

국가, 종교, 피해대상, 피해유형, 목적, 공격무기 등을 중심으로 논의하였다. 이를 통하여 

향후, 해외에서 한국을 대상으로 발생 가능한 테러리즘을 전망하고자 한다. 현재 한국 기업

은 세계 전역에 다양한 분야에 진출하여 한국의 민간 외교사절, 그리고 경제적 이익과 고용

을 창출함으로써 국익에 막대한 도움을 주고 있다. 또한 해외에서 왕성하게 활동하고 있는 

기업, 기업인, 근로자 등의 재산과 생명에 대한 국가와 기업의 역할을 재조명하고자 한다.

주제어：테러리즘, 준-테러리즘, 게릴라전, 대테러정책, 테러방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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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문제의 제기

국제사회에서 수많은 사람의 고귀한 생명과 재산을 파괴하는 테러리즘이 자행되

고 있고, 이러한 테러리즘은 1789년 프랑스 혁명 시절, 자코뱅당의 공포정치(region 

of terror)에서 그 기원을 찾기도 한다. 특히, 러시아의 볼셰비키 혁명기 테러리즘은 

좌 · 우 이념 립시기로 사회주의자들에 의한 적색 테러리즘, 무정부주의자에 의한 

흑색 테러리즘, 권력층에 의한 백색 테러리즘 등이 발생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테러

리즘을 레닌(Vladimir Lenin)은 선동하였으나, 트로츠키(Leon Trotsky)는 폭력의 악순

환일 뿐이라고 비판하기도 하였다. 궁극적으로 레닌에게 테러리즘의 가치는 순수하

게 실용적이며, 전술적 차원의 수단으로 프롤레타리아 혁명의 필수적인 일부분으로

써 긍정적으로 수용되었다. 이를 통하여 테러리즘은 공산주의 혁명 전력에서 근원적 

위치를 차지하였으며, 현  사회에서도 다수의 테러범과 테러조직들이 마르크스 ·

레닌주의(Marxism–Leninism)에 상당히 많은 영향을 받은 것으로 판단된다(Sanuel T. 

Francis, 1981: 62-63).

북한의 정치 이념인 사회주의 노동당 규약은 마르크스 · 레닌주의를 계승하고 있

으며, 이러한 마르크스 · 레닌주의는 폭력적 방법에 의한 혁명을 목표로 하고 있다. 

만약에 북한이 마르크스 · 레닌주의의 폭력적 방법에 의한 혁명을 포기한다면, 이는 

북한 스스로가 마르크스 · 레닌주의에 근거한 김일성 주체사상을 포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향후 북한은 한반도 공산화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 테러리즘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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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적으로 사용할 것이다. 이로 인하여 한국은 1945년 8월 15일 해방 이후부터 현재

까지 북한의 국가지원 테러리즘의 위협에 직 · 간접적으로 노출되어 있다. 북한의 국

가지원 테러리즘 유형으로는 항공기 테러리즘, 폭탄 테러리즘, 요인암살, 납치 등과 

같은 저강도전쟁 수준(low intensive war)이었고, 이러한 위협은 현재에도 상존하고 

있다.

최근 북한은 한국을 상으로 뉴테러리즘의 한 유형인 사이버 테러리즘을 감행하

였다. 북한은 2009년 7월 7일, 한국과 미국의 주요기관 35개 사이트를 해킹(hacking)

하였는데, ‘7 · 7 DDos’공격의 근원지를 추적한 결과, 북한 체신성에서 사용한 인터넷

주소(IP)로 밝혀졌다. 2011년 3월 3일에도 한국 정부와 금융권 웹-사이트를 상으로 

한 ‘3 · 3 DDos’공격이 있었는데, 이에 한 미국의 보안업체 맥아피(McAfee) 보고서

(Ten Days Rain-Expert analysis of distributed denial of service attacks targeting South 

Korea)는 “공격이 정확히 누구의 소행인지는 말하기 어렵지만, 이 공격에 한 자세

한 분석 및 2009년과 2011년 공격에 사용된 코드에 한 분석 결과 동일 범인에 의한 

소행일 가능성이 95%에 가깝다”고 언급함으로써 북한의 소행임을 지적하였다. 이미 

한국은 국가지원 테러리즘의 직접적인 피해 국가이며, 한반도의 안보환경이 북한과 

치 상황이므로, 무엇보다도 미국과 한국의 동맹관계가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한

국은 미국과 서방국가에 의한 아프가니스탄과 이라크를 상으로 한 테러전쟁에 

적극적인 지지와 파병을 결정하였고, 테러전쟁의 서막은 이렇게 시작되었다. 2001

년 10월 7일 미국과 영국 연합군이 아프가니스탄에 한 공격을 개시하여 2001년 

12월 7일 아프가니스탄 탈레반(Taleban)정권은 붕괴하였다. 2003년 3월 20일 미국과 

서방국가들은 이라크에 한 전쟁을 개시하여, 2003년 4월 9일 이라크의 수도 바그

다드를 함락시킴으로써, 19년 동안 철권 통치하던 후세인 정권을 축출하였다. 후세

인(Saddam Hussein al-Majid al-Awja)은 2003년 12월 13일 이라크 티크리트의 인근 지

하벙커에서 생포된 후, 2005년 10월 19일 법정에서 1988년 쿠르드(Kurd)족 독가스 

학살 등의 혐의로 피고인에 되었고, 2006년 11월 5일에는 사형이 선고되었으며, 2006

년 12월 30일 처형됨으로써 테러 전쟁이 종식되는 것처럼 보였다. 그러나 실질적

으로 테러 전쟁 발발과 동시에, 2001년 10월 9일 국제테러조직 알-카에다

(Al-Qaeda)는 미 보복을 선언하였고, 2002년 10월 12일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연쇄 

폭탄테러, 2004년 3월 11일 스페인의 수도 마드리드의 3개 역에서 열차 폭탄테러, 

2005년 7월 7일 영국 수도 런던의 지하철 3곳과 버스 1 에 동시다발 폭탄테러 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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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무차별적이고 비인도적인 테러리즘을 자행하였다.

한국도 미국과 서방국가에 의한 테러전쟁에 한 지지와 파병으로 인하여 2003

년 11월 30일 이라크 북부 티그리트 인근 고속도로에서 한국인 근로자들이 무장괴한

의 총격을 받고 2명이 사망하고 2명이 중상, 2004년 4월 8일 한국인 목사 7명이 피랍 

후에 석방, 2004년 6월 23일 이라크 팔루자에서 한국인 김○○ 피살, 2007년 7월 19

일 아프가니스탄 탈레반 무장 세력이 ○○교회 자원봉사자 23명을 납치 후에 1명 

살해와 22명 석방, 2009년 3월 15일 예멘에서 한국인 관광객 4명이 폭탄테러리즘으

로 사망 등과 같은 피해를 입게 되었다.

이에 이 연구에서는 미국의 9 · 11 이후, 해외에서 한국을 상으로 발생한 2001년 

9월 11일부터 2010년 12월 31일까지의 테러리즘 통계자료를 논의하고자 한다. 이를 

통하여 국제테러조직 알-카에다(Al-Qaeda)를 실질적으로 이끌었던 오사마 빈 라덴

(Osama bin Laden)의 처형 이후, 해외에서 한국기업을 상으로 발생 가능한 테러리

즘을 전망하고 그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Ⅱ. 분석의 틀

1. 선행연구의 검토

최진태(1997: 16-24)는 테러리즘과 관련한 유사개념을 다음과 같이 정의 및 논의하

였다.

첫째, 테러리즘(terrorism)을 정치 · 종교 · 민족 · 이념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

단으로 폭력행위를 자행하고, 또한 이를 통하여 공포와 두려움을 확산시키는 행위라

고 정의하였다.

둘째, 준-테러리즘(quasi-terrorism)은 경제적 목적 달성의 수단으로 폭력행위를 자

행하는 것으로 이해하였고, 게릴라전(guerrilla warfare)을 반군 또는 비정규군이 정규

군과의 교전 등을 통하여 정치 · 종교 · 민족 · 이념 등의 목적을 달성하려는 행위로 

규정하였다.

미국의 NCTC(National Counterterrorism Center, 2007: 9-33)는 테러리즘과 관련하

여 다음과 같은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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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9 · 11위원회의 권고사항 이행을 위하여, 미국 내의 테러(counter-terrorism)

정보를 제외한 모든 테러리즘과 테러 정보활동에 한 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하여 

이를 전파할 수 있고, 외교 · 국방 · 국토안보 등의 모든 국가 권력을 포괄하는 테러

활동에 한 전략적 작전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둘째, 국가안전보장회의(National Security Council), 국토안보회의(Homeland Security 

Council)의 정책 지시에 의거하여 테러 활동을 수행하는 집행기관에 작전권을 부

여할 수 있다(http://www.nctc.gov/about_us/what_we_do.html/. 검색일 2011. 6. 28). 

셋째, NCTC는 수집된 테러리즘 정보를 연도 · 국가별 발생 건수, 피해 유형과 

상, 그리고 공격무기 등으로 분류하였다. 한국의 테러 정보기관인 테러정보통합센

터(Terrorism Information Integration Center)도 국제사회에서 발생한 테러리즘을 연

도 · 국가 · 유형 · 상 · 사용무기 등으로 구분하였다(http://www.tiic.go.kr/index.d

o?method=list. 검색일 2011. 6. 28).

2. 테러리즘의 분석모형 및 분류기준

이 연구에서는 국가기관에 의해 공식적으로 집계된 객관적이고 표준화된 자료인 

테러정보통합센터의 국가별테러정보 중에서 우리국민 피해사례와 국가정보원에서 

발간한｢테러정세｣중에서 2006년, 2007년, 2008, 2009년 자료를 참고하여 논의하고자 

한다.

UN(United Nations)에 가입하여 활동하는 193개1) 국가 중에서, 테러리즘과 관련

된 국가는 125개 국가이며, 이 중에서 우리국민 피해사례와 국가정보원 자료에 집계

된 것은 30개 국가에서 발생한 95건이다(http://www.tiic.go.kr/service/

info/map/maps.jsp. 검색일 2011. 6. 28). 그러나 30개 국가에서 발생한 95건을 모두 

논의할 경우에 분류 및 분석의 범위가 너무 방 해질 수 있으므로 피해사례를 다음

과 같이 제한하고자 한다.

첫째, 해외에서 한국인의 생명과 재산에 한 직 · 간접적인 피해와 법인의 피해를 

포함하고자 한다. 여기에 법인을 포함시키는 이유는 해외에 진출한 기업이 법인이라 

하더라도, 이를 경영하고 근무하는 사람들이 한국 국민이기 때문에 포함시키는 것이 

1) 남수단(The Republic of South Sudan)이 UN에 193번째 가입하였다.; http://www.ytn.co.kr. 검
색일 2011. 7.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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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당하다고 본다. 이러한 분류기준에 의할 경우, 해외에서 한국을 상으로 한 테러리

즘은 23개 국가에서 발생한 67건이 해당되고, 이를 다시 세분화하면 해외진출기업을 

상으로 하지 않은 38건과 해외진출기업을 상으로 한 29건으로 구분할 수 있다.

둘째, 최진태의 연구, 미국의 NCTC 분류기준, 그리고 한국의 테러정보기관인 

테러정보통합센터의 구분기준에 근거하여, 테러리즘 피해사례를 발생국가, 연도, 종

교, 공격유형을 기준으로 분석하고, 또한 피해 상을 인(對人)과 물(對物)로 구

분하여 설명하고자 한다.

해외에서 한국을 대상으로 한 테러리즘

▼

 해외 진출한 한국기업을 대상으로 한 테러리즘

⇓     분류시기

미국의 9·11 이후부터

▼

2010년 12월까지           

⇓     분류 및 분석

연도 및 국가별 발생건수

유형 및 사용무기

피해대상

⇓    오사마 빈 라덴 처형 이후, 테러리즘 전망

시사점 및 제언

<그림 Ⅱ-1> 분석 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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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테러리즘에 대한 분석과 그 평가

1. 연도에 의한 분류 및 분석

미국의 9 · 11이후, 해외에서 한국을 상으로 발생한 테러리즘은 총 67건이 발생

하였고, 해외진출기업을 상으로 하지 않은 테러리즘이 38건2), 해외진출기업을 

상으로 한 테러리즘은 29건 발생하였는데, 이를 연도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표 Ⅲ-1> 연도별 발생 건수
(단위: 건)

연도
대상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총계

해외에서 

한국대상 
1 1 5 8 7 16 14 7 7 1 67

해외진출

기업
0 0 4 2 3 7 8 4 1 0 29

첫째, 아프가니스탄과의 테러전쟁 개시와 종료 그리고 전후 복구시기인 2001년

과 2002년에는 해외진출기업을 상으로 한 테러리즘은 발생하지 않았다.

둘째, 이라크를 상으로 테러전쟁을 개시한 2003년 3월 20일부터 2003년 12월 

13일 후세인의 생포, 그리고 체제안정을 모색하던 시기에 해외진출기업을 상으로 

한 테러리즘은 2003년 4건 2004년 2건 발생하였는데, 이는 이라크 후세인 정권의 붕

괴로 인한 정치 · 경제, 사회 등의 모든 분야에 혼란과 분열이 가속화되었기 때문이다.

셋째, 이라크 후세인에 의한 통치가 막을 내리고, 새로운 정권을 창출하려던 시기

인 2005년 해외진출기업을 상으로 한 테러리즘은 3건 발생하였다. 이는 2005년 1

월 30일 이라크 의회 선거가 실시되면서 아랍계와 쿠르드(Kurd)계의 갈등과 시아파

와 수니파의 립 등이 고조되었기 때문이고, 이러한 복잡한 정치 · 종교 · 사회 구도

는 미국과 서방국가를 향한 성전(Jihad)을 불러일으키는 계기가 되었다. 

2)

연도
대상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총계

해외진출기업 이외 1 1 1 6 4 9 6 3 6 1 38

해외진출기업을 대상으로 하지 않은 테러리즘은 2004년을 기점으로 급격히 증가하기 시작하여 후세
인 관련 재판의 개시, 종결, 집행이 이루어진 2006년 최고조를 이루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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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째, 2005년 10월 19일 후세인의 1988년 쿠르드(Kurd)족 독가스 학살 등의 혐의

에 한 공판이 개시되었고, 2006년 11월 5일 후세인에 한 사형이 선고되었으며, 

2006년 12월 30일 후세인의 사형이 집행됨으로써 후세인 처형에 한 보복 성전

(Jihad)이 가속화되었다. 이로 인하여 해외진출기업을 상으로 한 테러리즘이 2006

년 7건, 2007년 8건, 2008년 4건 발생하였고 2009년부터 현재까지는 해외진출기업을 

상으로 한 테러리즘은 소강상태(小康狀態)를 보이고 있다.

2. 국가에 의한 분류 및 분석

해외에서 한국을 상으로 발생한 테러리즘은 23개 국가에서 총 67건 발생하였고, 

해외진출기업을 상으로 하지 않은 테러리즘이 16개 국가에서 38건3), 해외진출기

업을 상으로 한 테러리즘은 11개 국가에서 29건 발생하였다. 이를 국가별로 살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해외에서 한국을 상으로 한 테러리즘을 지역별로 살펴보면, 1순위는 중동

지역과 아프리카지역으로 이라크 17건, 나이지리아 11건, 아프가니스탄 7건, 파키스

3)

연도 
국가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총계

해외
진출
기업
이외
(38)

이라크 1 6 1 1 2 1 12

아프가니스탄 1 3 1 5

인도네시아 1 1 1 3

예멘 3 3

러시아 1 1 1 3

파키스탄 1 1 2

네팔 1 1

수단 1 1

이집트 1 1

팔레스타인 1 1

동티모르 1 1

그리스 1 1

독일 1 1

우크라이나 1 1

헝가리 1 1

콜롬비아 1 1

해외진출기업을 대상으로 하지 않은 테러리즘을 국가별로 살펴보면, 1순위는 중동지역과 아프리카지
역으로 이라크 12건, 아프가니스탄 5건, 예맨 3건, 파키스탄 2건, 수단 1건, 이집트 1건, 팔레스타인 
1건이고, 2순위는 유럽지역으로 러시아 3건, 그리스 1건, 독일 1건, 우크라이나 1건, 헝가리 1건이며, 
3순위는 아시아지역으로 인도네시아 3건, 동티모르 1건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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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 4건4), 예멘 3건, 레바논 1건, 수단 1건, 이집트 1건, 팔레스타인 1건으로 드러났다. 

2순위는 아시아 지역으로 인도네시아 3건, 필리핀 2건, 네팔 2건, 인도 1건, 스리랑카 

1건, 동티모르 1건, 미얀마 1건으로 밝혀졌다. 3순위 유럽 지역으로 러시아 3건, 독일 

1건, 우크라이나 1건, 헝가리 1건, 그리스 1건으로 나타났다.

<표 Ⅲ-2> 국가별 발생 건수
(단위: 건)

연도
국가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총계

해외에

서한국

대상

(67)

이라크 5 7 1 1 2 1 1 17
나이지리아 1 3 5 1 1 11

아프가니스탄 1 1 4 1 7
파키스탄 2 2 4

인도네시아 1 1 1 3
예멘 3 3

러시아 1 1 1 3
필리핀 1 1 2
네팔 1 1 2

레바논 1 1
수단 1 1

이집트 1 1
팔레스타인 1 1

인도 1 1
스리랑카 1 1
동티모르 1 1
미얀마 1 1
아이티 1 1
그리스 1 1
독일 1 1

우크라이나 1 1
헝가리 1 1

콜롬비아 1 1

해외

진출

기업

(29)

나이지리아 1 3 5 1 1 11
이라크 4 1 1 6

아프가니스탄 1 1 2
파키스탄 1 1 2
필리핀 1 1 2
네팔 1 1

레바논 1 1
인도 1 1

스리랑카 1 1
미얀마 1 1
아이티 1 1

4) 파키스탄의 경우 분리주의 테러단체가 활동 중에 있으며, 이들은 국가의 대선과 총선 등과 같은 주요 
정치행사에 대하여 반정부 테러범죄를 자행하고 있다(권정훈, 2009: 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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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해외진출기업을 상으로 발생한 테러리즘을 지역별로 살펴보면, 1순위는 

중동지역과 아프리카지역으로 나이지리아 11건, 이라크 6건, 아프가니스탄 2건, 파키

스탄 2건, 레바논 1건으로 드러났다. 2순위는 아시아지역으로 필리핀 2건, 인도 1건, 

스리랑카 1건, 미얀마 1건으로 나타났다. 

셋째, 나이지리아에서 가장 많은 테러리즘이 발생한 원인은 나이지리아의 국민 

구성원이 약 250개 이상의 민족으로 구성되어서 민족 분쟁이 자주 발생하였고, 경제

적으로 석유 산업이 급격히 발달하여 물질만능주의가 팽배하였기 때문이다.5)

3. 종교에 의한 분류 및 분석

해외에서 한국을 상으로 발생한 테러리즘을 이슬람교권역, 로마정교회권역, 동

방정교회권역, 힌두교권역 등의 종교권역별(宗敎圈域別)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6) 

첫째, 한국을 상으로 해외에서 발생한 테러리즘의 1순위는 이슬람교권역 39건, 

2순위는 이슬람교권역과 기독교권역 11건, 3순위는 로마정교회권역 7건, 동방정교회

권역 5건, 힌두교권역 3건, 불교권역 2건으로 나타났다.

둘째, 해외진출기업을 상으로 한 테러리즘은 1순위가 이슬람교권역 11건과 이

슬람교권역 · 기독교권역이 상충하는 나이지리아가 11건, 3순위 로마정교회권역 3건, 

5) 나이지리아는 경제적으로 세계 유수의 산유국으로써 총수출의 90%를 석유 수출을 통하여 재화를 
획득하고, 군사적으로도 지원병제를 실시하여 아프리카에서 가장 강력한 군사력을 보유하고 있다. 
민족적으로는 북부의 하우사족 및 풀라니족이 인구의 29%, 남서부의 요루바족이 21%, 남동부의 이
보족이 18%, 이자우족 10%, 카누리족 4%, 이비비오족 3.5%, 치부족 2.5%로 등 구성되어있다. 종교
적으로는 이슬람교도 비율에 대한 주장은 60%로 집계하는 무슬림의 주장과 30%라는 비이슬람교도
의 주장으로 양분되어 있으나, 한국 외교통상부의 공식 통계는 이슬람교가 약45%, 기독교가 약35%, 
아프리카 전통 신앙이 20%이다. 또한 북부지역은 이슬람교 지구에 속해 있고, 해안부에는 기독교도
가 많다.; http://mf2.kr/. 검색일 2011. 6. 28.

6)

연도
종교권역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총계

해외
진출
기업
이외
(38)

이슬람교
(수니파 + 시아파)

1 1 6 3 4 5 3 4 1 28

동방정교회
(그리스 + 러시아정교)

1 2 1 1 5

로마정교회
(천주교 + 기독교)

1 3 4

힌두교 1 1

해외진출기업을 대상으로 하지 않은 테러리즘은 1순위 이슬람교권역 28건, 2순위는 동방정교회권역 
5권, 3순위는 로마정교회권역 4건, 힌두교권역 1건으로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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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순위 힌두교권역 2권과 불교권역 2건 발생하였다. 

셋째, 이슬람교권역의 발생 원인은 서방국가의 테러전쟁에 해 한국 정부가 

지지와 파병을 결정하였기 때문이고, 이슬람교권역 · 기독교권역은 이슬람교와 기독

교 갈등으로 인한 유혈사태가 빈번하게 발생하기 때문이다. 로마정교회권역은 정치

적 반군과 경제적 빈곤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고, 힌두교권역과 불교권역도 비슷한 

형태를 보이고 있다.

<표 Ⅲ-3> 종교별 발생 건수
(단위: 건)

연도
공격유형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총계

해외

에서

한국

대상

(67)

이슬람교

(수니파7) + 시아파)
1 5 7 3 6 7 5 4 1 39

이슬람교 + 기독교8) 1 3 5 1 1 11

로마정교회

(천주교 + 기독교)
1 1 4 1 7

동방정교회

(그리스 + 러시아정교)
1 2 1 1 5

힌두교 1 1 1 3

불교 1 1 2

해외

진출

기업

(29)

이슬람교

(수니파 + 시아파)
4 1 2 2 2 11

이슬람교 + 기독교 1 3 5 1 1 11

로마정교회

(천주교 + 기독교)
1 1 1 3

힌두교 1 1 2

불교 1 1 2

7) 인도네시아는 전체 인구 2억 3천만 명 중 90% 이상인 2억명이 이슬람을 신봉하고 있다. 미국은 
이슬람 급진주의자들이 미국을 중심으로 하는 서방국가들과 이교도들을 대상으로 테러범죄와 같은 
군사행동을 감행하기 위한 동남아시아 전진기지로 인도네시아를 이용하고 있다고 분석하였다. 실질
적으로 2002년 10월 폭탄 테러범죄의 배후로 지목된 제마 이슬라미아(JI: Jemaah Islamish)는 인
도네시아, 말레시아, 필리핀 남부에서 세력을 규합하기 위한 많은 노력을 하였으며 또한 JI 조직의 
리더인 급진주의 성향의 아부 바까르 바시르(Abu Bakar Bashir)는 범행 후에 체포되었다. 이외에도 
인도네시아에는 이슬람수호전선(FPI: the Islamic Defender Front, Front Pembela Islam), 인도네
시아 무지헤딘 위원회(MMI: Indonesian Mujahidin Council) 등 이슬람 과격사상에 동조하는 근본
주의 단체들이 활동하고 있어서 과격사상 유포, 테러범죄에 대한 동조, 테러범죄에 대한 지원 가능성 
등이 상존하고 있는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고영훈, 2008: 5-11).

8) 이슬람교권역 ·기독교권역이 상충하는 나이지리아에서 한국을 대상으로 하는 테러리즘이 다수 발
생하였기에 이 두 권역을 한 권역으로 설정하였다. 나이지리아는 이슬람교가 약45%, 기독교가 약
35%, 아프리카 전통 신앙이 20%이다.; http://mf2.kr/. 검색일 2011. 6.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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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격유형에 의한 분류 및 분석

해외에서 한국을 상으로 발생한 테러리즘을 재래식 무기, 무차별 무기, 인범

죄 유형인 인질 · 납치 · 살해 · 폭행 · 상해, 그리고 인범죄와 물범죄를 모두 포함

하는 습격 · 방화 · 강탈과 같은 공격유형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9)

<표 Ⅲ-4> 공격유형별 발생 건수
(단위: 건)

연도
공격유형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총계

해외

에서

한국

대상

(67)

총기·박격포

·로켓포
4 2 2 3 5 4 1 21

폭탄·폭파 1 2 5 3 2 4 1 18

인질·납치

·살해
1 1 5 2 3 3 1 1 17

폭행·상해 1 3 1 1 6

습격·방화

·강탈
1 2 2 5

해외

진출

기업

(29)

총기·박격포

·로켓포
4 1 3 2 10

인질·납치

·살해
1 2 2 3 1 1 10

습격·방화

·강탈
1 2 2 5

폭탄·폭파 1 2 1 4

첫째, 해외에서 한국을 상으로 한 테러리즘 공격유형을 살펴보면, 1순위는 재래

식 무기인 총기 · 박격포 · 로켓포무기 21건, 2순위는 무차별 무기인 폭탄 · 폭파 18건, 

3순위는 인질을 납치하여 살해하거나 석방금을 요구하는 행위 17건, 4순위는 폭행과 

상해 6건, 5순위는 기습과 습격을 통한 방화와 강탈이 5건으로 나타났다.

9)

연도
공격유형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총계

해외
진출
기업
이외
(38)

폭탄 ·폭파 1 1 3 3 1 4 1 14

총기 ·박격포 ·로켓포 2 2 2 2 2 1 11

인질 ·납치 ·살해 1 1 4 1 7

폭행 ·상해 1 3 1 1 6

해외진출기업을 대상으로 하지 않은 테러리즘을 공격유형별로 분석하면, 1순위는 무차별 무기인 폭
탄 ·폭파 14건, 재래식 무기인 총기 ·박격포 ·로켓포 11건, 3순위가 인질을 납치하여 살해하거나 
석방금을 요구하는 행위 7건, 폭행과 상해 6건인 것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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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해외진출기업을 상으로 발생한 테러리즘의 공격유형을 살펴보면, 1순위

는 재래식 무기인 총기 · 박격포 · 로켓포 10건과 인질을 납치하여 살해하거나 석방금

을 요구하는 행위가 10건, 기습과 습격을 통하여 방화를 강탈이 5건으로 밝혀졌다.

셋째, 해외진출기업을 상으로 한 테러리즘의 공격유형으로 재래식 무기가 많은 

원인은 테러전쟁 종료 후, 전투 및 비전투 지역의 재래식 무기와 무차별 무기 등의 

관리체계가 허술했기 때문에, 이러한 무기들이 테러범과 테러조직으로 유입되었기 

때문이다. 또한 인질의 납치에 의한 살인 및 석방금 요구행위가 많은 원인은 테러

전쟁 종료 후에 테러범, 테러조직, 그리고 그 외에 정치 · 경제 · 사회체제가 불안정한 

국가에서 반군 · 무장단체 등이 한국기업, 기업인, 근로자 등을 상으로 금전적 이득

을 얻기 위한 것이다.10)

5. 목적에 의한 분류 및 분석

해외에서 한국을 상으로 발생한 테러리즘을 테러리즘, 준-테러리즘, 게릴라전과 

같은 목적을 중심으로 하여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11)

10) 필리핀은 외국과의 전쟁 위협은 비교적 적은 편이다. 또한 위에서 밝힌 바와 같이 서남부 민다나오
(Mindanao) 지역의 이슬람 반군에 의한 테러범죄 위협도 있지만, 그 외에 아부 사야프(ASG: Abu 
Sayyaf Group), 제마 이슬라마야(JI: Jemaah Islamish)와 같은 테러 단체, 공산 반군, 이슬람 반
군들의 활동이 활발하기에 메트로 마닐라(Metro Manila) 지역을 벗어나는 경우 안전 유지에 각별
한 주의를 요한다(국가정보원, 2009: 59-60).

11)

연도
목적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총계

해외
진출
기업
이외
(38)

테러리즘
(terrorism)

1 1 6 4 9 5 2 6 1 35

준-테러리즘
(quasi-terrorism)

1 1

게릴라전
(guerrilla warfare)

1 1 2

해외진출기업을 대상으로 하지 않은 테러리즘은 1순위가 정치 ·종교 ·이념적 목적의 테러리즘 
35건, 2순위가 군사적 목적의 게릴라전 2건, 3순위가 경제적 목적의 준-테러리즘 1건 발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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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Ⅲ-5> 목적별 발생 건수
(단위: 건)

연도
목적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총계

해외

에서

한국

대상

(67)

테러리즘

(terrorism)
1 5 7 5 15 13 5 7 1 58

준-테러리즘

(quasi-terrorism)
1 1 2 1 1 6

게릴라전

(guerrilla warfare)
1 1 2

해외

진출

기업

(29)

테러리즘

(terrorism)
4 1 1 6 8 3 1 24

준-테러리즘

(quasi-terrorism)
1 2 1 1 5

게릴라전

(guerrilla warfare)
0

첫째, 해외에서 한국을 상으로 한 테러리즘은 1순위가 정치 · 종교 · 이념적 목적

의 테러리즘 59건, 2순위가 경제적 목적의 준-테러리즘 6건, 3순위가 군사적 목적의 

게릴라전이 2건으로 나타났다.

둘째, 해외진출기업을 상으로 한 테러리즘은 1순위가 정치 · 종교 · 이념적 목적

의 테러리즘 24건, 2순위가 경제적 목적의 준-테러리즘 5건, 군사적 목적의 게릴라전

은 발생하지 않았다. 

셋째, 정치 · 종교 · 이념적 목적의 테러리즘이 가장 많은 원인은 미국과 서방국가

의 테러전쟁 지지와 파병에 한 보복 성격이 크다고 할 수 있다. 준-테러리즘의 

원인은 처음부터 경제적 목적에 의한 인질 납치도 있지만, 1차적으로 인질 납치를 

통하여 정치 · 종교 · 이념적 목적을 달성하고자 하였으나, 시간이 경과될수록 1차 목

적 달성이 어렵다고 판단하고, 2차적으로 경제적 목적이라도 획득하는 것이 이익이

라고 판단되어 계획을 변경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게릴라전은 테러전쟁에 참여한 

한국군을 상으로 발생하였다.

6. 대인피해 유형에 의한 분류 및 분석

해외에서 한국을 상으로 발생한 테러리즘을 기업인, 근로자, 외교관, 관광객, 유

학생, 종교인 등의 인(對人)피해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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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Ⅲ-6> 대인피해 유형별 발생 건수
(단위: 건)

연도
대인피해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총계

해외

에서

한국

대상

(67)

해외
진출
기업
(29)

기업인 2 2

근로자 4 3 2 7 8 2 1 27

해외

진출

기업

이외

(38)

외교관 1 2 1 1 2 1 1 9

한국교민 1 1 1 2 1 2 8

관광객 1 1 2 2 6

유학생 1 3 1 1 6

종교인 1 1 1 3

언론인 2 1 3

군 병력 1 1 1 3

첫째, 해외진출기업을 상으로 한 테러리즘은 1순위 근로자 29명과 2순위 기업인 

2명으로 나타났다.

둘째, 해외진출기업을 상으로 하지 않은 테러리즘은 1순위 외교관 9건, 2순위 

한국교민 8건, 공동 3순위 관광객 6건과 유학생 6건, 공동 5순위 종교인 3건, 언론인 

3건, 군 병력 3건으로 밝혀졌다.

셋째, 해외진출기업을 상으로 한 테러리즘 피해자 중에서 근로자가 많은 원인은 

테러리즘의 위협이 기업 또는 기업의 근로 현장이 직접적인 테러리즘 상 지역이기 

때문이다. 기업인의 피해는 기업인이 근로 현장 이외의 지역에서 기업 활동을 하다

가 발생하였다.

7. 대물피해 유형에 의한 분류 및 분석

해외에서 한국을 상으로 발생한 테러리즘을 기업, 관광지, 호텔, 해외공관, 군부

 등의 물(對物)피해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해외진출기업을 상으로 한 테러리즘은 1순위 기업 27건, 2순위 호텔에 숙

박하거나 도로에서 차량 이동시에 기업인을 직접 위협한 사례가 2건 발생하였다. 

둘째, 기업이 직접적인 물피해의 상이 되는 원인은 한국기업이 해외에 많이 

진출해 있고, 또한 기업의 규모가 방 하고 인력도 상 적으로 많아서 그 피해가 

크다고 할 수 있다. 호텔과 도로 상에서 피해가 많은 것은 미국의 9 · 11이후, 발생한 

테러리즘의 특징이 불특정 다수를 향하여 무차별적으로 감행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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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Ⅲ-7> 대물피해 유형별 발생 건수
(단위: 건)

연도
대물피해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총계

해외

에서

한국

대상

(67)

해외
진출
기업
(29)

기업 4 2 3 7 8 2 1 27

호텔·도로 2 2

해외

진출

기업

이외

(38)

시골지역·도시

·도로
1 4 1 6 3 1 4 20

관광지·호텔

·나이트클럽
1 1 1 2 2 1 7

해외공관 1 2 2 1 2 8

군부대 1 1 2

8. 분석에 대한 평가 및 향후 발생 가능한 테러리즘의 전망

1) 분석에 대한 평가

해외에서 한국을 상으로 한 테러리즘을 해외진출기업을 중심으로 분류 및 분석

하였다. 그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미국과 서방국가에 의한 테러전쟁이 개시된 시점보다, 테러전쟁이 종료

되어 이라크의 통치자 후세인이 체포된 시점, 그리고 후세인이 최종적으로 재판에 

회부되어 처형된 시점을 전후하여 더 많이 발생하였다.

둘째, 아프리카 나이지리아에서 많이 발생하였는데, 이는 나이지리아의 민족, 경

제, 군사 등의 복합적인 요인에 의해 발생한 것이고, 중동지역인 이라크, 아프가니스

탄, 파키스탄에서도 많이 발생한 것은 테러전쟁에 한 보복 성전(Jihad)의 성격을 

갖는다.

셋째, 이슬람교권역에서 많이 발생한 원인은 한국 정부가 테러전쟁에 한 지지

와 파병을 결정하였기 때문이고, 이슬람교권역과 기독교권역에서 많이 발생한 것은 

종교적으로 이슬람교와 기독교의 갈등으로 인한 유혈사태가 빈번하게 발생하기 때

문이다.

넷째, 총기, 박격포, 로켓포와 같은 재래식 무기에 의한 공격이 많은 것은 테러

전쟁 종료 후, 무기관리체계가 허술하고 국제사회의 불법무기 매 시장에서 가장 구

하기 쉬운 무기가 재래식 무기이기 때문이다. 한국기업, 기업인, 근로자 등을 납치하

여 살해하거나 석방금을 요구하는 행위는 테러범, 테러조직, 그리고 제3세계 국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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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군 · 무장단체 등이 정치적 원인 또는 경제적 이익을 획득할 목적으로 자행하였다.

다섯째, 정치, 종교, 이념, 민족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테러리즘이 가장 많이 발

생한 것은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왜냐하면 국제사회는 미국과 

서방국가에 의한 테러전쟁 수행을 지지하는 세력과 이를 반 하는 세력이 극명하

게 립하고 있으며, 이를 저지하는 수단도 물리력에 기초한 군사적 제재(制裁)와 

응징(膺懲)이기 때문이다. 경제적 목적의 준-테러리즘은 1차적으로 정치, 종교, 이념

적 목적을 달성하고자 하였으나, 시간이 경과될수록 1차 목적 달성이 어려워지자, 

2차적인 경제적 목적의 달성으로 변경된 것으로 보인다.

여섯째, 인피해와 물피해의 상으로 기업과 근로자가 많은 것은 테러범, 테

러조직, 제3세계 국가의 반군 · 무장단체 등이 그 상인 기업과 근로자 등을 쉽게 

접할 수 있고, 기업을 직접 공격 상으로 하였을 경우에 피해기업이 각종 언론매체

를 통하여 자신의 피해 사실을 실시간 방송하기 때문에 테러리즘의 효과를 극 화 

할 수 있다.

2) 향후 발생 가능한 테러리즘의 전망

앞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미국과 서방국가가 테러전쟁을 개시한 시점보다 테

러전쟁이 종료되어 후세인이 체포된 시점, 그리고 후세인이 처형된 시점을 전후하여 

테러리즘이 급증하였다. 이를 통하여 2011년 5월 1일 파키스탄에서 오사마 빈 라덴

(Osama bin Laden)이 사살된 이후, 국제사회에서 테러리즘이 증가할 것을 예견할 수 

있다.

향후 발생 가능한 테러리즘은 첫째, 과거 전통적 테러리즘에 비하여 더욱 비인도

적이고 무차별적으로 불특정 다수를 목표로 할 것이다. 또한 오사마 빈 라덴은 국제

테러조직 알-카에다(Al-Qaeda)의 상징적 인물이기 때문에, 한국의 기업 · 중소기업

의 임원, 핵심기술자 등과 같은 특정인을 목표로 한 테러리즘도 보복성 테러리즘을 

감행할 수도 있다.

둘째, 테러범, 테러조직, 제3세계 국가의 반군, 그리고 국제범죄조직 등의 연계 가

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그 이유는 현재 국제사회가 테러자금을 차단하거나 더욱 

차단할 방안을 모색하고 있기 때문에 마약, 무기 매 등의 불법적인 방법과 기업인, 

근로자 등을 상으로 한 경제적 목적의 준-테러리즘도 증가할 것이다.

셋째, 재래식 무기와 무차별무기뿐만 아니라 량살상무기를 활용한 테러리즘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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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왜냐하면 량살상무기는 테러자금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테러범과 테러조직에게 목적 달성을 위한 최고의 수단이기 때문이다.

넷째, 이슬람교권역에서의 테러리즘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견되고 있으

며, 정치 · 경제 · 사회적으로 열악한 제3세계 국가에서도 정치적 반군 · 무장단체에 

의한 경제적 목적의 준-테러리즘도 발생할 수 있다. 2001년 10월 7일과 2003년 3월 

20일 두 차례의 테러전쟁의 개시와 종료시점보다는 전후복구시기, 체제안정 모색

시기, 그리고 후세인의 체포와 처형을 전후하여 테러리즘이 급속히 증가하였다. 이

러한 현실을 감안하다면, 2011년 5월 1일 미국에 의해 오사마 빈 라덴이 처형된 시점

을 기점으로 하여 향후, 국제사회에서 테러리즘은 증가할 것이다.

다섯째, 한국도 국제사회에서 테러리즘의 직접적 피해국가인 것을 고려해 볼 때, 

테러리즘에 한 사후진압과 구제가 실질적으로 어렵다는 현실을 직시하여야 할 것

이다. 그리고 이러한 사실은 김○○ 납치 · 피살, ○○교회 자원봉사자 납치 · 피살 

등의 테러리즘을 통하여 충분히 확인할 수 있었다. 여기서 우리는 국제사회에서 발

생하고 있는 테러리즘에 한 사전예방에 한 논의도 중요하지만, 테러방지법과 객

관적이고 표준화된 테러관련 매뉴얼(manual) 등이 부재한 상태에서 국가가 해외진

출기업에서 근무하는 근로자와 기업인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할 수 있는 근거를 재조

명하고, 기업의 역할도 재점검할 필요성이 있다고 본다.

Ⅳ. 시사점 및 결론

한국의 해외진출기업을 상으로 한 국제테러리즘에 한 국가의 역할 핵심은 해

외진출기업을 위한 국가차원의 테러관련 위기관리 매뉴얼 개발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고, 기업의 역할은 진출한 기업의 여건에 적합한 사전 체크리스트(check list)의 

개발과 병행하여 안전관리 매뉴얼 개발에 주력하여야 할 것이다.

1. 국가의 역할

국가는 테러리즘으로부터 국가의 안전보장, 질서유지, 그리고 공공복리에 침해가 

발생할 경우에 이를 규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우리 헌법 전문도 사회적 불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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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파하고 국민의 안전과 자유 및 행복을 보장하며 밖으로는 세계평화와 인류 공영에 

이바지할 것을 선언하고 있다. 이러한 근거에 의할 경우, 테러리즘은 반국가적이고 

반사회적 행위로 국가질서에 반한다고 할 수 있다. 더욱이 한국 헌법의 기본원리인 

법치국가원리는 정의를 목표로 하기 때문에 정의에 반하는 테러리즘은 당연히 부정

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권영성, 2008: 16).

헌법재판소도 테러리즘을 명시적으로 정의하거나 이에 한 견해를 밝힌 적은 없

지만, 한국과 미국 상호간에 미군의 서울지역으로부터의 이전에 관한 협정 등에 관

한 헌법소원에서 “오늘날 전쟁과 테러리즘 또는 무력행위로부터 자유로워야 하는 

것은 인간의 존엄을 실현하고, 행복을 추구하기 위한 기본 전제가 되는 것이므로 

헌법 제10조와 제37조 제1항으로부터 평화적 생존권이라는 이름으로 이를 보호하는 

것이 필요하며, 그 기본 내용은 침략전쟁에 강제되지 않고 평화적 생존을 할 수 있도

록 국가에 요청할 수 있는 권리라고 볼 수 있다.”라고 하여 테러리즘으로 인한 한국 

국민의 기본권 침해에 하여 언급하고 있다(헌재 2006. 02. 23, 2005헌마268). 또한 

헌법 제2조 제2항에는 재외국민12)의 보호 의무를 규정하여 해외에서 거주하는 국민

의 자유, 권리, 생명을 보호하기 위하여 국가의 의무를 명문화하고 있다(배종인, 

2007: 159-164).

테러리즘과 관련하여 가장 쟁점이 되는 것은 국가의 안전보장이라고 할 수 있다. 

물론, 다양한 형태로 발생하고 있는 테러리즘은 국가의 안전보장뿐만 아니라 사회질

서를 파괴하고 국민의 자유와 생명 그리고 재산 등을 침해하는 범죄행위라는 사실에

는 재론의 여지가 없다. 그리고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테러리즘이 이제는 국가의 

안보시스템을 무력화시키거나 국가의 안전에 직접적인 위해를 가할 정도로 그 범위

가 확 되었고,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서 엄청난 피해를 가져오는 범죄가 되었기 

때문에 국가안전보장의 핵심으로 논의할 필요성이 있다. 국가에 있어서 안전보장은 

외부로부터 군사 · 비군사적 위협이나 침략을 억제함으로써 국가의 평화와 독립을 

수호하고 안전을 보장하는 행위를 의미한다(Robert H. Dorff, 1994: 23-31). 이는 국가

가 내적 질서를 유지하고 외부의 위협으로부터 국가를 수호하여 국가의 물적, 경제

적 가치를 보호하는 것이다. 국가의 안전보장은 국방이나 방위뿐만 아니라 포괄적으

로 해석하여야 하고, 비군사적인 정치 · 경제, 사회 등의 비군사적인 분야까지도 포괄

12) 여기서 재외국민(在外國民)이란 국외에 거주 ·체류 또는 여행하고 있으나 한국 국적을 유지하고 
있는 사람을 지칭한다; http://ko.wikipedia.org/wiki; 검색일 2011. 6. 28.



174 한국경호경비학회 - 제28호(2011)

하는 넓은 의미로 해석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통하여 국가는 해외진출기업에서 근

무하는 근로자와 기업인의 활동을 적극 보장 및 보호할 수 있는 테러 위기관리 

매뉴얼을 개발하여야 할 것이다.13) 

2. 기업의 역할

한국기업들은 세계시장의 단일화, 국내 경영여건의 악화, 정부의 세계화정책 추진 

등으로 인하여 기업의 해외진출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해외에 진출하는 

한국기업들은 선진국에 비하여 후발주자이기 때문에 진출국의 정치 · 경제 · 사회 ·

군사 등의 분야에 한 파악이 제 로 되지 않았고, 위협요인이라고 할 수 있는 범

죄, 테러리즘 등의 동향파악, 기업체의 방위체제, 기업인과 근로자의 안전 확보, 긴급 

상황 발생의 처방법 등을 강구하지 못하였다. 이는 해외에 진출한 한국기업이 현

재까지 경험하지 못한 새로운 경영전략과 과제에 직면하는 계기되었다(민승규, 1996: 

2-3). 해외진출기업을 상으로 한 테러리즘은 첫째, 예측이 곤란하기 때문에 사전예

방에 어려움이 있다. 둘째, 총기 · 박격포 · 로켓포와 같은 재래식 무기와 폭탄과 같은 

무차별 무기를 수반하기 때문에 즉각적인 응에 한계가 있다. 셋째, 해외진출기업

을 상으로 테러리즘이 발생한 경우, 테러범이나 테러조직은 언론매체를 통하여 그

들의 테러리즘 공격 사실을 공표함으로써 그 효과를 극 화하려고 하지만, 해외진출

기업들은 테러범의 일방적인 성명과 보도로 인하여 기업 및 제품 이미지의 손상과 

진출국가의 지역사회와의 관계 악화 등을 우려하려 소극적으로 처하고 있다.

한국에 비하여 상 적으로 해외에 먼저 진출한 외국기업들은 다음과 같은 위기관

리 매뉴얼을 개발하였다. 첫째, 전 세계에 생산거점이 있는 도요타(TOYOTA)자동차

는 근로자들을 해외에 파견하기 전에 위기관리 기본 교육을 일정시간 이수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해외파견근로자에게 배포하는 ‘위험예방’과 ‘긴급 상황 응’의 책자

를 통하여 해외에서 사건 · 사고 발생에 적극 응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둘째, 도시

바(TOSHIBA)는 세계 각 국가들의 정치 정세와 사건 정보 등을 전자메일(e-mail)을 

통하여 기업 내에 전달하여 주의(主義)를 환기(喚起)시키는 매뉴얼을 개발하였다. 또

13) 외교통상부는 해외의 안전정보를 다양한 형태로 제공하고 있고, 국가정보원은 테러리즘과 관련한 
대응매뉴얼을 작성 · 배포하고 있으며, 한국의 기업들도 자체적으로 위기와 관련한 매뉴얼을 마련
하였다. 그러나 실질적인 효과를 기대하기에 한계가 있다; 
http;//www.tiic.go.kr/service/guide/tour.do?method=pointList. 검색일 2011. 7.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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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해외진출기업 주재원용과 출장지용 안전 책매뉴얼을 준비하여 배포하고 있다. 

셋째, 듀폰(DUPONT)의 안전관리 매뉴얼은 단체여행의 경우에는 여러 비행기에 나

누어 탑승하고, 직원들은 가장 가까운 비상구를 기억하도록 교육하고, 세계 각 국가

의 자료를 취합하여 국가별 안전 등급에 한 기준을 마련하여 그에 따라 활동하도

록 하고 있으며, 직원들의 연락 및 보고는 전 세계적으로 연결된 전자메일(e-mail)을 

통하여 의사전달과 소통을 하고 있다. 또한 ‘실적보다는 안전이 중요하다’는 기업 좌

우명을 통하여 사고나 사건 발생에 불이익을 주고, 안전의식이 결여되는 직원은 리

더(leader)가 될 자격이 없다는 인사방침을 고수하고 있다. 넷째, 모토로라

(MOTOROLA)는 위험지역으로 출장을 갈 경우에는 별도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륙 본부별로 위험지역을 지정하여 상호 정보를 교환하고 있으며, 세계 주요 지역의 

안전도를 등급별로 구분하여 주의사항을 직원들에게 알려주고 있다. 또한 중동지역 

등에 출장을 갈 경우에 차량이나 여행용 가방 등에 회사명을 부착하지 못하도록 하

고, 해외출장이 많은 직원을 상으로 SOS프로그램에 강제로 가입하도록 하고 있다

(http://www.seri.org/_index_.html. 검색일 2011. 7. 9).

이와 같이 한국의 해외진출기업들도 진출국에 한 사전 정보를 통한 기업여건과 

환경을 고려하여 사전 체크리스트(check list)를 개발하고, 해외에 출장을 가거나 근

무하는 근로자들을 상으로 한 안전관리 교육을 의무화함으로써 해외에서 근무하

는 근로자들의 안전을 확보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해외진출기업들은 진출한 기업의 

현실에 맞는 안전관리 매뉴얼 등의 개발에도 주력하여야 할 것이다.



176 한국경호경비학회 - 제28호(2011)

참고문헌

1. 국내문헌

고영훈 (2008). 발리(Bali) 폭탄테러 사건의 경위와 여파. 대테러연구, 31호, 5-24.

국가정보원 (2006). 테러정세. 서울: 국가정보원.

국가정보원 (2007). 테러정세. 서울: 국가정보원.

국가정보원 (2008). 테러정세. 서울: 국가정보원.

국가정보원 (2009). 테러정세. 서울: 국가정보원.

권영성 (2008). 헌법학원론. 서울: 법문사. 

권정훈 (2009). 국제 테러리즘의 분석을 통한 전망에 한 함의. 한국테러학회보, 제2권 1호, 
112-141.

최진태 (1997). 테러, 테러리스트 & 테러리즘. 서울: 영문화사.

민승규 (1996). 해외진출기업의 위기관리. CEO Information, 53호, 1-20.

배종인 (2007). 국가의 재외국민보호 의무와 범위와 한계: 헌법 제2조상의 개외국민보호와 

국제법상의 외교적 · 영사적 보호. 법조, 615호, 144-181.

2. 국외문헌

Dorff, Robert H. (1994). A commentary on Security Studies for the 1990s as a Model Curriculum 
Core. International Studies Notes. 91(3), 23-31.

Francis, Sanuel T. (1981). The Soviet Strategy of terror, Washington D. C.: The Heritage Foundation.

National Counterterrorism Center. (2007), 2007 Report on terrorism, Washington D. C.: NCTC.

3. 기타

헌재 2006. 02. 23, 2005헌마268.

http://mf2.kr/. 검색일 2011. 6. 28.

http://www.nctc.gov/about_us/what_we_do.html/. 검색일 2011. 6. 28.

http://www.tiic.go.kr/index.do?method=list. 검색일 2011. 6. 28.

http://www.tiic.go.kr/service/info/map/maps.jsp. 검색일 2011. 6. 28.



한국을 대상으로 한 국제테러리즘의 분석과 시사점 177

http;//www.tiic.go.kr/service/guide/tour.do?method=pointList. 검색일 2011. 7. 3.

http://www.ytn.co.kr. 검색일 2011. 7. 14.

http://ko.wikipedia.org/wiki. 검색일 2011. 6. 28.

http://www.seri.org/_index_.html. 검색일 2011. 7. 9.



178 한국경호경비학회 - 제28호(2011)

【Abstract】

An Analysis of Terrorism against Korea to 
Overseas and its Implications

- Focusing on the companies advancing to overseas -

Chang, Suk Heon·Lee, Dae Sung

Korea has been a victim of State supporting terrorism by North Korea even 

before international society realize the terrorism threats because of 9.11 in 

US. However, state supporting terrorism against South Korea by North Korea 

went along with East/West Cold War System by US and the Soviet Union. It 

is because socialism that Kim Il-sung who established a separate government 

in North Korea with the political, economic, social and military support of the 

Soviet Union selected as his political ideology justifies terrorism as the tool 

to complete the proletariat revolution.

North Korea's state supporting terrorism is being operated systematically 

and efficiently by military of North Korea. It gives big worries to international 

society not only by performing terrorism against Korea but also by dispatching 

terrorists and exporting terrorism strategies to the third world countries. In 

this situation, terrorism against Korea has met a new transition point at 9·11 

in US.

As South Korea is confronting North Korea and the war has not ended but 

suspended, the alliance between US and Korea is more important than anything 

else. Because of this Korea decided to support the anti-terrorism wars against 

Afghanistan and Iraq of US and other western countries and send military force 

there. The preface of the anti-terrorism war has begun as such. On October 

7, 2001, US and UK started to attack Afghanistan and Taleban government 

in Afghanistan was dethroned on December 7, 2001. US and western countries 

started a war against Iraq on March 20, 2003. On April 9, 2003 Baghdad, the 

capital of Iraq fell, and Saddam Hussein al-Majid al-Awja government w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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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pelled.

During the process, the terrorism threat against South Korea has expanded 

to Arab terrorists and terrorism organizations as well as North Korea. 

Consequently, although Korean government, scholars and working level public 

servants made discussions and tried to seek countermeasures, the damages are 

extending. Accordingly, terrorism against Korean companies in overseas after 

9 ·11 were analyzed focusing on Nation, Region, Victimology, and Weapons 

used for the attacks.

Especially, the trend of terrorism against the Korean companies in overseas 

was discussed by classifying them chronologically such as initiation and 

termination of anti-terrorism wars against Afghanistan and Iraq, and from 

the execution of Iraqi President, Saddam Hussein al-Majid al-Awja to 

December 2010. Through this, possible terrorism incidents after the execution 

of Osama bin Laden, the leader of Al-Qaeda, on May 2, 2011 were projected 

and proposals were made for the countermeasures.

Key Words：Terrorism, Quasi-terrorism, Gierrilla Warfare, 

Counter-terrorism Policy, Anti-terrorism Ac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