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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요약]
9ㆍ11 이후 세계 곳곳에 발생하는 뉴테러리즘에 대응하기
위해 주요 선진국들은 강력한 대응체계를 구축하였다. 미국
은 테러와 관련 된 법(안)을 단계별로 입법화 하여 법/제도/
조직 등을 신설하였다. 반면에 국내 테러대응체계는 테러방
지법(안)의 부재, 뉴테러리즘에 대응할 수 있는 컨트롤타워
의 부재 등 총체적인 문제점을 안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국내 테러대응체계가 안고 있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테러에 대한 재난관리 정책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기존의
국내테러대응체계에 대하여 제시된 정책적 방안에 대한 이
론적 논의를 프로그램모형을 적용하여 가시화하여 살펴보
았다.
프로그램논리모형이란 해결하려는 문제들 간의 논리적인
관계들을 기술하는 다이어그램으로서, 프로그램 구성 요소
간에 어떤(What)구성요소가 있고, 구성요소간의 상호작용 어
떻게(How)이루어지며, 의도한 결과를 미래지향적으로 산출
해내는지에 대한 예측기법이다.
프로그램논리모형분석결과 도출된 대응전략은 테러방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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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과 컨트롤 조직신설에 있다. 또한 이를 통해 의도된 결
과와 산출에 요소간의 연결성 있으며, 단ㆍ장기적인 측면에
서 나타날 수 있는 파급 효과가 다양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국내 테러대응정책의 최우선 전략은 테러방지법
(안)의 입법화와 컨트롤타워조직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조직
신설 및 내부 조직의 강화방안을 마련하는 것이다. 이에 제
시할 수 있는 대안으로는 국민안전처의 역할론에 대한 논의
가 필요하다.

주 제 어 : 뉴테러리즘, 테러대응체계, 테러대응법(안), 컨
트롤타워, 프로그램논리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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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최근 재난유형의 특징은 자연ㆍ인적ㆍ사회적 재난이 개별적으로 나타나
기 보다는 복합적이고 대규모적인 방향으로 발전하고 있으며, 재난관리는
미래형 패러다임의 전환을 요구하고 있다. (이재은ㆍ이우권, 2014: 19). 향
후 미래재난관리는 복합재난을 정확하게 예측하고, 효율적인 예방을 통해
대응할 수 있도록 사회방재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며, 이에 세계 각국은
국가위기 및 재난관리시스템을 발전시키려고 노력하고 있다(이재은 외,
2005: 53-54).
다양한 복합재난 중 테러는 인적재난과는 유사하나 복합적인 성격으로
인해 통제범위가 매우 탄력적이고, 자연재난과 결합하면, 국가안보의 위기
가 발생하는 희한한(novel)현상 등이 발생한다(Berrebi & Ostwald, 2011).
국내에서도 북한의 도발, 국제테러리스트 단체에 의한 테러, 자생적 테러
등 현재 사회에서 발생하는 뉴테러리즘의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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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어 지고 있다(박동균, 2009: 81).
반면에 국내 대테러업무는 대통령 훈령인『국가대테러활동지침』에 따
라 실질적으로 수행되고 있으며(정육상, 2009: 283), 재난관리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및 『국가위기관리기본지침』에 의해 작성된 표준매뉴
얼에 따라 재난관리 단계별 절차가 마련되어 있다. 지침 및 단순 재난관리
체계는 국내테러대응정책에 있어 대테러에 대한 국민적 인식의 미비, 테러
방지법(안)의 부재, 테러대응을 위한 신속한 위기관리시스템의 부재 그리
고 조직 간의 정보공유체제가 제대로 구축되어 있지 않는 총체적인 문제점
으로 나타나고 있다. 국가별 차이는 있으나, 전 세계적으로 테러리즘에 대
한 국민적 공감대의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으며(박동균, 2009), 국가위기 및
재난관리차원에서 대응하는 포괄적 위기관리시스템을 구축할 필요성이 요

창용, 2005: 203-204).
더불어 2014년 4월 16일 세월호 사고 이후 국내 정부에서도 국가위기 및
재난관리시스템의 총체적인 문제점에 대해 진단하게 되었으며, 복합재난에
대응하고자 위기 및 재난관리대응체계를 재구축하게 되었다. 정부에서는
모든 재난 유형에 대응하기 위해 지휘체계를 일원화하여, 현장중심으로 대
응할 수 있는 체제를 위해 국민안전처를 신설하게 되었다(이선우, 2014).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전 세계적인 복합재난에 따른 대응체계의 변화와
뉴테러리즘의 빈번한 발생, 국내 위기 및 재난관리에 대응하기 위한 국민
안전처의 신설 등에 대하여 이론적 검토를 통해 향후 복합재난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적 방향을 모색하고자 한다.
구되어지고 있다.(이

이에 본 연구는 이론과 실제를 균형 있게 논의할 수 있는 프로그램논리

p g m logic model)을 적용하여 본 연구를 진행하고자 한다. 본 연
구에서는 대표적인 프로그램논리모형을 개발한 W.K.Kellogg Foundation
의 이론, 행위, 산출 접근방법의 논리모형을 재구성하여 적용하였다. 프로
모형( ro ra

그램논리모형을 통해서 테러의 위기 및 재난관리사이의 프로그램과 각각

악하여, 전략과 목표사이의 자원, 행위,
결과, 단ㆍ장기효과 등의 인과관계 고리를 구성한 후 그 근거를 제시하고
의 세부 요소사이의 인과관계를 파

향후 테러대응정책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따라서 본 연구의 절차는 우선 미국의 뉴테러리즘 대응을 위한 입법현

황, 조직, 정책방향등에 대하여 국내와 비교논의 후 국내 테러 대응전략에
대한 선행연구 검토를 하였다. 그 다음으로 프로그램 이론과 논리모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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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방법론적 논의를 통해 본 연구의 적절성 및 적합성에 대하여

검증 한

음 테러대응정책방향을 프로그램논리모형 적용하여 정책방향에 대한 인
과관계 대해 시각적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분석결과를 바탕으
로 국내 미래지향적인 테러대응정책에 대한 방향설정 및 정책적 제언을 하
다

고자 한다.

Ⅱ. 이론적 논의
1. 미국과 국내 테러 대응체계 비교
같은 복합재난은 치밀한 계획 또는 우발적 동기에 의해 이
루어지기 때문에 예측이 매우 어렵고, 고의적이고 의도적이기 때문에 재난
관리의 예방단계가 매우 중요할 수밖에 없으며, 무엇보다 정부의 위기관리
체계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정지범 편저, 2009: 504-505).
1990년대 이전까지 테러리즘은 인류의 역사와 그 맥을 같이하는 정치사
적 문제였으나(최진태, 2006: 29), 90년대 이후 나타난 뉴테러리즘은 정치적
인 목적이 희미해지고, 특별한 요구 조건 없이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무
뉴테러리즘과

차별 테러를 자행하는 현상이 세계 곳곳에 발생되고 있다. 세계 곳곳에서

명 및 재산피해가 급증하고 있으며, 의지에 따라 전 세계 어느
곳에서 자행될 수 있다(장기붕, 2008 : 83). 뉴테러리즘은 더 이상 군사적으
로 대응하는 것은 불가능하며(이창용, 2005: 204), 주요 선진국들은 기존 테
는 대규모 인

러대응시스템으로는 뉴테러리즘에 대해 국가 안전 및 위기관리에 대한 예

었다(Heymann, 2003). 9ㆍ
11테러(미국 뉴욕, 2011년), 마드리드 열차테러(스페인, 2004년 3월 11일),
런던폭탄테러(영국, 2005년) 등은 전 세계적으로 테러리즘에 대한 인식변
화에 커다란 영향을 미쳤다. 9ㆍ11테러 이후 미국은 테러에 대한 안전한
국가가 아님을 인식하게 되었으며, 재난 및 위기관리 등에 대한 경각심과
동시에 자국 내 재난관리의 예방 및 대비 등 정책적 실패와 안전취약점발
견, 자국 내 거주하는 외국인의 관리 체제 문제점, 테러집단의 비윤리적 행
위 및 무기 사용 등에 관한 정보기관의 정보수집실패 등을 사사하면서
방 또는 대응에 한계가 있다는 것을 인식하게 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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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mann, 2001: 24-26) 범국가적 차원에서 대응정책과 관련하여 전략
적이고 혁신적인 위기 및 재난관리체계를 모색하게 되었다.
미국은 뉴테러리즘에 대한 인식변화와 테러방지법 및 관련 법(안), 제도,
조직, 정책 및 프로그램 등 각 부처 및 유관기관 등의 협의를 통해 수정ㆍ
보완하여 새로운 체제를 구축하게 되었다. 법적인 측면에서 『테러차단및
방비에필요한적절한수단의제공에의한미국통합강화법:애국법(Uniting and
Strengthen America by Providing Appropriate Tools Required to
Intercept and Obstruct Terrorism Act 2000 : PATRIOT ACT 2000)』,
『국토안보법(Homeland Security Act of 2005)』, 『정보개혁 및 테러방지
법(Intelligence Reform and Terrorism Prevention Act of 2005)』 등 단계
별로 기존 법을 통합하거나 새로운 법안을 입법화하였다. 조직적인 면에서
는 『국토안보법』 및 『정보개혁 및 테러방지법』에 의해 국토안보부
(Department of Homeland Security)와 국가정보국(Direct of National
Intelligence), 국가반테러센터(National Counterterrorism Center)를 신설하
였다. 미국의 재난 및 위기관리 체계 변화가 주는 시사점은 테러를 복합ㆍ
(Heh

사회적 재난으로서 미래형 재난으로 인식하였으며, 테러에 관하여 총체적

인 관리를 통해 위기 및 재난관리에 있어 예방적 차원에서 다루어질 필요
성이 대

두되어 졌기 때문이다.

m
극적이고
머물러 있으며, 위기 및 재난관리까지 이
르지는 못하고 있다. 국내 대테러 관련 규정을 살펴보면 법적으로 명시된
규정은 없다. 단지 테러대응에 대한 절차는 『국가대테러활동지침(대통령
훈령 제292호)』에 규정되어있고 그 외 필요한 법률은 개별법으로 마련되
반면에 국내 테러리즘(terroris )에 대한 대응체계는 매우 소

특수하면서, 전통적 안보 수준에

어 있다. 테러재난단계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과 『국가위기관리
기본지침(대통령 훈령 제285호)』을 근

거로 하고 있으며, 구체적이 처벌 및

수사권 등에 대해서는 형사법 등 개별법에 의한다. 결과적으로 국내 대테
러관련 대응체계는 『국가위기관리기본지침(대통령훈령 제285호)』, 『국
가대테러활동지침(대통령훈령 제292호)』,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등

거로 하여 제도화되고 있다. 『국가대테러활동지침(대통령훈령 제292
호)』에서는 총칙, 테러대책기구, 테러사건대응기구, 예방․대비 및 대응활
동, 관계기관별 임무 등과 관련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지침에서 테러의
정의는 “살해․납치, 인질억류․감금, 시설․장비의 폭파, 항공기의 납치․
을 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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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 운항 중인 항공기 파괴, 공항 내 불법적 폭력행위, 선박 또는 항해시
설의 파괴, 해저에 고정된 플랫폼의 파괴, 핵물질 등을 이용한 절도․강탈
및 인명사살, 테러자금 등” 국제협약을 중심으로 범위를 한정하고 있다.
대테러활동에 대한 기본체제는 테러관련 정보의 수집, 테러혐의자 관리,
테러수단의 안전관리, 시설․장비의 보호, 국제행사의 안전 확보, 테러예
방․대비와 대응의 제반활동을 규정하고 있다. 효율적인 업무를 위해 범국
가적인 종합대책을 수립하고 지휘 및 협조체계를 단일화을 명시하고 있으
며, 테러로 인한 각종피해의 복구와 구조 활동 등 사후처리는 『재난 및 안
전관리 기본법』등 관계법령에서 정한 체계와 절차에 따라 수행을 원칙으
점

로 하고 있다.

2. 국내 테러대응체계에 관한 선행연구검토
뉴테러리즘, 대응전략, 위기 및 재난관리 등과
지고 있는 국내문

같은 맥락에서 연구되어

헌연구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박동균(2009)은 세계적인 테러리즘의 동향에 따라 한국에서도 뉴테러리
즘에 대한 발생가능성을

두고 북한테러리즘, 국제테러리스트 단체에 의한

테러리즘, 자생적 테러리즘이 발생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예측하고 있
다. 이에 국내 대비전략으로 테러방지법제정, 시민자율 안전확보를 위한 민

립

방위제도의 활용, 테러에 신속한 위기관리 시스템의 확 , 테러관련 정보의

버 테러에 대한 철저한 대비 등의 전략을 제시하였다(박동균,

공유와 사이

7

2009: 8 -101).

박준석(2009)은 뉴테러리즘에 대한 이론적 논의와 각국 대테러 조직 현

황을 파악하고, 국내 대테러 대응전략과 비교하여 대응방안과 전략을 제시
하였다. 뉴테러리즘에 대한 대국민 홍보, 인식변화, 대테러 정보조직체계확
립화, 대테러 관계법령의 제정 등을 제시하였다(박준석, 2009: 97-115).
곽영길(2009)은 뉴테러리즘 개념, 발생원인, 유형 등을 분석하였으며, 국
내 대응실태를 분석하여 그 문제점을 도출하였다. 문제점으로 테러방지법
단일법령의 부재, 대테러전문인력 부족, 대테러 전담 통합기관 부존, 테러
방지를 위한 국제협력관계 미흡 등을 제시하면서, 테러방지법의 필요성, 대
테러전문 인력양성, 포괄적인 대테러 전담통합기관 마련, 테러방지를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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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ㆍ외적 공조체계 강화 등의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35-50).
정육상(2014)은 최근 테러 양상의

곽영길,

41

2009:

변화와 전망에 대한 변화와 예측을 통

해 발생 가능성에 대한 논의 후 한국의 대응체제와 법적, 조직적, 기능적
측면에서 문제점을 제시하였다. 또한 미국과

영국의 대응체제와 시사점을

도출 한 후 우리나라의 테러대응체제 개선방안으로 대테러 관계법령 정비,

학 테러 대비 조직설치, 사이버테러 대응체제 보
완, 다문화 구성원 및 소회계층 지원체계 구축, 민ㆍ관 협력체제 강화 등을
대테러 업무통합 및 생화

제시하였다(정육상, 2014: 139-155).

교

주요 연구절차는 국가 간, 국내 비 연구를 통한 질적 연구가 주를 이루

종

경각심, 특히 인식의 변화를 요구하고 있으며,
주로 제기 되는 대응전략으로서 테러에 대한 단일법령, 조직신설, 전문 인
고 있으며, 신 테러에 대한

력 등에 대한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3. 논리모형, 프로그램이론과 프로그램논리모형
1) 개념 및 유형화

람들이 그 프로
그램에 내포시켜 놓은 실증적이고 규범적인 가정들을 포함한다고 정의하
고 있다(에버트비둥, 1995: 197). 그리고 논리모형은 프로그램이론을 표현
할 수 있는 통합적인 연구 분석 틀로서 잠재성이 매우 크며, 프로그램 요소
와 기능사이의 관계를 가장 단순하게 산출하여 그림으로 묘사할 수 있다.
또한 행위(activities)와 산출(outcomes)사이에서 행위에 대하여 수집된 자
료, 자료의 조직화 등을 통해 통합적 연구 틀 내에서 다양한 방법과 자료를
통해 해석이 가능하며(Leslie J. Cooksy et al, 2001: 119-121). 통제 가능한
활동(activities)의 일련을 통해 현상을 발생시키거나 발생하지 않은 현상을
설명할 수 있도록 인과적 연쇄로 구성된다(Millar., et al, 2001: 73-74).
일반적으로 프로그램이론은 프로그램이 어떻게 작동하여 의도한 결과를
창출하는지를 가정하는 것이며(Bickman, 1987; Chen, 1990; Donaldson,
프로그램이론이란 정책이론을 프로그램으로 구성하는 사

2003), 논리모형은 이러한 프로그램이론을 시각적으로 표현하는 방법이 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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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 KelloggFoundation, 2004; 김동립ㆍ이삼열, 2011: 270). 즉 논리모
형은 확인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프로그램이 어떻게 실행되어야 하는
가를 보여주는 일종의 도해(Bickman, 1987)로, 주어진 상황에 대응하기 위
한 프로그램, 기획(initiative) 또는 개입(intervention)의 근본적인 논리를
단순화된 도해(graphic display)라고 할 수 있다(Cato et al., 1998; Renger
& Ticomb, 2002; 최영출, 2011: 15). 따라서 프로그램논리모형은 프로그램
다(W.

이론에 입각하여 프로그램 요소들과 프로그램이 해결하려는 문제들 간의
논리적 관계들을 기술하는 다이어그램이면서

텍스트(노화준, 2007)이자 프

로그램의 구성요소들이 어떻게 상호작용하고 있는지, 구성요소들이 어떻게

종결과들(outcomes)을

의도한 최

P

산출해내는지 등을 보여 준다( oster,

더불어 Frechtling(2007)은 프로그램논리
모델을 만드는 과정은 시스템적 사고(systemic thinking)에 의해 구체화 된
다고 설명하면서, 시스템사고(systemic thinking)에 근거하여 재구성하여
보면, 프로그램이 기대하는 결과를 산출하기 위한 구성요소들이 무엇이고,
이들이 바라는 결과를 어떻게 산출해내는지를 프로그램설계 논리에 따라
표현한 것으로써 그 과정과 목적을 정당화하려는 의도를 지니고 있다. 즉
프로그램논리모형은 프로그램의 기본논리인 프로그램이론에 근거하여 투
입(inputs), 활동(activities), 산출(outputs)이 결과(outcomes)를 가져오도록
작동되는 일련의 연속적인 인과관계(연계성 : connection)를 나타내는 상징
적인 도구로 볼 수 있다(전준구, 2013: 159-171).
김동립ㆍ이삼열(2011)은 프로그램논리모형을 표현내용과 방식의 준거기
준에 따라 <표 1>과 같이 4가지로 유형화 하였으면, 각 각의 유형의 특징
과 함의를 밝혔다.
미시와 거시로 분류하는 기준은 프로그램의 복수성의 유무에 의해 정해
진다. 즉 단일 프로그램 내에 대한 요소들의 과정과 인과성에 대한 것인가,
혹은 다수의 프로그램 간 주요 기제, 변화, 맥락을 이해하는 가에 따라 거
2003: 노민선ㆍ이희수, 2012: 203).

시와 미시로 구분한다.

즉 자원, 행위 산출, 결과 등과 같
은 어떤 순서나 절차 등에 의한 것인가 혹은 프로그램 요소를 도출하는 환
경의 복잡성, 불특정한 형태로 인해 인과관계의 연쇄과정이 비선형적인 형
태를 나타는가에 따라 구분한다(김동립ㆍ이삼열, 2011: 283-287).
정형과 비정형은 프로그램의 과정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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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프로그램논리모형의 유형화
구 분

거시

내용
ㆍ출처 :

미시

방식
정형적모형

비정형적모형

제1유형

제3유형

제2유형

제4유형

김동립ㆍ이삼열(2011:287)

거시ㆍ정형적모형)은 복수의 프로그램이 존재하며, 거시적인 관
점에서 주요기제, 전략의 변화, 맥락적 기술에 의해 프로그램 간 선형적인
경로 등을 통해 나타는 유형을 말한다.
제2유형(미시ㆍ정형적모형)은 단일 프로그램 내 세부적인 요소간의 인과
관계가 선형적인 경로 등을 통해 나타나는 유형을 말한다.
제3유형(거시ㆍ비정형적모형)은 복수의 프로그램이 존재하며, 거시적인
관점에서 주요기제, 전략의 변화, 맥락적 기술에 의해 프로그램 간 복잡하
고 불특정한 환경에 의해 그 관계가 비정형적인 형태로 기술이 가능한 유
형을 말한다.
제4유형(미시ㆍ비정형적모형)은 단일 프로그램 내 세부적인 요소간의 인
과관계가 불특정하고, 현실적으로 복잡한 형태로 비정형적인 형태로 기술
이 가능한 유형을 말한다.
본 연구에서 적용되는 W.K.Kellog Foundation의 접근방법은 제1유형의
형태에 가장 유사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논리모델이 프로그램이론
의 효용과 다양한 방법론적 디자인으로부터 상당한 시야를 제공되지만, 접
근성에 있어 단점을 제공할 수 도 있다. 다시 말하자면, 논리모델은 프로그
램 계획에 따라 견고해 질 수 있으나, 결국 새로운 정보에 대한 프로그램에
대한 대응에는 한계를 보일 수 있다(Weiss, 1997;Leslie J. Cooksy et
제1유형(

al,2001: 121).

2) 프로그램논리모형의 구성요소 및 접근법

p g m logic model)은 어느 한 조
직에서 연구하고자 하는 프로그램의 기본적인 이론과 상정(assumption :
想定) 을 어떻게 묘사할 것인가에 대하여 정의 할 수 있다. 다시 말하면,
논리모형 중에서 프로그램논리모형( ro ra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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델(program logic model)은 프로그램의 이론적 상정
(theoretical assumption : 想定), 원리(principal), 행위(activities), 과정
(process) 등에서 나올 수 있도록 프로그램이 의도하고자 했던 산출
(intended outcome)사이를 연결하는 것이다(W.K.KELLOGG FOUNDATION,
프로그램논리모

2004).

델의 구성요소들은 다양하게 제시되고 있
다. Mayeske(1999)은 구성요소를 상황(situation), 환경(environment), 투입
(inputs), 행위(activities), 산출(outputs), 성과(outcomes)등으로 제시하는
반면 다른 연구자들은 상황(situation), 투입(inputs), 활동(activities), 산출
(outputs), 성과(outcomes) 등으로 혹은 문제정의, 투입(inputs), 활동
(activities), 산출(outputs), 성과(outcomes)등으로 구분하는 경우도 있다
(최영출, 2011: 20). 따라서 프로그램논리모델을 구성할 때 구성요소간의 차
이는 발생하나 기본적인 틀에서 유동성 있게 응용이 가능하다.
프로그램논리모델의 구성요소의 기본 틀은 전략(Strategies)과 결과
(Result)사이에서 시작된다. 전략(Strategies)은 의도했던 결과(intended
result)를 확증할 수 있는 최적행위의 선택을 반영한다. 조직이 착수하는
특정행위에 대한 현재의 결과와 의도했던 결과(intended result)사이의 일
관성을 유지할 수 있게 종합적인 계획을 제시한다. 반면에 결과(Result)는
전략의 효과를 장기적(long term)으로 투영한다(Knowlton & Phillips,
2012). 전략(Strategies)과 결과(result)사이를 연결하는 구체적인 요소는 상
정(assumption : 想定), 자원(resource), 행위(activities), 산출(outputs), 효
과(impact) 등으로 구성 된다.
상정(assumption :想定)은 다양한 전략(strategy)을 도출하기 위한 첫 단
계로서 문제인식(problem issue)과 현상(phenomenon), 유도하고자 하는
결과(desired result), 영향요인(Influential factor) 등으로 구성된다. 여기에
서 전략 및 상정(assumption :想定)을 도출하는 과정은 순차적 방식이 아
니라 문제인식(Problem or Issues)과 현상사이에서 연구자가 의도하고자하
는 결과(Intended result)를 설정한 후 이런 사건을 발생시키는 영향요인
연구자에 따라 프로그램논리모

2)

1) 어떤 정황을 가정적으로 생각하여 단정함
2) 프로그램이론은 사회과학이론에 근거하여, 기술적이론보다 처방적이론의 중요성을 강
조하면서(Chen, 1990), Renger & Titcomb(2002)은 논리모형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사회적 문제의 원인(선행조건)을 파악하는데 있어 기존 이론 연구 및 관련 전문가의
의견에 근거할 것을 권장하고 있다(김동립ㆍ이삼열, 2011 : 2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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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문제 및 이슈(Problem or Issues)를 통해 설정된 이론과 ②현 상
태의 사건과 비교하여 ③종합적으로 의도하고자 하는 결과(Intended
Result)를 예측한다. 그 이후 종합적인 검토를 통해 문제의 원인을 분석하
여 ④영향요인(Influential factors)을 제시한 다음 영향요인을 통제할 수
있고 동시에 의도하고자 하는 결과를 도출할 수 있는 ⑤전략을 설정한다.
마지막으로 종합적이고 포괄적인 계획을 구체화 시킬 수 있는 상정
(assumption :想定)을 이끌어내면 첫 단계는 종료된다.
다음 단계는 이론(Theory), 산출(Outcomes), 행위(Activities)등에 초점
을 두고 접근하는 방식으로, 각각 접근방식에 따라 내용이 구체화되고 전
략적 라인이 구성된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우선 이론접근방식(Theory
Approach Models)은 프로그램의 특징이 아닌 포괄적이 개념을 함유하는
방식으로서, 상정(assumption :想定)과정을 통해 도출된 전략과 각 구성별
요소, 프로그램의 프로세서(process)에 중점을 둔다. 이를 테면 프로그램이
제시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이며(What), 어떤 것을(How) 기대하고 있는 가
등 프로그램의 기본원칙에 대해 고찰하는 것이다. 단 성공적인 프로그램을
위해 산출과 효과사이의 관계를 규명할 수 있는 타당성 있는 근거를 마련
해야 한다.
둘째, 산출접근방식(Outcomes Approach Models)은 특정 프로그램의 행
위와 산출사이의 상호관계를 보여준다. 이 모델에서는 프로그램 요소별 사
이의 인과관계 연결성(causal linkages)을 강조한다. 즉 무슨(What)전략을
실행(Program Implementation)했을 때 어떤 (How)결과가 나타나는가에
대한 인과관계에 대해 구체적인 근거를 제시해야 한다. 예를 들어 전략1을
실행할 경우 의도된 결과에서 산출1 또는 그 외의 것이 발생하거나 혹은
발생할 수 있는 여러 요인들을 검토 규명하는 것이다. 따라서 산출접근방
식에서 중요한 것은 행위와 산출사이의 차이(Gap)을 최소화 할 수 있는 구
체적인 논의가 제시되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행위접근방식(Activities Approach Models)은 프로그램에서
의도하고자 하는 결과를 이끌어 내기 위해서 행위(Activities)와 자원
(Resource)을 결합시켜, 그 연결 관계를 매우 구체적으로 묘사하여야 한다.
즉 산출1을 이끌어 내기 위해 전략1과 자원1 사이의 결합이 어떻게 이루어
져야 할 것인가를 고민해야 한다. 자원과 전략의 매칭이 적합하기 위해서
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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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

는 각각의 전략에서 선 된 최우선 전략1과 다

렇

음 순의 전략에서 각 각 선

출된 요소별 우선 순위요소를 구성한다. 이 게 산출된 전략과 요소를 통

툴(tool)을 개발 다음 실행․적용 한 후 그 변화와 효과를 측정하여 하
나의 순환적 트랙을 완성한다. 이 모델에서 주의해야 할 사항은 프로그램
실행 시 행위(Activities)모니터링과 그 결과를 이끌어 낼 수 있는 어떤 측
정 지표를 인지해야 한다.
해

Ⅲ. 프로그램논리모형, 적용 및
분석을 통한 테러 대응 정책 논의
1. 이론과 상정(assumption : 想定)
접근방식에 따라 유형화하기에 앞서 상정(Assumption) 도출에 대한 논
의가 필요하다. 주된 논의는 ①문제인식(Problem Awareness), ②현상
(phenomenon) 및 발생가능성, ③유도하고자 하는 결과(Desired Result),
④복합적 요인(Complexity Influential Factor), ⑤전략(Strategies), ⑥상정
(Assumption)등으로 분류하여 기술할 수 있다.
① 문제인식 단계(problem Awareness)에서 9․11 사건이후 테러리즘변
화를 인식하면서 뉴테러리즘에 대한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었다. 연
구결과에 따르면 뉴테러리즘의 공통된 속성은 맹목적인 종교적 성향,
다양한 계층범위, 각각의 다양한 목적추구, 불특정 다수의 생명 및 국
가핵심시설 위협, 불법적 폭력행위와 수단 등 전통적 테러와는 전혀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다. 실제 피해사례를 보면 극도의 종교적 성향,
불특정 일반대중의 무차별 공격, 피해측정불가능, 세균무기, 액체폭탄
등 신종대량 살상 무기 등을 이용한다. 국제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포
를 확산시키고, 유기적이면서 이념적 조직체로 인해 국가 간, 지역 간
활동에 대한 정보수집이 용이하지 못하여 실체파악과 무력화가 어렵
다.

② 현상(phenomenon) 및 발생가능성 단계에서는 국외 발생된 사건과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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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하여 국내 발생가능성을 예측할 수 있다. 2001년-2014년 현재까지
국외에서 발생된 사건에서 국내 아국인(俄國人)과 관련된 것은 총 94
건(7.8/년)으로, 확인 가능한 단체는 14.9%, 주요수단으로는 폭탄
(27.7%, 납치(27.7%), 총격(21.3%) 등이며, 확인 가능한 목적은 주로
몸값요구로 불특정 다수로 추정되고 있다. 이와 달리 국내에서 테러
라고 한정 짓는 사건은 정확하게 집계된 것은 없지만 국내환경요인은
충분히 뉴테러리즘이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③ 의도하고자 하는 결과(Desired Result/outputs, outcomes and
impact)단계에서는 테러에 대한 국민적 인식의 변화, 테러방지법(안),
복합재난을 지휘하고 통제할 수 있는 컨트롤 조직신설, 정보관리 등
의 결과가 필요하다. 장기적인 면에서는 위험요인감소, 안전에 대한
국민체감 상승, 외부효과통제, 사회․경제적 비용감소 등 공공성과
관련된 다양한 기대효과를 예측할 수 있으며, 궁극적으로 국민안전
등을 제시할 수 있다.

④ 복합적 영향요인(Complexity Influential Factors)단계에서 국내 테러
발생 가능성 있는 영향요인은 국가경제불안, 가계경제부실, 비정규직
및 실업률, 소득불균형 등 사회경제적 요인이 있다. 불확실성 요인으
로는 정치적불만 및 변경요구, 북한과의 정치적 관계, 전자거래 의존
도 증가, 정보 및 글로벌화, 무기기술의 발전과 같은 정치적인 요인이
있다. 실질적 요인으로 대테러 관련 조직 및 조직역량 약화, 법/제도
⑤

의 미비, 효율적인 위기관리 시스템의 부재 등으로 나타났다.

S

g

변

Ⅰ), 법적근거마련(전략
Ⅳ) 등으로 제시할 수

대응전략( trate ies)단계에서 인식 화(전략

Ⅱ),

Ⅲ

컨트롤타워신설(전략 ),

있다.

정보활용(전략

⑥ 상정(Assumption)단계에서는 각각의 전략과 전략을 통해 추론 가능

한 결과 및 효과에 대해 인과적 가설단계를 가정적으로 단정할 수 있

변화(전략Ⅰ)를 통해 전통적 안보에서 포괄적 위기관리로 인
식전환, 테러방지법(전략 Ⅱ)을 통해 대테러와 관련된 정책에 대한 법
적 근거 마련, 컨트롤타워 신설(전략Ⅲ)을 통해 내부 조직 강화 및 전
문성을 증대시켜서 효율적인 인력관리와 재난관리, 정보기관의 협업
(전략Ⅳ)을 통해 지속적이고 정확하고, 신속한 정보처리를 가능하게 한다.
다. 인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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델에 의해 전략과 결과 사이를 연결시켜주는 자원, 행
위, 산출 효과 등 구성에서 도출할 수 있는 요인들은 다음 <표 2>와 같다.
자원(Resource)은 중앙정부의 인력, 예산, 법규 등이 있으며, 지방정부는
인력, 예산, 조례 등이 있고 그 외 협조 및 협업이 가능한 유관기관 등이 있
다. 행위(Activities)는 전략을 구체화 시킬 수 있는 최적행위로 테러에 대
한 인식변화, 대테러법(안), 컨트롤타워 신설, 정보기관과의 협업 등이 있
프로그램의 논리모

다.

<표 2> 단계별 요소 도출
자원
O

RES URCE)

(

앙

• 중 정부
-인력, 예산, 법규
• 지방정부
-인력, 예산, 조

례

협

• 력기관
- 연구개발 등

ACTIVITIES) ⇒
• 전략1 : 인식변화
⇒
(

행위

UTPUT)

(O

포괄적 위기관리전환

거

• 전략Ⅱ : 테러방지
법(안)

⇒ 대테러정책법적근
마련

• 전략Ⅲ : 컨트롤타
워신설

⇒ 조직역 강화

• 전략Ⅳ : 정보기관
업

⇒ 대응 및 신속성 증대

협

∙
S RT AND
L NG TERM
UTC MES

단 장기결과
( HO O
O
O
)

산출

량

효과

IMPACT)

(

승

• 대테러적법성
• 국민안전체감상
• 의사결정시스템 및
정보화 능력향상
• 위 요인감소
• 대테러예방 및 대응
능력 향상
• 지속적인 유지보수 • 외부효과통제
• 다양한 정책개발

험

경

• 사회 제적 비용
감소

u put)은 의도하고자 하는 결과 중 전략을 통해 실질적으로 구성
할 수 있는 것으로 포괄적위기관리전환, 대테러정책법적근거마련, 조직역
량강화, 대응 및 신속성 증대 등이 있다. 그 외 단ㆍ장기결과(Short-&Long
Term Outputs) 및 효과(Impact)는 산출이 현실화 될 경우 미래지향적인
방향설정 및 궁극적인 목표로서 설정되어 진다.
산출(o t

2. 접근모형에 따른 유형화
1) 이론접근모형(Theory Approach Models)

접

T y Approach Models)에서는 포괄적 개념과의 간략한

이론 근모형( he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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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을 보면, 상정을 통해 뉴테러리즘에 대처할
수 있는 전략방안과 가정적 결과의 핵심은 컨트롤타워 구성에 있다. 국내
대테러 관련 조직체계는 위기유형에 따라 한시적인 비상대책본부가 설치
되며, 상황보고와 대응이 분리된 이원화되는 시스템이다. 또한 정보의 수집
및 분배 등 정보처리과정이 매우 복잡하게 구성되어 있다.
인과성을 기술한다.

상정

(Assumption)

투입/자원
(Inputs/
Resource)

(Activities)

중앙정부
(인력/예산/법규)

법률제정
개편(안)및

행위

결과 : 산출/결과/효과

(Results : Outputs/Outcomes/Impact)

• 테러패러
다임의 변화
•뉴테러리즘
발현
•복합적인
환경요인
•국내에서
발생할
가능성이
높음
• 전략적
대응체제
마련

시작

(Beginnings)

지방자치단체
(인력/예산/조례/
현장)
(연구협력기관
/현장 등)

조직신설
개편(안)및
대응시스템
구성(안)

계획된
업무/일/정책
(Planned work)

비전과 목표

전문성
적절성및

위기관리
유지보수
및 개선

지속가능한
위기관리 및
위기감소

핵심기반시설 보호
안전에 대한
국민체감
상승
사회 • 경제적 비용감소

예방 및 대응

외부효과통제
테러관련
대처능력예방
향상및

의도하고자
하는 결과
(Intended Result)

<그림 1> 테러 대응 체계의 이론접근모형(Theory Approach Models)
결과적으로 국내 대테러 관련 대응 조직은 국가대테러 활동지침에 따라

담

위기 발생 후 구성되는 조직으로 실질적으로 체계가 유지되는 전 조직은

없다. 그 배경에는 전담조직 신설을 위한 법률적 근거가 없으며, 테러 관련
한 명확한 범주의 한계, 대응정책 및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법적 근거 또한
없다.
현재 대테러관련 조직구성 및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자원은 중앙
정부의 재원과 지방정부 및 유관기관과의 협조 등에서 찾는 것이 필요하
다. 법적근거에 의해 구성된 중앙정부 계획 하에 컨트롤 타워 조직의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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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비전과 목표를 가지고 전문성

갖춰지게 되고, 테러와 관련된 모든 사건

에 대해 전략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을 개발할 수 있다. 다양

․장기적으로 관련법의 적법성 및 정합성, 재난관리 예
방 및 대처능력 향상, 핵심기반시설보호, 위기관리 유지보수 및 개선, 전략
지표개발 및 정보관리시스템 구축 등 다양한 결과물을 제시할 수 있을 것
이다. 부가적으로 위험요인 감소로 인해 안전에 대한 국민들의 체감이 상
승, 외부효과를 통제, 사회․경제적 비용 감소 등과 같이 파생되는 효과가
한 정책은 향후 단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2) 산출접근모형(Theory Approach Models)

접

u c m Approach Models)을 통해 구체적으로 행위와
산출 간의 상호관계를 논의해서 계획된 행위와 의도하고자 하는 결과사이의
차이(Gap)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을 살펴보면 다음 <그림 2>와 같다.
산출 근모형(O t o es

법(안)과 관련된 전략은 조직구성과 조직의 전략을 위한 비전과 목표를

거 담고 있어야 한다. 그러나 국내 『국가대테러활동
지침』에서는 테러를 명확하게 정의하고 있지 않고 있다. 따라서 대테러관
련 법(안)에 포함되어야 할 근거는 테러로 인한 재난, 위기 등과 같이 포괄
적 위기 및 재난으로 제시되어야 한다. 그래야만 재난과 위기 등으로 범위
가 확대되면, 조직의 뚜렷한 비전과 목표를 설정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 될
수 있다. 또한 지침에 따르면 사건대응조직은 사건이 발생되면 한시적으로
구성되는 테러사건대책본부․현장지휘본부 규정하고 있다. 피해복구와 구
설정할 수 있는 근 를

조 활동 등 사후대처는 『재난 및 안전기본법』 등에서 정하는 절차와 체

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사건이 발생할 때 마다 국내 위기관리
종합체계도에 따라 한시적으로 구성된 조직은 시스템이 작동하면 복잡한
지휘체계 및 통제, 정보처리 능력, 의사결정시스템 등 총체적인 문제점이
발생한다. 그 중에서도 특히 인력의 전문성, 적절성 문제가 큰 원인으로 발
생된다. 조직내부에 전문 인력의 부재는 재난발생에 대한 사전․사후처리
과정, 유관기관관의 협업 등 모든 시스템이 초기화 상태에서 다시 진행된
계에 따라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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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입/자원

(Inputs/Resource)

【중앙/지방/협력기관】
•중앙정부에서종합적인포괄
적인마스터프랜계획및지휘
-대테러관련특별법구성→
조직구성
- 전반적인 프로세서 지휘
•지방정부에서구체적이
며서세부적인프로그램및
훈련
- 대테러 관련하여 구
체적인 새부 상황에 대
한 프로그램 구성
- 다양한 매뉴얼 및 기
술을 마련하여 수행
•협력기관을통한기술개발
및자문
-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
에 대한 전반적인 프로
세서 개발에 투입
- 기술을 개발과 자문
을 통해 좀 더 전문성
및 효율성 확보

행위

결과 : 산출/결과/효과

(Activities)
• 법(안)에 대한 인식 제
고 및 필요성
- 뉴테러리즘에 대응 및
체제 구성을 위한 법적
근거마련
- 대테러리즘 관련 법
(안) 및 기존에 구성된
법 정비

•정보주도형의조직신설
및 체제개편(안)
- 통합적 컨트롤 타워
-효율적∙체계적테러방
지를위한정책수립과정보
통합관리

(Results : Outputs/Outcomes/Impact)
Gap •비전과 목표가 설정

됨

- 국가위기관리
- 국민의 안전

Gap

• 조직의 전문성 및 적절성
- 전문성
- 적절성

•테러관련핵심기반시설예

• 정책 및 프로그램 개발
- 핵심기반시설매뉴얼구성
- 테러유형별 매뉴얼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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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ap 방및대응관리에대한종합
적인지침과세부행동강령
- 핵심기반시설 보호 및
예방(진단 및 처방)
- 유형별 테러사고 후
요령 및 사후 처리 등

계획된
업무/일/정책
(Planned work)

• 정합성 및 갈등해소
- 제변화와 조직에 대한
법적근거 마련
- 지속적인 타협 및 노
력으로 대테러관련 법안
에 표출되는 갈등요소
해소

• 위기관리 유지보수 및
개선
-다양하게분류된지표를
지속적으로평가하여유지
- 상황 및 시대에 맞게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
도록 개선

• 국민의기본권
과 안전을 수호
할 수 있는 대
테러 대응체제
확립

• 사회경제적 비용감소,
테러 예방 및 대처능력
향상 등
- 핵심기반시설 보호에
따른 사회경제적 비용
감소
- 테러 발생시 대응 및
대처에 대한 합리적인 반
응 향상 등

의도하고자
하는 결과
(Intended Result)

<그림 2> 테러 대응 체계의 산출접근모형(Outcomes Approach Models)

핵심 컨트롤 타워의 신설은 적어도 조직 내에 인력
의 전문성, 적절성문제가 해소될 수 있다. 핵심조직의 신설의 주목적은 국
따라서 대테러 관련

민의 안전과 위기 및 재난관리에 있다. 이를 위해서는 지속적인 대테러 관
련한 정책 및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야 한다.

심

현재 국내 테러정책은 재난보다는 전통적 안보중 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다양한 정책을 제안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전통적 안보에서
포괄적 위기관리의 중심으로 목표와 비전이 설정되면 다양한 정책을 제안
할 수 있다. 핵심기반시설보호 등에 대한 안전과 재난관리, 위기관리지표개
발, 단순 지침서 위주의 매뉴얼이 아닌 평가라인에 따른 재난관리단계에
따라 다양한 측면의 다차원적 접근성을 가질 수 있게 구성할 수 있다. 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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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적인 효과는 법적 정합
성과 적법성 등 갈등 요소들을 해결할 수 있도록 개선할 수 있는 환경이
하고자 하는 결과에 따라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조성되며, 위기관리 유지보수 및 개선과 관련해서 테러 예방 및 대처능력

평가 및 지표들을 개발, 분석․평가하여 선순환적인
방식을 통해 조직의 역량을 발전시킬 수 있다. 무엇보다 발전 된 조직은 사
회경제적 비용감소, 위기관리 감소 등을 통해 국민의 기본권과 안전을 확
향상을 위한 다양한

보할 수 있게 된다.

3) 행위접근모형(Theory Approach Models)

접

Activities Approach Models)을 통해 전략관계가
결합되는가에 대해서 살펴보면 다음 <그림 3>과 같다.
행위 근모형(

어떻게

• 대테러관련 컨트롤타워(계획)
• 테러방지법(안) 및 관련법안 통합
• 컨트롤타워 조직 및 대테러관련
법(안) 신설요소 중 순위 산출
• 우선순위에 따른 전략요소 도출
및 개발
• 충분한 기술과 자원이 확보된 기
관과 대테러 관련 업무
• 컨트롤타워
- 법적 안정성 및 정합성
- 대테러관련전문적이고적절한통합조직

• 충분한 기술과 자원이 확보된 기
관은 대테러 관련 업무 수행 및 총
괄적 관리

• 대테러 및 국가위기관
리 등 광범위하게 국민의
안전 커버

지표 및 평가
- 안전 및 위기관리 진단지표
- 전략 및 프로그램 프로세서 평가
•

• 핵심기반시설
- 핵심기반시설 안전 확보방안

행위이정표
(Milestone Activities)
계획된 업무/일/정책
(Planned work)

결과 : 산출/결과/효과
(Result : Outputs/Outcomes/Impact)
의도하고자하는 결과
(Intend Result)

<그림 3> 테러 대응 체계의 행위접근모형(Activities Approach Mode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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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테러관련 컨트롤 타워 신설을 지원할 수 있는 자원은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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앙정부의 인력

만 가능하다. 중앙정부의 종합계획이 마련되면, 조직 신
설을 위해서 테러방지법(안) 및 관련 법(안)에 대한 조정ㆍ통합으로 종합
적인 대테러 관련 법률적 근거를 마련한다. 종합된 법(안)을 근거로 해서
구성된 조직은 중앙정부의 인력과 예산을 확보할 수 있고 동시에 내부적으
로 충분한 기술과 자원이 확보되면 좀 더 전문적이고 적절한 조직으로서
비젼과 목표를 가지고 의도하고자 하는 결과 및 효과를 산출할 수 있다.
과 예산을 통해서

Ⅳ. 테러대응정책의 종합적 방향
교

이론적 논의를 통해 미국과 비 해서 살펴본 국내 테러대응정책에 대한
문제점은 테러방지법(안), 컨트롤타워의 부재 등에 있다. 미국의 테러와 관

애

PATRIOT Act of
2001』을 통해 기존 산재되어 있던 테러관련 법을 통합함과 동시에 뉴테러
리즘에 대해 국민적 공감대를 이끌어 냈다. 다음으로 『국토안보법 :
Homeland Security Act of 2002』을 입법화함으로서 테러를 포괄적 위기
및 재난관리와 연계시켜 이와 관련된 분야를 통제 및 지휘할 수 있게 국토
안보부와 같은 단일체계의 컨트롤 타워를 탄생시켰으며, 이와 관련된 인력
련 된 법은 다양하게 해석이 가능하다. 우선 『 국법 :

강화, 효율적인 테러방지 및 재난관리시스템을 구축하였다. 그리고 정보측
면에서는 『정보개

혁 및 테러방지법 : Intelligence Reform and Terrorism

Prevention Act of 2005』을 통해 정보처리과정을 의사결정시스템과 이원
화시킴으로서 정치권력의 집중을 분산시키고, 정보처리에 대한 신속성과
대응체계를 강화시켰다.
이와 비교해서 국내에서는 테러방지법(안)에 대한 논의가 지난 몇 년간
진행되었으나, 국민적 필요성은 있으나 실질적인 법(안)의 내용면에서 공
감대를 형성하지 못하였으며, 입법화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기존 테러대응
체계는 비상조직으로 총체적인 컨트롤타워의 부재로 인해 전문성 있는 인

집행 등 다양한 문제점이 노출되어 있으며,
특히 복합적 재난으로 연계시키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다.
력, 다양한 정책 및 프로그램의

따라서 국내 테러대응정책의 방향으로 제시할 수 있는 최우선 전략은 컨

트롤 타워의 신설 및 역할부여에 있다. 세

월호 재난사고 이후 국민안전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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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뉴테러리즘과 관련 된 업무를 담당하기에는 전문성에

가 신설되어 있지

한계를 보이고 있다.

국민안전처의 현재 조직 기능은 육상 및 해상에서 발생되는 다양한 재난

같은 특수상황의 위기 및 재난이 발생 가능성을 대비
하고 있다. 하지만 업무분담에 있어 복합적이고 특수한 형태의 재난을 관
리하기 위한 특수재난실이 신설되어 있지만, 테러와 관련 한 업무는 재난
관리실에서 “테러 대비 관련 기관의 지원에 관한사항“만 업무로 규정 되
어 있는 한계가 있다. 또한 테러에 대한 직접적인 위기관리대응체계가 마
이외에도 테러 등과

3)

련되어 있지 않다. 그에 반해 특수재난실에서 다루어지고 있는 주 업무 내

항공기, 해양선박, 유해물질, 질병, 원자력 사고, 다중 밀집지역의 대
형사고 등에 관한 것으로 이는 뉴테러리즘의 사고유형과 밀접한 관련을 두
고 있다. 즉 국민안전처 내부의 테러와 관련된 재난업무관리체계가 정립
되어 있지 않고 혼재되어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국민안전처 조직내부에
용은

4)

체계적인 대테러관련 재난관리 업무가 설정된다면 향후 발전 가능성 있는

끌 갈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된다.

정책방향으로 이 어

결론적으로 프로그램논리모형을 통해 테러방지법(안)의 입법화를 통해

거

국민적 공감대 형성, 조직 신설, 효율적인 업무, 인력강화 등 법적 근 를
마련한다면, 국민안전처에서 내부적으로 테러대응체계 구축에 필요한 요

건

갖출 것으로 분석되어진다. 이와 더불어 테러와 관련된 정보의 수집ㆍ
배포 등의 정보처리과정을 국가정보원과 이원화체계를 구축하여 협업한다
면 좀 더 신속하고 정확한 대응체계를 구축할 수 있는 시너지 효과를 얻을
을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의도된 결과를 통해 테러에 대한 예방 및 대응능력이 강화된다면
지속적인 유지보수, 다양한 정책개발 등을 통해 단장기적인 파급효과를 예
측할 수 있으며,
진다.

궁극적으로 국민안전의 목표를 달성 할 것으로 분석되어

3) 『국민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3조(재난관리실) 3항 40호.
4) 『국민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4조(특수재난실) 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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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결론
건 이후 테러 이후 뉴테러리즘을 복합ㆍ사회적 재
난으로서 미래형 재난의 유형으로 인식하게 되었다.
본 연구의 거시적 접근을 통해 살펴본 국내 테러대응전략의 정책방향은
전 세계적으로 9ㆍ11사

법과 조직 등으로 나타나고 있다. 국내의 테러정책은 미국 테러관련 법/제

때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다. 특히 국내 테러대응
정책의 가장 큰 문제점은 테러방지에 대한 법적 근거의 부재로 인해 책임
있는 의사결정 시스템을 통한 통제나 지휘체계의 구성이 어렵다는 것이다.
도/조직 등을 살펴보았을

반면에 미국은 기존의 테러관련법을 통합 및 조정하여, 테러와 관련된 위

협에도 대응할 수 있는 강력한 통제 및 제재를 할 수 있다. 또
한 이와 관련된 정책 집행을 총체적으로 할 수 있는 조직 신설의 근거법
(안)을 입법화하여, 국토안보부를 구성하였으며 테러 및 재난 등 국가의 포
괄적 위기에 대한 대응체제를 구축하였다. 이와 더불어 정보측면을 강화시
키면서 정확하고, 신속한 의사결정시스템을 유지하고 있었다. 따라서 국내
기에 대한 위

에서도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대응체제마련을 위한 정책 방향의 구성이 요
구되어 지고 있다.

델

본 연구에 적용한 프로그램 논리모 을 통해 제시 된 전략과 방향은 다

음과 같이, 테러방지법(안)의 입법화, 컨트롤타워 조직 신설, 궁극적인 목표
는 국민의 안전에 있다. 이외에도 장기적인 효과로는 법에 대한 적법성, 지

핵심기반시설보호, 사회경제적 비용감소 등을 볼 수 있으
며, 단기적인 목적으로는 대테러관련 조직의 비젼과 목표, 전문성 및 적절
속적인 위기관리,

성 등을 통해 예방 및 대응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한계로 제시할 수 있는 것은 국민안전처에 대한 구체적인 역
할 논의에 있다. 국민안전처는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적으로 책임지는 조직

함유하고 있으며,
현재 이에 대한 연구가 다양하게 진행되어있지 않기 때문에 미적인 접근에
으로서, 다양한 조직으로 구성된 복합정부조직의 성격을
는 한계가 있다.

좀 더 구체화 시킬 수 있도록 미시적인 접근을 통해 테러대
응과 관련한 정책 및 프로그램 등을 통해 추구하고자 하는 목적과 전략을
단계별로 구성하고 그 인과관계의 고리를 추론해 나간다면, 테러대응에 필
결과적으로

요한 자원과 전략 등을 최대한 고려할 수 있으며, 단계별 프로세스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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좀 더 심도 있는 연구가 진행되어 보다 효과적인 대응체제를 마련할 수 있
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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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Study on Public Policy of Anti Terrorism
in South Korea after establishing Ministry of
Public Safety and Security
-Application of Program Logic Model Method5)Park,

Ju Hyeok*․Park, Jin Hee **

After 9ㆍ11 Terror, critical developed countries is established strong
strategic system against New Terrorism. U.S. has legislated
Anti-Terrorism acts and established new institute and organization.
But South Korea’ response system has problem which is no anti
terrorism acts, control organization etc.
So the purpose of this research is suggested solution and public
policy for anti terrorism. For this research, it is application program
logic model which is visual to response system against terror in
South Korea.
Program logic model is method which represent relation logic of
solution to problem. And it is visual to constructing program factor
how to be interaction, what to be desired result.
Result to analysing program logic model is strong connective
between anti terror acts and control organization. It is appear
diversity synergy effect aspect short and long terms. So priority
strategic of terror response system is legislated anti terror acts and it
is suggested that control organization will be Ministry of Public
Safety and Security.
* Researcher, National Disaster Management Institute(NDMI)
** Senior Researcher, National Disaster Management Institute(NDM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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