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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국제사회에서 국제테러리즘의 위협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인데, 이러한 현상은 동북아시아 지역도 예외일 수는

없다. 1차적으로 동북아시아 국가들은 국제사회에서 정치․군사․외교 등의 다양한 분야에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기 때문에 국제테러리즘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고, 2차적으로 동북아시아 주요 국가들인 한국․중국․러시아․

일본 등은 그들만의 고유한 정치․종교․민족․문화 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생적 테러리즘이 발생했거나 발

생할 가능성도 있다. 이에 이 연구에서는 국제사회의 대(對)테러리즘 관련 지역별 7개 국제협약 내용에 관한 경향

을 분석하였는데,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테러리즘의 범행동기와 목적 둘째, 대(對)테러리즘 관련 협약의

내용 셋째, 테러리즘의 공격유형을 심리적 측면과 물리적 측면으로 구분 넷째, 테러리즘의 피해대상을 대인적 측

면과 대물적 측면으로 구분 다섯째, 테러리즘 피해자를 특정인(hard targets)과 불특정다수(soft targets)로 구분하

는 것 등을 주로 다루었다. 이에 근거하여 동북아시아 국가들도 대(對)테러리즘 관련 지역별 국제협약 체결을 신

중히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본다.

Suggestion on the Convention for Anti-Terrorism of North Eastern Asian

Countries: Focusing on Tendency Analysis of Regional International

Conven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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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threat of international terrorism has been increasing in international society. It could be no exception in north

eastern Asian countries. First, north eastern Asian countries have exercised influences on many areas in internationa

l society such as politics, military and diplomacy. So international terrorism could occur in the countries. Second, as

the north eastern Asian countries such as Korea, China, Russia and Japan have their own unique politics, religions, e

thnic group and culture, terrorism have happened or could happen in their own countries. In this research, it will ana

lyze the tendency of seven regional international conventions on anti-terrorism of international society. The result is

as follows. It dealt with the following issues. 1. Reason and purpose of terrorism, 2. Contents of conventions on anti

-terrorism, 3. Psychological and physical aspects of attacking types of terrorism, 4. Personal and physical aspects of

damage of terrorism, 5. Hard targets and soft targets of victims of terrorism. It could be necessary for the north eas

tern Asian countries to review regional international convention on anti-terrorism based on th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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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문제의 제기

국제사회에서 발생하고 있는 국제테러리즘은 9.11

테러리즘 이전(以前)과 이후(以後)로 구분하여 설명하

기도 한다. 실질적으로 미국 노스플로리다대학교(Uni

versity of North Florida) 파르베즈 아흐마드(Parvez

Ahmad) 교수의 분석에 의하면, 2001년 9월 11일 이

후에 미국은 대(對)테러전쟁으로 미군 6천 8백명이 사

망하고, 97만명이 부상당하였으며, 대(對)테러전쟁 예

산으로 4조 3천억 달러라는 천문학적 자금(資金)을 소

모하였다고 밝혔다. 또한 미국 랜드연구소(RAND Cor

poration)도 1991년 불과 7개였던 이슬람 급진주의 테

러단체가 2013년에는 그 7배가 넘는 49개로 증가하였

다는 보고서를 발표하였고, 테러단체에 가입하는 테러

범(terrorist)도 급격히 증가하여 그 인원이 유럽 국적

(國籍)의 3천명을 포함한 약 10만명 정도라고 추산(推

算)하고 있다[1].

영국 경제평화연구소(IEP)는 2013년 기준 전(全)세

계 테러리즘의 80%는 이라크․아프가니스탄․파키스

탄․나이지리아․시리아에서 발생하였지만, 단 1건도

발생하지 않은 국가는 55개에 이를 정도로 국제테러

리즘은 광범위한 지역에서 발생하고 있다는 보고서를

발표하였다. 또한 2000년대 초에는 아프가니스탄․인

도네시아․파키스탄․인도 등의 지역에 거점을 둔 테

러단체가 그 주변국을 대상으로 테러리즘을 자행하였

지만, 2010년 이후부터는 캐나다․영국․프랑스․호

주 등 미국과 우호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서방국가로

그 영역을 확대하고 있다[2].

동북아시아 지역도 국제테러리즘의 위협이 증가하

고 있는 추세에 있다. 러시아는 체젠 등에 의한 이슬

람 분리주의와 백인 우월주의자인 스킨헤드족에 의한

테러리즘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며, 중국은 신장위구

르자치구에서 위구르족에 의한 이슬람 민족․분리주

의 테러리즘이 증가하고 있다. 한국도 북한에 의한 국

가지원 테러리즘의 위협과 이슬람 극단주의에 의한

테러리즘 발생 가능성이 상존하고 있다[3][4]. 이러한

시점에 본 연구에서는 대(對)테러리즘 관련 지역별 국

제협약의 내용을 언어네트워크방법론을 활용하여 분

석하고자 한다. 이를 통하여 향후에 동북아시아에서

대(對)테러리즘 관련 지역협약을 체결할 경우에 우리

가 고려해야 할 사항들이 무엇인가를 검토하고자 한

다.

2. 분석의 틀

2.1. 분석의 대상

이 연구에서는 대(對)테러리즘과 관련한 지역별 국

제협약의 내용을 분석대상으로 하였다. 이러한 지역별

국제협약의 연혁과 구성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5].

첫째,『남아시아지역 협력연합의 테러리즘 억제에

관한 협약(SAARC　Regional Convention on Suppres

sion of Terrorism)』은 1987년 11월 4일 체결되었고,

회원국은 인도․파키스탄․방글라데시 등을 포함한 7

개국으로 구성되었다.

둘째,『테러리즘 대처에 관한 독립국가연합 협약(T

reaty on Cooperation among the States Members of

the Commonwealth of Independent States in Comba

ting Terrorism)』은 1999년 6월 4일 체결되었으며,

회원국은 구소련(USSR) 해체 이후의 러시아․카자흐

스탄․우즈베키스탄․우크라이나 등을 포함해서 11개

국으로 구성되었다.

셋째,『테러리즘 예방 및 처벌에 관한 미주기구 협

약(Convention to Prevent and Punish the Acts of T

errorism Taking the Form of Crimes against Perso

ns and Related Extortion that are of International Si

gnificance)』는 1971년 2월 2일 체결되었고, 회원국은

미국 등을 포함한 38개국으로 구성되었으며, 미국 워

싱턴에 본부를 두고 있다.

넷째,『테러리즘 억제에 관한 아랍 협약(The Arab

for the Suppression of Terrorism)』은 1998년 4월 2

2일 체결되었으며, 회원국은 아랍국가연맹(League of

Arab States)의 이집트․사우디아라비아․쿠웨이트․

요르단 등을 포함해서 22개국으로 구성되었다.

다섯째,『테러리즘 예방 및 대응에 관한 아프리카

단결기구 협약(OAU Convention on the Prevention a

nd Combating of Terrorism)』은 1999년 7월 14일

체결되었고, 회원국은 아프리카단결기구(the Organiza

tion of African Unity)의 잠비아․소말리아 등을 포

함한 53개국으로 구성되었으며, 에티오피아 아디스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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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바에 본부를 두고 있다.

여섯째,『테러리즘 억제를 위한 유럽 협약(Europea

n Convention on the Suppression of Terrorism)』은

1977년 1월 27일 체결되었으며, 회원국은 현재 EU연

합 대부분 국가로 구성되어 있다.

일곱째,『국제테러리즘 대처에 관한 이슬람회의기

구 협약(Convention of the Organization of the Islam

ic Conference on Combating International Terroris

m)』은 1969년 9월 25일 체결되었고, 회원국은 이슬

람회의기구(Organization of Islamic Cooperation)의 5

7개국으로 구성되었다.

2.2. 분석의 방법과 절차

언어네트워크분석(semantic network analysis)은

언어 상호 간의 상징적 연결구조와 의미론적 해석을

도모하는 연구방법론이다. 언어네트워크방법론은 내

용분석과 사회네트워크분석을 연계하는 것으로, 내용

분석을 통해 텍스트(text)에 출현한 단어의 빈도 등

개체적 속성을 파악함과 동시에 사회네트워크분석을

이용하여 텍스트에 함께 출현한 단어와의 관계적 속

성을 고찰하는 것을 말한다[6][7].

언어네트워크방법론은 KrKwic(Korean Key Word

s In Context) 프로그램과 NetMiner 프로그램을 병행

하고 있는데, KrKwic 프로그램은 네덜란드 암스테르

담대학교 Loet Leydesdorff교수가 개발한 Full Text

소프트웨어를 한국어 분석을 위해 재개발 것이고, Ne

tMiner 프로그램은 소셜(social) 네트워크(network)

분석을 위해 (주)사이람에서 개발한 소프트웨어(softw

are)를 의미한다. 전자(前者)는 다양한 형태의 메시지

에서 핵심어를 파악하고 선택한 후, 분석대상이 된 메

시지에 사용된 모든 단어를 확인하여 빈도분석을 하

는 것이고, 후자(後者)는 데이터의 변환, 네트워크분

석, 통계분석을 가능하게 한다. 이를 통하여 문서 내

에서 핵심어를 찾아내고, 단어들 간의 관계를 부호화

한 후, 연계된 단어들 간의 관계를 규명 및 결합하여,

특정한 의미를 부여하고, 재해석한다[8][9].

3. 대(對)테러리즘 관련 지역협의 분석

3.1. 남아시아지역 협력연합 협약 패턴분석

『남아시아지역 협력연합의 테러리즘 억제에 관한

협약』의 내용을 분석한 결과는 <그림 1> 및 <표 1>

과 같다. 첫째, 연결중심성이 높은 주제어 1순위는

“범죄”로 나타났고, “고의”, “동기” 등의 빈도가 높은

것으로 밝혀졌다. 둘째, 연결중심성이 높은 주제어 2

순위는 “범죄행위”로 도출되었고, “처벌”, “뉴욕협약”,

“몬트리올협약” 등의 빈도가 높았다. 셋째, 연결중심

성이 높은 주제어 3순위는 “협약”이었고, “규정”, “추

방”, “회원국” 등의 빈도가 높게 나타났다.

<그림 1> 남아시아지역 협약 연결중심성 분석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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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남아시아지역 협약 연결중심성 분석값

In-Degree
Centrality

Out-Degree
Centrality

범죄 0.793103 0.793103

범죄행위 0.551724 0.551724

협약 0.517241 0.517241

규정 0.344828 0.344828

추방 0.344828 0.344828

처벌 0.310345 0.310345

불법 0.275862 0.275862

납치 0.275862 0.275862

회원국 0.241379 0.241379

신체 0.241379 0.241379

3.2. 독립국가연합 협약 패턴분석

『테러리즘 대처에 관한 독립국가연합 협약』의 내

용을 분석한 결과는 <그림 2> 및 <표 2>와 같은데,

연결중심성이 높은 주제어는 “위해”로 밝혀졌고, “행

위”, “사람”, “생명”, “건강”, “핵”, “화학” 등의 빈도가

높은 것으로 도출되었다.

<그림 2> 독립국가연합 협약 연결중심성 분석결과

<표 2> 독립국가연합 협약 연결중심성 분석값

In-Degree
Centrality

Out-Degree
Centrality

위해 0.966667 0.966667

행위 0.7 0.7

사람 0.666667 0.666667

법 0.466667 0.466667

생명 0.466667 0.466667

건강 0.466667 0.466667

핵 0.433333 0.433333

화학 0.433333 0.433333

파괴 0.4 0.4

위협 0.4 0.4

3.3. 미주기구 협약 패턴분석

『테러리즘 예방 및 처벌에 관한 미주기구 협약』

의 내용을 분석한 결과는 <그림 3> 및 <표 3>과 같은

데, 연결중심성이 높은 주제어는 “회원국”이었고, “협

약”, “처벌”, “예방”, “협력”, “규정‘ 등의 빈도가 높은

것으로 밝혀졌다.

<그림 3> 미주기구 협약 연결중심성 분석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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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미주기구 협약 연결중심성 분석값

In-Degree
Centrality

Out-Degree
Centrality

행위 1 1

회원국 0.862069 0.862069

협약 0.827586 0.827586

처벌 0.827586 0.827586

예방 0.827586 0.827586

강요행위 0.758621 0.758621

규정 0.724138 0.724138

테러 0.724138 0.724138

협력 0.724138 0.724138

공격행위 0.689655 0.689655

국제법 0.689655 0.689655

납치 0.689655 0.689655

보호의무 0.689655 0.689655

3.4. 아랍 협약 패턴분석

『테러리즘 억제에 관한 아랍 협약』의 내용분석

결과는 <그림 4> 및 <표 4>와 같은데, 연결중심성이

높은 주제어는 “행위”, “목적”이었고, “협약”, “범죄”,

“규정” 등의 빈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4> 아랍 협약 연결중심성 분석결과

<표 4> 아랍 협약 연결중심성 분석값

In-Degree
Centrality

Out-Degree
Centrality

행위 0.862069 0.862069

목적 0.62069 0.62069

협약 0.517241 0.517241

범죄 0.517241 0.517241

테러 0.448276 0.448276

규정 0.413793 0.413793

처벌 0.37931 0.37931

자유 0.310345 0.310345

재산 0.310345 0.310345

회원국 0.275862 0.275862

항공기 0.275862 0.275862

국민 0.275862 0.275862

대상 0.275862 0.275862

3.5. 아프리카단결기구 협약 패턴분석

『테러리즘 예방 및 대응에 관한 아프리카단결기구

협약』의 내용을 분석한 결과는 <그림 5>와 <표 5>

와 같은데, 연결중심성이 높은 주제어는 “행위”이고,

“특정”, “사람”, “공모”, “강요”, “공갈” 등의 빈도가 높

은 것으로 도출되었다.

<그림 5> 아프리카단결기구 협약 연결중심성

분석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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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gree
Centrality

Out-Degree
Centrality

범죄행위 0.448276 0.448276

생명 0.37931 0.37931

폭탄 0.241379 0.241379

로켓트 0.241379 0.241379

사람 0.241379 0.241379

소포 0.241379 0.241379

수류탄 0.241379 0.241379

자동소총 0.241379 0.241379

범행동기 0.206897 0.206897

이유 0.206897 0.206897

정치적 0.206897 0.206897

<표 5> 아프리카단결기구 협약 연결중심성 분석값

In-Degree
Centrality

Out-Degree
Centrality

행위 0.62069 0.62069

자유 0.448276 0.448276

특정 0.413793 0.413793

원칙 0.413793 0.413793

사람 0.344828 0.344828

테러행위 0.344828 0.344828

공공 0.310345 0.310345

규정 0.275862 0.275862

국제법 0.241379 0.241379

대항 0.241379 0.241379

민족자결 0.241379 0.241379

3.6. 유럽 협약 패턴분석

『테러리즘 억제를 위한 유럽 협약』의 내용분석의

결과는 <그림 6> 및 <표 6>과 같다. 첫째, 연결중심

성이 높은 주제어 1순위는 “범죄행위”로 나타났고,

“정치적”, “이유”, “범행동기” 등의 빈도가 높았다. 둘

째, 연결중심성이 높은 주제어 2순위는 “생명”이고,

“보호인물”, “외교관”, “소포”, “폭탄”, “로켓트”, “수류

탄” 등의 빈도가 높은 것으로 도출되었다.

<그림 6> 유럽 협약 연결중심성 분석결과

<표 6> 유럽 협약 연결중심성 분석값

3.7. 이슬람회의기구 협약 패턴분석

『국제테러리즘 대처에 관한 이슬람회의기구 협

약』의 내용의 분석결과는 <그림 7> 및 <표 7>과

같다. 첫째, 연결중심성이 높은 주제어 1순위는 “테

러”이고, “범죄행위”, “개인”, “계획”, “시설물”, “항공

기” 등의 빈도가 높게 도출되었다. 둘째, 연결중심성

이 높은 주제어 2순위는 “안전”으로 나타났고, “폭력

행위”, “사람”, “공공”, “협박”, “공항” 등의 빈도가 높

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7> 이슬람회의기구 협약 연결중심성 분석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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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 이슬람회의기구 협약 연결중심성 분석값

In-Degree
Centrality

Out-Degree
Centrality

행위 0.758621 0.758621

테러 0.655172 0.655172

안전 0.62069 0.62069

협약 0.551724 0.551724

폭력행위 0.448276 0.448276

협박 0.448276 0.448276

억제 0.413793 0.413793

규정 0.413793 0.413793

목적 0.37931 0.37931

불법행위 0.344828 0.344828

시설물 0.344828 0.344828

자행 0.344828 0.344828

테러범죄 0.344828 0.344828

4. 결 론

국제사회에서 국제테러리즘의 위협이 증가하고 있

는 추세인데, 이러한 현상은 동북아시아도 예외일 수

없다. 왜냐하면 동북아시아 국가들은 1차적으로 국제

사회에서 정치․외교․경제․군사 등 다양한 분야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기 때문에 국제테러리즘이 발생

할 가능성이 있고, 2차적으로 동북아시아의 주요 국가

들인 한국․중국․러시아․일본 등은 그들만의 고유

한 정치․경제․민족․종교․문화 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생적으로 테러리즘이 발생했거나 발생할 가

능성이 있다.

이에 이 연구에서는 대(對)테러리즘 관련 지역별

국제협약의 내용을 분석하였는데, 그 결과에 대한 평

가는 다음과 같다.

첫째,『남아시아지역 협력연합의 테러리즘 억제에

관한 협약(SAARC　Regional Convention on Suppres

sion of Terrorism)』은 ⅰ) 테러리즘(terrorism)의 범

행 동기(動機)와 고의(故意) 유무, ⅱ) 테러리즘에 관

한 협약의 주요내용과 테러리즘 범죄행위 등에 대한

처벌에 초점이 맞추어졌다.

둘째,『테러리즘 대처에 관한 독립국가연합 협약(T

reaty on Cooperation among the States Members of

the Commonwealth of Independent States in Comba

ting Terrorism)』은 ⅰ) 테러리즘의 위해(危害) 대상

을 대인(對人)과 대물(對物)로 구분, ⅱ) 테러리즘의

공격유형으로 심리적(心理的) 측면의 공포와 위협을,

물리적(物理的) 측면의 화학․생물무기․방사능물질

및 핵무기(CBRN: chemical․biological․radiologica

l․nuclear) 등을 규정하였다.

셋째,『테러리즘 예방 및 처벌에 관한 미주기구 협

약(Convention to Prevent and Punish the Acts of T

errorism Taking the Form of Crimes against Perso

ns and Related Extortion that are of International Si

gnificance)』는 ⅰ) 회원국들이 테러리즘에 대응하기

위해서 협약의 내용으로 어떠한 조항을 신설하거나

규정할 것인가, ⅱ) 테러리즘의 예방과 처벌을 위한

협력방안 등을 주로 다루었다.

넷째,『테러리즘 억제에 관한 아랍 협약(The Arab

for the Suppression of Terrorism)』은 테러리즘의

목적과 행위에 초점을 두었고, 이를 이행하기 위해 다

양한 국제협약의 내용 등을 포괄적으로 규정하였다.

다섯째,『테러리즘 예방 및 대응에 관한 아프리카

단결기구 협약(OAU Convention on the Prevention a

nd Combating of Terrorism)』은 ⅰ) 테러리즘의 행

위와 대상, ⅱ) 테러리즘 피해자를 특정인(hard target

s)과 불특정다수(soft targets)로 구분, ⅲ) 테러리즘

행위에 대한 작위(作爲)와 부작위(不作爲) 등을 중점

적으로 다루었다.

여섯째,『테러리즘 억제를 위한 유럽 협약(Europea

n Convention on the Suppression of Terrorism)』은

ⅰ) 테러리즘 행위의 동기(動機)와 이유(理由), ⅱ) 테

러리즘 피해자와 공격유형을 구체적으로 나열하였다.

일곱째,『국제테러리즘 대처에 관한 이슬람회의기

구 협약(Convention of the Organization of the Islam

ic Conference on Combating International Terroris

m)』은 ⅰ) 테러리즘 개념을 명시하였고, ⅱ) 테러범

죄(terrorist offence) 유형으로 12개 국제협약의 내용

등을 포함시켰다.

이를 통하여 다음과 같은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동북아시아 국가들

도 국제테러리즘 또는 자국(自國)의 문제로 인한 자생

적 테러리즘이 발생했거나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이

러한 측면을 고려한다면, 동북아시아 국가들도 비(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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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 자소개 ]

인도적이고 반(反)인륜적인 테러리즘에 공동으로 대

처하기 위해서는 대(對)테러리즘 관련 국제협약의 체

결을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둘째, 가칭『국제테러리즘 공동대처를 위한 동북아

시아 협약』이 체결된다면 다음과 같은 쟁점들을 고

려해야 할 것이다. 우선, 일반범죄와 테러리즘을 구분

하기 위해서는 범행동기와 목적에 대한 논의가 있어

야 하고, 대(對)테러리즘 협약 내용의 범위를 어디까

지 할 것인가 즉, 각종 국제협약의 내용과 화학․생물

무기․방사능물질 및 핵무기(CBRN: chemical․biolo

gical․radiological․nuclear) 및 사이버(Cyber) 테러

리즘 등을 포함시킬 것인가 등을 고민(苦悶)하여야 할

것이다.

다음으로, 테러리즘의 공격유형을 심리(心理)적 측

면의 위협(威脅)․협박(脅迫) 등과 물리(物理)적 측면

의 살인(殺人)․납치(拉致) 등에 대한 검토가 있어야

하고, 테러리즘 피해대상을 대인(對人)적 측면과 대물

(對物)적 측면으로 이원화하는 것을 논의하여야 하며,

테러리즘 피해자를 특정인(hard targets)과 불특정다

수(soft targets)로 구분하는 등에 관한 사안들을 논의

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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