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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요약
테러방지법이 공포되고 시행령이 입법 예고된 이후 테러 대응을 명분으로 국정원의 권한에 대한
점, 헌법상 국가긴급권 발동에나 가능한 민간에 대한 군사투입 등이 규정되었다는 점, 대테러센터
의 권한과 조직 등이 법률뿐 아니라 시행령에서조차 포괄적이고 불명확하게 정해진 점 등에 대해서
논란이 되고 있다. 헌법은 국민의 기본권보장을 위해 평상시가 아닌 비상사태에서도 국가권력의 비
상적 발동요건을 엄격히 규정하고, 모든 법령은 이러한 헌법의 테두리와 한계를 벗어날 수 없으며,
현재 진행되고 있는 테러방지법 및 시행령과 관련한 논란에서도 이러한 원칙이 적용된다.
본 논문에서는 테러방지법과 동시행령과 규칙의 주요 내용과 쟁점을 분석함으로써 향후 대테러
정책을 수립, 실행해 나가는데 개선해야할 정책적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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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테러방지를 위한 입법 규정의 수정 필요성
국무조정실과 국가정보원이 지난 4월에 입법예고하였던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 6월 4일부터 시행되었다. 그러나 지난 3월 3일 공포
된 모법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이하 ‘테러방지법’)｣이 입법과정 중에 정
치적 · 사회적 논란을 동반하였다는 점에서 향후 동 시행령의 시행과정에서도 적지 않은 논
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2001년 9 · 11 테러 이후 미국을 비롯한 세계 각국은 테러로부터 국가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다양한 제도적 조치들을 취해 왔다. 그러나 이러한 제도적 장치는 그 필요성에도 불구
하고 자국 국민의 인권을 침해하고 기본권을 제한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현재까지도
상당한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1) 우리나라의 테러방지법도 이러한 논란에서 자유
롭지 않았는데, 입법 당시부터 국가안보와 국민안전을 위해 법제정이 필수적이라는 주장2)
과 법제정 이전에 인권침해가능성 및 국가정보기관의 권한남용 가능성에 대한 통제방안이
우선적으로 마련되어야 한다는 주장3)이 대립하였으나 입법의 필요성에 의해 최종 통과되
었다.
테러방지법이 공포되고 시행령이 입법 예고된 이후에도 이러한 논란은 잦아들지 않았으
며,4) 현재에도 테러 대응을 명분으로 국정원의 권한이 과도하게 강화되었다는 점, 헌법상
국가긴급권 발동에나 가능한 민간에 대한 군사투입 등이 규정되었다는 점, 대테러센터의
권한과 조직 등이 법률뿐 아니라 시행령에서조차 포괄적이고 불명확하게 정해진 점 등에
대해서 논란이 되고 있다. 우리 헌법은 국민의 기본권보장을 위해 평상시가 아닌 비상사태
에서도 국가권력의 비상적 발동요건을 엄격히 규정하고 있다. 모든 법령은 이러한 헌법의
테두리와 한계를 벗어날 수 없으며, 현재 진행되고 있는 테러방지법 및 시행령과 관련한 논
란에서도 이러한 원칙이 적용된다.5)
본 논문에서는 테러방지법과 동시행령과 규칙의 주요 내용과 쟁점을 분석함으로써 향후
대테러정책을 수립, 실행해 나가는데 개선해야할 정책적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1) 전학선, 테러방지법과 인권보장, 경찰법연구 제14권 제1호, 2016, 4면 이하 참조.
2) 박호연/김종호, 국민보호와 공동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개정 논의에 관한고찰, 한국경찰학회회보, 제18권
제호, 2016, 80면.
3) 임준태‧이상식, “테러방지법 입법 방향에 대한 소고”, 한국테러학회보, 제5권 제1호, 2012, 178면 이하.
4) 임준태‧이상식, 앞의 논문(주 4), 동면.
5) 오태곤,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의 제정과 시사점, 조선대학교 인문사회 21 제7권 제2호
(2016), 594면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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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한국의 테러 대응 체계의 법적 근거와 조직의 역할
1. 한국의 테러 대응 체계의 법적 근거
국가 차원의 테러대응과 관련한 테러방지법과 그 시행령, 규칙의 시행 전에는 ｢국가대테
러활동지침｣6)이라는 하위법령을 근거로, 1986년 아시안게임과 1988년 서울올림픽을 앞두
고 안전한 국제행사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1982년 1월 21일 대통령 훈령 제47호
(당초에는 ‘대외비’로 분류되었음)로 제정된 이후 여러 차례 개정되어 시행되었다가 본 테
러방지법 제정으로 2016년 6월 20일 모두 폐지되었다.7)
테러대응 체계의 근거 중 가장 대표적인 법률이 2016년 3월 통과된 국민보호와 공공안전
을 위한 테러방지법(이하 테러방지법이라 한다)이다. 이 테러방지법을 중심으로 그밖에 테
러와 관련 있는 70여개의 법령에 의해 테러행위의 예방, 억제 및 처벌 등 법적․행정적․형사
적 규제가 보완 · 시행되고 있다. 또한 본 테러방지법에 따라 국가테러대책위원회, 대테러
센터와 관련 전담조직이 구성되어 있다. 테러방지법 시행으로 그동안 반테러 업무가 분산
되어 있어 통일적이고 일사불란한 대응에는 일정한 한계가 있었으나, 테러방지법의 제정으
로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였다.

2. 한국의 테러 대응 조직의 역할
한국의 테러 관련 기731구 내지 조직은 테러방지법에 규정되어 있다. 테러대책기관으로
는 국가테러대책위원회(테러방지법 제5조, 이하 대책위원회라 한다), 대테러센터(동법 제6
조), 테러 전담조직(동법 시행령 제11조)8)이 있다.
6) 대통령훈령 제354조, 2016.6.20., 폐지(테러방지법 시행으로 폐지됨).
7) 테러 대응과 관련 하위법령으로는 국가대테러활동지침 외에 2004년 7월 12일 대통령훈령 제124호로 제정
된 국가위기관리기본지침이라는 것이 있다. 이 지침에서는 테러․핵관련 사고․재난 등 국가위기 발생에 대비
하기 위한 기본지침을 정하고 있다. 특히 테러분야에 대해서는 국내 일반․화학․생물․방사능․군사시설․항공․해
양․국외테러 등 8개 유형으로 나누고, 국가정보원을 주무기관으로 하여 관계기관에서 소관별 실무 매뉴얼을
마련하도록 하고 있다. 이를 통해 어떤 테러가 발생하더라도 체계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국가
정보원, 2005년 테러정세(서울: 국가정보원, 2005), 39면 참조).
8) 제11조(전담조직) ① 법 제8조에 따른 전담조직(이하 “전담조직”이라 한다)은 제12조부터 제21조까지의 규
정에 따라 테러 예방 및 대응을 위하여 관계기관 합동으로 구성하거나 관계기관의 장이 설치하는 다음 각
호의 전문조직(협의체를 포함한다)으로 한다.
1. 지역 테러대책협의회
2. 공항 · 항만 테러대책협의회
3. 테러사건대책본부
4. 현장지휘본부
5. 화생방테러대응지원본부
6. 테러복구지원본부
7. 대테러특공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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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러 위험 징후를 포착한 경우 테러경보발령의 필요성, 발령 단계, 발령 범위 및 기간 등
에 관하여 실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테러경보를 발령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 또는 동법
시행령 제22조 제2항에 따른 주의 이하의 테러경보 발령시에는 실무위원회의 심의 절차를
생략할 수 있으며(동법 제22조 제1항), 테러 상황 전파 및 초동 조치(동법 제23조), 테러사
건에 대응(동법 제24조)에 대비하고 있다.
현행 테러방지법에서 대테러업무는 대테러센터를 중심으로 집중되며, 국가중요시설 보
호를 위한 군 병력 지원을 건의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또한 테러방지법 제9조(테러위험인
물에 대한 정보 수집 등) 제1항에서 국가정보원장은 테러위험인물에 대하여 출입국 · 금융
거래 및 통신이용 등 관련 정보를 수집할 수 있다. 이 경우 출입국·금융거래 및 통신이용 등
관련 정보의 수집에 있어서는 ｢출입국관리법｣, ｢관세법｣,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통신비밀보호법｣의 절차에 따른다. 동법 제2항에서는 국가정보원
장은 동법 동조 제1항에 따른 정보 수집 및 분석의 결과 테러에 이용되었거나 이용될 가능
성이 있는 금융거래에 대하여 지급정지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금융위원회 위원장에게 요청
할 수 있다. 동법 동조 제3항에서는 국가정보원장은 테러위험인물에 대한 개인정보(｢개인
정보 보호법｣상 민감정보를 포함한다)와 위치정보를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의 개인정보
처리자와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위치정보사업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 동법 동조 제4항에서 국가정보원장은 대테러활동에 필요한 정보나 자료를 수집하
기 위하여 대테러조사 및 테러위험인물에 대한 추적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전 또는 사후
에 대책위원회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국가정보원장은 테러 관련 정보를 통합관리하기 위하여 관계 기관 공무원으로 구성되는
테러정보통합센터를 설치 · 운영한다. 또한 국가정보원장은 국내외에서 테러사건이 발생하
거나 발생할 우려가 현저할 때 또는 테러 첩보가 입수되거나 테러 관련 신고가 접수되었을
때에는 예방조치, 사건 분석 및 사후처리방안 마련 등을 위하여 관계기관 합동으로 대테러
합동조사팀(이하 합동조사팀이라 한다)을 편성 · 운영할 수 있으며, 국가정보원장은 합동조
사팀이 현장에 출동하여 조사한 경우 그 결과를 대테러센터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군사
시설에 대하여서는 국방부장관이 자체 조사팀을 편성 · 운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국방부
장관은 자체 조사팀이 조사한 결과를 대테러센터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
다.9)
테러사건에 대한 수사기관으로는 검찰청과 경찰청이 구체적인 테러사건의 발생시 수사
8. 테러대응구조대
9. 테러정보통합센터
10. 대테러합동조사팀
② 관계기관의 장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전담조직 외에 테러 예방 및 대응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테러
업무를 수행하는 하부조직을 전담조직으로 지정 · 운영할 수 있다.
9) 테러방지법 제2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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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참여한다. 국방부․경찰청의 대테러특공대는 테러사건 진압기관으로 테러사건의 무력진
압기능을 수행한다. 기타의 관계기관들은 테러 유관기관으로서 소관업무와 관련해 반테러
행정을 담당한다.
대책본부의 장은 테러사건이 발생한 경우 동법시행령 제15조(현장지휘본부)에 따라 사
건 현장의 대응 활동을 총괄하기 위하여 현장지휘본부를 설치할 수 있으며, 현장지휘본부
의 장은 대책본부의 장이 지명하며, 현장지휘본부의 장은 테러의 양상 · 규모 · 현장상황 등
을 고려하여 협상 · 진압 · 구조 · 구급 · 소방 등에 필요한 전문조직을 직접 구성하거나 관계
기관의 장에게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현
장지휘본부의 장이 요청한 사항을 지원하여야 한다. 또한 현장지휘본부의 장은 현장에 출
동한 관계기관의 조직(대테러특공대, 테러대응구조대, 대화생방테러 특수임무대 및 대테
러합동조사팀을 포함한다)을 지휘 · 통제하며, 현장지휘본부의 장은 현장에 출동한 관계기
관과 합동으로 통합상황실을 설치 · 운영할 수 있다.
국가정보원장은 동법 시행령 제21조(대테러합동조사팀)에 따라 국내외에서 테러사건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현저할 때 또는 테러 첩보가 입수되거나 테러 관련 신고가 접수
되었을 때에는 예방조치, 사건 분석 및 사후처리방안 마련 등을 위하여 관계기관 합동으로
대테러합동조사팀(이하 ‘합동조사팀’이라 한다)을 편성 · 운영할 수 있으며, 국가정보원장
은 합동조사팀이 현장에 출동하여 조사한 경우 그 결과를 대테러센터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또한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군사시설에 대해서는 국방부장관이 자체 조사팀을 편성 ·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국방부장관은 자체 조사팀이 조사한 결과를 대테러센터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테러방지는 국제테러단체와 테러범의 테러 모의에 대한 사전 정보수집이 핵심이기 때문
에 국내외 테러위험인물에 대한 추적이 필요하며, 해외정보기관과의 공조도 필수적입니다.
국가정보원법 제3조는 국가정보원의 직무로 ‘대공, 대정부전복, 방첩, 대테러, 국제범죄조
직에 대한 정보수집을 명령하고 있어 대테러 정보수집업무는 국정원의 고유 직무라 할 수
있다.

3. 테러 사건 수사기관의 역할 강화 필요성

테러사건에 대한 수사기관으로는 검찰청과 경찰청이 구체적인 테러사건의 발생시 수
사에 참여한다. 테러사건의 수사 또한 반테러행정의 일부로서 예방 및 사후대응 못지않
게 중요하다.
대검찰청 공안부, 특히 공안1과는 테러사건의 지휘 · 감독, 테러사건에 관한 검찰사무 및
정보보고, 테러사건 내사 등을 담당한다. ｢검찰청사무기구에관한규정｣에서는 서울중앙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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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 등 지방검찰청의 사무에 테러사건 수사를 직접 명시하고 있지는 않지만, ‘공안’의 개념
을 확대해석하여 ‘반테러’ 기능도 여기에 포함되는 것으로 풀이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하
겠다.
2009년 2월과 2012년 4월 ｢검찰청사무기구에관한규정｣의 개정을 통해 테러수사기능의
활성화라는 시대적 요청을 반영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런 점에서 동 규정의 개정 전에는
검찰은 소극적으로 국가정보원이나 경찰의 테러사건수사의 송치 이후 비로소 나섰으나, 동
규정의 개정으로 그 관행을 바꾸게 되었다.
검찰의 테러수사 기능을 활성화하는 문제는 결국 검찰과 테러주무기관이라 할 수 있는
국가정보원과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해 나가느냐가 관건이라고 할 수 있다. 과거처럼 수사
의 마지막 단계에서나 개입해야 한다는 것은 시대착오적인 생각이다. 그렇다고 모든 종류
의 테러정보를 처음부터 검찰이 다 공유해야 한다는 것 또한 비현실적이다. 관계기관과 테
러수사의 신속․효율․적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적절한 수준의 협조체제 구축이 필요하다. 이
와 관련하여 미국의 사례를 살펴보기로 한다.
브래드(Brady vs Maryland Case)사건10)은 미 중앙정보부(CIA)와 연방검찰청 간의 테
러정보 공유와 관련된 사례이다. “대체로 양 기관 간에 일반적인 테러 관련 정보 공유는 잘
되고 있다. 다만, 검사가 비밀정보에 접근하려면 사전 허가절차를 밟아야 하고, 이를 공개
하려면 중앙정보부 등의 허가가 필요하다. 정보 공유의 시점과 관련해서는 테러사건에 대
한 사실확인(내사)의 초기단계부터 중앙정보부가 검찰과 정보를 공유한다. 그 이유는 중앙
정보부의 요원들에게 법적인 문제가 생길 수 있어 오히려 적극적으로 테러정보를 보고한
다. 특히 검사는 피의자에게 유리한 증거자료를 변호인에게 제공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초
기부터 테러사건 관련 증거를 검토하게 된다.”
미국의 사례는 우리나라 검찰의 반테러활동에 시사하는 부분이 적지 않다. 무엇보다도
미국의 검찰은 테러 관련 1차 수사기관이나 정보기관으로부터 테러정보가 제공될 때까지
혹은 테러사건이 송치될 때까지 기다리는 수동적 자세는 아니다. 그렇다고 원칙과 규정에
검찰이 어느 단계에서 테러수사에 개입하는가에 관한 확립된 것은 없다. 이러한 사정은 다
른 나라의 경우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이와 관련 미국은 검찰이 수사지휘권을 적극 활용하
고 있음을 보여준다. 즉, 중앙정보부는 법적으로 수사권을 갖지 않기 때문에, 테러사건의
조사(혹은 내사)단계에서 중앙정보부의 활동은 연방검사의 스크린을 받는 것이 필요하며,
이러한 과정은 중앙정보부의 수사요원이 나중에 법적 책임을 지지 않기 위해서도 이러한
절차는 필요하다고 본다. 이를 통해 연방검찰이 테러사건의 조사 및 수사에 비교적 초기부
터 개입할 수 있는 여지를 확보하고 있다.
우리나라 검찰도 테러수사권의 실질화를 위하여 국가정보원과의 정보공유 공간을 넓혀
10) http://en.wikipedia.org/wiki/Brady v. Maryland; www.patc.com/special/Brady-vs- Maryland.pdf
(2016년 8월 13일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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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갈 필요가 있다. 이와 관련, 특히 수사지휘권과 수사종결권을 적극 활용하는 전략이 바람
직하다. 다만, 검찰이 전통적으로 국가정보원의 고유영역이었던 테러정보 수집 기능을 침
해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효율적 테러수사 기능의 실질화를 모색하기 위한 협조관
계가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특히 남북 분단 상황에서 정보기관이 비밀정보를 포함, 모든
테러정보를 검찰에 제공할 수는 없으므로 정보기관과 수사기관 간의 가능한 긴밀한 협력이
필요하다.

III. 한국의 테러방지법과 시행령의 분석과 문제점
1. 테러방지법의 분석과 문제점
가. 테러 개념의 재설정
테러에 대한 정의는 객관적이고 명확한 정의를 내릴 수는 없다는 전제하에서 일정한 기
준을 제시하여 테러의 개념을 정리하는 입장이 있다. 즉 테러는 국가나 국민에 대해 협박
내지 폭력행위 등의 불법행위를 이용해 정치적 내지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는 일체의 행위
로 정의를 내릴 수 있다.11) 본 테러방지법 제2조에서 “테러”란 국가 · 지방자치단체 또는 외
국 정부(외국 지방자치단체와 조약 또는 그 밖의 국제적인 협약에 따라 설립된 국제기구를
포함한다)의 권한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할 목적 또는 공중을 협박할 목적
으로 하는 다음 각 목의 행위를 말한다.
즉, 국가기관의 권한행사방해,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할 목적, 불특정 다수인 국민을 협박
할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는 법률의 정의가 명확성과 구체성을 가지지 못할 경우 죄형법정
주의에 반하는 결과뿐만 아니라 법의 목적인 예측가능성과 법적 안정성을 담보할 수도 없
으므로 테러의 개념에 대한 명확성과 구체성을 확보할 수 있는 개념으로 정의를 변화시킬
필요가 있다.
또한 테러단체에 대한 정의도 단순히 UN이 정한 단체만을 테러단체로 범위를 한정할 것
이 아니라 각 국가가 테러에 대해 겪고 있는 상황, 국내외적 정세까지 분석한 다음 각 국가
가 지정한 단체로 규정하는 것이 타당하고 특히 우리나라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대상을 테
러단체로 정의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테러의 범위의 재설정은 테러방지를 위한 국가기관
의 대테러 대응활동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본다.

11) 박호연,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개정논의에 대한 고찰, 한국경찰학회보 제18권 제3호
(2016), 7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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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테러방지법 목적의 재설정의 필요
테러방지를 위한 법의 제정 목적 또한 일반 전통적 형사법제의 목적과 큰 차별은 없다.
즉 테러방지법 제1조(목적)에서 ‘이 법은 테러의 예방 및 대응 활동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
항과 테러로 인한 피해보전 등을 규정함으로써 테러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국가 및 공공의 안전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되어 있다. 본 법률의 제정 목적이
테러 예방과 대응, 테러로 인한 피해보전이 주된 내용임을 명시하고 있으나 테러 및 테러활
동의 특성을 반영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효과적인 테러방지를 위한 법률로 보기에는 한계
가 있다.
최근의 테러는 정치적, 민족적, 종교적 목적을 가지고 행해지며, 그 수법 또한 지능적이
고 잔인하며, 무차별적 피해를 끼치는 예측 불가의 행위로, 점조직 수법으로 은밀하게 자행
되는 것이 특징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기존의 전통적 형사사법 절차를 통해서는 테러 예
방과 대처는 불가능하므로 테러조직에 대한 강한 처벌과 특별한 수사절차를 위한 목적 설
정이 전제되어야 한다.
따라서 현재의 테러방지법의 제정 목적을 테러예방 및 대응에 한정할 것이 아니라, 국민
의 안전권 확보를 위한 보다 강력한 조치 즉 테러조직에 대한 대응체계와 테러에 대한 수사
및 처벌과 인권보호의 한계 등을 위해 기존의 다른 법률체계와 다른 다양하고 실질적이고
강력한 테러방지 목적을 본 법률에 명시해야 할 필요가 있다.
테러방지법 제1조 목적에서 국민의 안전권을 최우선으로 보장하도록 함이 필요하다.12)
안전권은 여러 자연적 및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안전할 권리이고, 국가는 이러한 여러 위험
으로부터 개인의 안전을 보장할 의무를 진다.13) 안전권의 근거로 헌법전문과 헌법 제10조
등 여러 규정에 있으며, 테러방지법 제15조 제2항에서도 이를 구체화하고 있다. 즉 국가 또
는 지방자치단체는 테러 피해를 입은 사람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치료
및 복구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동법 제16조 제1항
에서는 테러로 인하여 생명의 피해를 입은 사람의 유족 또는 신체상의 장애 및 장기치료를
요하는 피해를 입은 사람에 대해서는 그 피해의 정도에 따라 등급을 정하여 특별위로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지원금 지급은 국가의 국민안전보호의 한 행태가 될
수 있다.
테러를 국가안보를 위협하면서 동시에 국민의 생명과 신체 및 재산에 위해를 가하는 행
위로서 과거의 국가안보 중심에서 국민의 안전을 보호하는 인간안보의 개념14)을 사용하는
12) 전학선, 앞의 논문(주 1), 17면.
13) 전학선, 앞의 논문(주 1), 17면.
14) 인간안보(Securite humaine, Human security)는 1994년 국제연합개발계획(Programme des Nations
Unies pour le developpement, PNUD)이 새로운 안보개념을 제시한 것으로, 국제연합개발계획의 ‘1994
년 인간개발에 관한 세계보고서(Rapport mondial sur ledeveloppement humain 1994)’에서 나타난 것이
다(전학선, 테러방지법과 인권보장, 경찰법연구 제14권 제1호 (2016), 7면 이하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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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장도 있으나,15) 이러한 인간안보의 개념은 그 필요성은 인정되나 지나치게 급진적이고
이상적이라는 비판과 함께 안보 개념 설정 범위를 지나치게 넓게하여 직장과 가정의 문제
까지 포괄해서 포함시키는 문제점이 있다.

다. 테러에 대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강화의 재설정의 필요
테러방지법 제3조 제1항에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테러로부터 국민의 생명 ·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테러의 예방과 대응에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대책을 수
립하여 이를 시행하여야 하며, 제2항에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대책을 강구함
에 있어 국민의 기본적 인권이 침해당하지 아니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여야 하며, 제3항
에서는 이 법을 집행하는 공무원은 헌법상 기본권을 존중하여 이 법을 집행하여야 하며 헌
법과 법률에서 정한 적법절차를 준수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내지 법 집행 공무원들의 테러에 대한 역할과 기능에 있어 책임과
의무를 선언적으로 명시하고 있을 뿐 실질적이고 효율성 있는 역할을 규정하고 있지는 못
하다. 헌법과 법률에서 정한 적법절차의 범위 내에서 테러에 대한 예방과 대처를 위한 국가
나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이러한 기관에 소속된 공무원들의 역할에 대한 의무와 책임의 분
명한 설정이 필요하다.
적법절차에 따른 업무의 성격과 종류 그리고 권한의 범위 설정을 명확히 규정하여 소극
적 테러대응이 아닌 적극적 테러예방과 대응조치를 행하도록 하고, 이에 대한 명확한 책임
범위 설정이 제정되어야 한다. 테러는 은밀하고 비밀성이 있는 사전행위이므로, 이를 예방
하는 것이 최선이기 때문에 헌법과 법률에서 정한 적법절차의 범위 내에서 이에 대한 적극
적 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책임의 범위 즉 면책조항 등의 제정이 필요하다.

라. 인권보호 장치의 명확화의 요구
테러방지법은 국민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 목적이나 법문의 전체적 내용이 국민의
기본권 침해와 제한에 대한 내용이 대부분이다. 기본권 침해요소를 제거하기 위한 노력이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미완성된 채 시간에 쫓기듯 법률이 통과되어 제정되었다. 테러방
지법이 기본권을 제한하는 경우 헌법 제37조 제2항의 비례의 원칙에 위배되어서는 안되며
또한 기본권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는 없다.
테러방지를 위하여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할 수 있다. 이 경우 테러방지를 위한 예방적인
수단은 대부분 기본권 제한을 수반하게 되므로 적법절차와 법치주의가 요구되며 헌법 제37
조 제2항의 비례의 원칙에 위배되어서는 안된다.16) 구체적으로 테러방지법에서 기본권 침
15) 전학선, 앞의 논문(주 1), 6-7면.
16) 김희정, 테러방지입법의 합헌적 기준 – 자유와 안전의 조화, 고려대학교 법학박사 학위논문, 2015.6,
22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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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가능성이 있는 것은 무엇인지를 살펴보기로 한다.
(1) 테러 개념의 불명확성
먼저 테러 개념의 불명확성이다. 테러방지법은 형사처벌과 관련되기 때문에 죄형법정주
의의 원칙으로서 명확성의 원칙이 지켜져야 한다. 테러방지법에서 규정한 테러의 정의와
범위를 명확히 하지 않으면 자의적 해석으로 처벌 대상이 넓어 질 수 있다. 그러나 현재 국
제법적으로도 통일된 정의는 찾아보기 어렵고 개별행위를 테러로 규정하고 있는 실정이
다.17) 본 테러방지법도 일반적인 행위보다는 개별행위를 위주로 테러에 대한 개념정의를
하고 있다.
테러방지법 제2조 제1호 가목에서 ‘사람을 살해하거나 사람의 신체를 상해하여 생명에
대한 위험을 발생하게 하는 행위 또는 사람을 체포․감금․약취․유인하거나 인질로 삼는 행위’
라고 규정하고 있다. 동법 제2조 제1호 가목의 규정은 일반적이라 할 수 있는데, 행위의 목
적인 ‘권한행사를 방해하거나’와 연결되어 ‘사람의 신체를 상해하여 생명에 대한 위험을 발
생하게 하는 행위’를 테러로 규정하여 광범위하게 규정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사람의 신
체를 상해하여 생명에 대한 위험을 발생하게 하는 행위를 엄격하게 해석하지 않으면 행위
의 목적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을 방해하는 행위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에
반대하는 행위도 모두 해당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경우 테러방지법상 테러의 범주에
포섭되는 집회․시위에 대한 대테러정보활동도 가능하다는 견해도 있다.18)
(2) 테러단체의 개념의 불명확성
테러 개념 못지않게 테러범죄 및 활동과 이와 관련된 단체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하
지만 이를 국제연합에 위임하고 있다. 테러방지법 제2조 제2호에서 테러단체란 ‘국제연합
(UN)이 지정한 테러단체’로 하고 있다. 국제연합은 총회나 안전보장이사회가 결의로 개별
적으로 테러단체를 지정하고 이에 대한 제재조치를 취하고 있다.19)
국제연합이 지정한 테러단체의 명단의 신속한 확보와 관련 정보를 위해서 UN과의 긴밀
17) 신재철, 국제협약 및 외국 입법례상 ‘테러’ 개념의 비교분석, 한국범죄심리학연구 제4권 제2호, 2008,
132-147면.
18) 황문규, 테러방지법상 정보수빕 활동의 범위와 한계, 경찰대학 사회안전과 법센터 제2히 세미나 발표문,
2016.4. 29, 18면.
19) 안전보장이사회는 1999년 10월 15일 Al-Qaida 및 Taliban에 대한 제재조치를 결정하였고(결의 n°1267),
2001년 9월 12일 테러행위를 국제평화와 안전에 대한 위협으로 간주하고 테러 발생시 안보리 강제조치를
취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결의를 하였으며(결의 n°1368), 2001년 9월 28일 각국의 제반 대테러 조치
시행 촉구 및 동 결의 이행을 위한 안보리 대테러위원회(CTC) 설치를 결의하였고(결의 n°1373), 2004년
10월 8일 Al-Qaida, Taliban 연관 단체이외의 테러단체에 대한 제재조치 부과 방안을 마련키로 결정(결의
n°1566)하였으며, 2014년 9월 24일 외국인들이 시리아 등의 테러단체에서 활동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
의 결의(결의 n°2178)를 채택하는 등 테러와 관련된 다양한 결의를 하고 있다.현재(2016년 1월) 알카에다
와 탈레반 등 79개 단체가 테러단체로 지정되어 있다(황문규, 앞의 논문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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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협력이 필요하다. 형사처벌의 대상이 위임입법으로 가변적이어서 명확화할 필요가 있
다. 이에 대하여 우리나라에서도 UN의 자료를 근거로 하되 테러단체 지정을 위한 위원회
를 만들어 법률의 범위내에서 테러단체에 대한 지정을 분명히 해야 할 필요가 있다.
(3) 테러위험인물의 개념의 불명확성과 조사 추적의 문제점
테러방지법 제1조 제3호는 테러위험인물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데, 테러위험인물이란
‘테러단체의 조직원이거나 테러단체 선전, 테러자금 모금․기부, 그 밖에 테러 예비․음모․
선전․선동을 하였거나 하였다고 의심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 정의하고 있다. 여
기서 선전, 선동이라는 애매한 내용이 결합될 경우 이 법의 적용은 광범위하게 확대될
위험이 있다.20)
테러단체 자체가 불명확한데 거기에 소속된 조직원의 경우 더 불확실한 측면이 있다. 또
한 ‘상당한 이유’라는 표현에 따른 근거가 있어야 하는데 이러한 법률의 형태는 헌법 제27
조 제3항21)과 형법22) 및 형사소송법23))에서 규정되어 있으며, 추후 판례나 이론에 의해
해석이 되어 운용될 수 있는 부분이다.
테러방지법 제9조에서는 테러위험인물에 대하여 국가정보원장이 정보를 수집할 수 있
다. 테러위험인물에 대한 설정은 국가정보원장의 판단으로 행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통제
가 특별히 규정되어 있지 않아 이를 남용할 경우 개인의 기본권 침해가 발생할 수 있다. 즉
테러방지법에 테러위험인물 지정의 주체와 절차․방식 등에 관하여 전혀 규정을 두고 있지
않고 있으므로 국가정보원장이 테러위험인물을 확대하여 무제한적으로 정보 수집을 할 수
있다.
테러위험인물에 대한 정의가 명확하지 않은 상태에서 추적할 수 있도록 한 것은 결국 테
러위험인물에 대한 사찰도 가능하다. 추적이 어느 정도까지를 의미하는 것인지 불분명하지
만 인간의 존엄성을 침해하고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할 가능성은 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국가정보원장이 국가테러대책위원장인 국무총리에게 사전 또는 사후에 보고하도록
하고 있으나, 보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경우 이에 대한 제재조치가 법률 규정에 없다.

20) 새누리당의 ‘테러방지법’ 오해와 진실 Q&A에 대한 시민사회단체의 반박, 민주법학 제61호 (2016.7),
266면.
21) 헌법 제27조 ③모든 국민은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형사피고인은 상당한 이유가 없는 한 지체
없이 공개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22) 형법에서는 제21조(정당방위), 제22조(긴급피난), 제23조(자구행위)에서 ‘상당한 이유’라는 표현이 규정
되어 있다.
23) 형사소송법에서는 제47조(소송서류의 비공개), 제70조(구속의 사유), 제91조(비변호인과의 접견, 교통의
접견), 제96조(임의적 보석), 제101조(구속의 집행정지), 제198조의 2(검사의 체포․구속장소감찰), 제
200조의 2(영장에 의한 체포), 제200조의 3(긴급체포), 제201조(구속), 제205조(구속기간의 연장), 제
266조의 3(공소제기 후 검사가 보관하고 있는 서류 등의 열람․등사), 제266조의 12(공판준비절차의 종결
사유)에서 ‘상당한 이유라는 표현이 규정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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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러방지법에서 대테러 인권보호관을 두도록 하고 있고(동법 제7조), 테러방지법 시행
령 제8조와 제9조에서 인권보호관이 위원장에게 보고 후 관계기관의 장에게 시정권고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 테러위험인물이 자신의 추적에 대한 사항을 사전에는 알 수 없는
구조이므로, 원천적으로 민원 제기가 불가능하다. 따라서 국가정보원장이 사전에 국가테
러대책위원장에게 보고하는 경우는 거의 없을 것이며, 결국 사건이 문제화 되었을 때 즉 사
후에 보고하면 법적으로는 아무런 문제가 없게 된다. 이러한 규정들이 인권침해를 방지하
기 위한 장치로 보기에는 미흡하다.
또한 테러위험인물에 대한 정보수집과정에서도 인권침해의 가능성이 예상된다. 테러발
생가능성을 중심으로 수사절차를 지나치게 확대할 경우 기본권 제한의 대상인 테러혐의자
뿐만 아니라 불특정다수인 일반 국민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24)이 침해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테러의 사전 예방과 일반 국민의 인권 보호 범위내에서 테러예방을 위한 수사가 이
루어져야 한다. 결국 테러방지를 위해서 정보기관의 권한 강화와 국민의 기본권의 제한은
헌법 제37조 제2항의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를 위하여 제한할 수는 있으나, 이
러한 제한이 비례의 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전제에서만 가능하다.
(4) 테러선동․선전물 긴급 삭제 등 요청과 표현의 자유 침해 가능성
테러방지법 제12조 제1항은 “관계기관의 장은 테러를 선동․선전하는 글 또는 그림, 상징
적 표현물, 테러에 이용될 수 있는 폭발물 등 위험물 제조법 등이 인터넷이나 방송․신문, 게
시판 등을 통해 유포될 경우 해당 기관의 장에게 긴급 삭제 또는 중단, 감독 등의 협조를 요
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은 “제1항의 협조를 요청받은 해당 기관의 장은 필요
한 조치를 취하고 그 결과를 관계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테러방지법 제2조 제7호에서는 관계기관의 정의를 대테러활동을 수행하는 국가기관, 지
방자치단체,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라 하고 있고, 동법 시행령 제2조에 의하
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법 제2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업을 수행하는 지방직영기업, 지방공
사 및 지방공단으로 규정하고 있다.
긴급 삭제와 중단요청은 관계기관의 장이 판단하며, 요청을 받은 해당 기관의 장은 필요
한 조치를 취하고 그 결과를 관계기관의 장에게 통보할 의무를 지게 된다. 문제는 테러의
개념이 광범위하여 테러를 선동․선전하는 글이나 그림 또는 상징적 표현물 또한 광범위하
게 설정될 수 있어 표현의 자유와의 충돌가능성이 있다.

24)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은 자신에 관한 정보가 언제 누구에게 어느 범위까지 알려지고 또 이용되도록 할 것인
지를 그 정보주체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 즉, 정보주체가 개인정보의 공개와 이용에 관하여 스스로
결정할 권리를 말한다. 이는 헌법 제10조의 일반적 인격권과 헌법 제17조의 사생활의 비밀의 보장에 따른
기본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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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기간의 장으로부터 긴급 삭제 또는 중단의 요청을 받은 해당 기관의 장은 필요한 조
치를 취하고 그 결과를 관계기관의 장에게 통보할 의무를 지게 되는데, ‘필요한 조치’란 관
계기관의 장이 요청한 것을 의미하는 것인지 아니면 해당 기관의 장이 재량을 가지고 판단
할 수 있는 것인지 여부도 분명하지 않으므로 이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5) 외국인테러전투원에 대한 규제와 거주․이전의 자유 침해가능성
테러방지법 제13조 제1항에서 “관계기관의 장은 외국인테러전투원으로 출국하려 한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내국인․외국인에 대하여 일시 출국금지를 법무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고 하고 있고, 제2항에서는 “제1항에 따른 일시 출국금지 기간은 90일로
한다. 다만, 출국금지를 계속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관계기관
의 장은 그 사유를 명시하여 연장을 요청할 수 있다.”고 하고 있으며, 제3항에서는 “관계기
관의 장은 외국인테러전투원으로 가담한 사람에 대하여 여권법 제13조에 따른 여권의 효력
정지 및 같은 법 제12조 제3항에 따른 재발급 거부를 외교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외국인테러전투원’이란 테러를 실행․계획․준비하거나 테러에 참가
할 목적으로 국적국이 아닌 국가의 테러단체에 가입하거나 가입하기 위하여 이동 또는 이
동을 시도하는 내국인 · 외국인을 말한다(법 제2조 제4호).
외국인테러전투원에 대한 규제 규정과 헌법 제14조의 거주․이전의 자유와의 충돌가능성
이 제기된다. 이에 대해서 헌법재판소는 법무부장관의 출국금지결정은 국민의 출국의 자유
를 제한하는 행정처분일 뿐이고, 영장주의가 적용되는 신체에 대하여 직접적으로 물리적
강제력을 수반하는 강제처분이라고 할 수는 없다는 결정을 내렸다.25)
출국금지를 요청하는 주체는 관계기관의 장으로 출국금지 요청 주체를 너무 과도하게 규
정되어 있으며, 그 요건에서 외국인테러전투원으로 출국하려 한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내국인․외국인에 대하여 일시 출국금지를 법무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출국금지를 요청할 수 있는데 비해, 여
권의 효력정지와 재발급 거부를 외교부장관에게 요청하는 경우 외국인테러전투원으로 ‘가
담한 사람’으로 보다 구체화하고 있는 점과 구별된다.
또한 일시 출국금지를 법무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으나 출국금지를 계속할 필요가 있다
고 판단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관계기관의 장은 그 사유를 명시하여 연장을 요청
할 수 있다’고 하고 있어 사실상 출국금지를 기간의 제한없이 무기한으로 할 수 있으며, 출
국금지 요청 후 이에 대한 이의신청이나 불복절차에 관하여 규정이 없어 이에 대한 기본권
침해가 가능하다. 다만, 이에 대해서 헌법재판소는 “출국금지결정은 성질상 신속성과 밀행
성을 요하므로, 출국금지 대상자에게 사전통지를 하거나 청문을 실시하도록 한다면 국가

25) 헌법재판소 2015.9.24., 2012헌마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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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벌권 확보라는 출국금지제도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으며, 출국
금지 후 즉시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하고 있고, 이의신청이나 행정소송을 통하여 출국금지
결정에 대해 사후적으로 다툴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절차적 참여를 보장해 주고 있으므
로, 심판대상조항이 출국금지 대상자에게 사전통지를 하도록 규정하지 아니하거나 청문의
기회를 부여하고 있지 아니한 것만으로 적법절차원칙에 위배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결정
하고 있다.26)
(6) 통신비밀보호법 개정(부칙 제2조) - 통신의 자유 등 침해 여부
테러방지법 부칙 제2조 제1항에서 “ 통신비밀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하도록 하
고 있다. 제7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가안전보장에 대한 상당한 위험이 예상되는 경
우’를 ‘국가안전보장에 상당한 위험이 예상되는 경우 또는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
러방지법 제2조제6호의 대테러활동에 필요한 경우’로 한다.”로 규정되어 있다.
통신비밀보호법 제7조 제1항의 개정으로 통신제한조치의 내용을 보다 분명히 하였으며,
정보수사기관의 장이 통신제한조치를 취할 수 있는 사유가 ‘국가안전보장에 대한 상당한
위험이 예상되는 경우’에서 ‘국가안전보장에 상당한 위험이 예상되는 경우 또는 국민보호
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제2조 제6호의 대테러활동에 필요한 경우’로 확대되어 이
러한 대상의 확대가 통신의 자유의 불가침을 침해하는지 여부가 문제될 수 있다.
통신제한조치를 할 수 있는 경우는 통신비밀보호법 제7조 제1항에서 ‘1. 통신의 일방 또
는 쌍방당사자가 내국인인 때에는 고등법원 수석부장판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군
용전기통신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군용전기통신(작전수행을 위한 전기통신에 한한다)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대한민국에 적대하는 국가, 반국가활동의 혐의가 있는 외
국의 기관․단체와 외국인, 대한민국의 통치권이 사실상 미치지 아니하는 한반도내의 집단
이나 외국에 소재하는 그 산하단체의 구성원의 통신인 때 및 제1항 제1호 단서의 경우에는
서면으로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로 규정하고 있다. 그렇다면 대한민국 국민이 일방
혹은 쌍방인 경우 고등법원 수석부장판사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적대국이나 북한 등과 관
련된 경우에는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야 하므로 법원의 허가 내지 대통령의 승인을 필요로
하므로 통신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해석된다.27)
그러나 실체적인 측면에서 보면 통신제한조치를 할 수 있는 사유를 ‘대테러활동에 필요
한 경우’로 확대하였다. 대테러활동이란 ‘제1호의 테러 관련 정보의 수집, 테러위험인물의
관리, 테러에 이용될 수 있는 위험물질 등 테러수단의 안전관리, 인원․시설․장비의 보호, 국
제행사의 안전확보, 테러위협에의 대응 및 무력진압 등 테러 예방과 대응에 관한 제반 활
26) 헌법재판소 2015.9.24., 2012헌바302.
27) 수사가 아니라 단순한 정보수집을 위해서도 통신제한조치를 법원에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고등법원 수
석부장판사의 영장(허가)을 받아야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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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으로 정의하고 있어(동법 제2조 제6호), 대테러활동의 개념이 매우 넓고 포괄적으로 해
석된다.
테러의 개념이 포괄적인 것을 고려하면 테러 관련 정보 수집은 매우 폭 넓은 개념이 될
수 있고, 테러위험인물의 개념도 포괄적인 것을 고려하면 통신제한조치를 할 수 있는 사유
가 너무 넓고 포괄적으로 해석되며, 남용의 개입여지가 있으며, 남용에 의한 감청이 행할
경우 통신의 자유가 침해될 수 있다.
특히 통신비밀보호법 제8조 제1항에서는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음모행위, 직접적인 사망
이나 심각한 상해의 위험을 야기할 수 있는 범죄 또는 조직범죄 등 중대한 범죄의 계획이나
실행 등 긴박한 상황에 있고 통신비밀보호법 제7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통신제한조
치의 요건을 구비한 자에 대하여 통신제한조치 허가절차를 거칠 수 없는 긴급한 사유가 있
는 때에는 법원의 허가없이 통신제한조치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통신비밀보호법 제8
조 제3항에서는 사법경찰관이 긴급통신제한조치를 할 경우에는 미리 검사의 지휘를 받아
야 하지만, 특히 급속을 요하여 미리 지휘를 받을 수 없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긴급통신
제한조치의 집행착수 후 지체 없이 검사의 승인을 얻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대테러활동의 개념이 불명확하여 통신제한조치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경우가 확대
된 것이며, 법원의 허가나 검사의 지휘 없이 통신제한조치를 취할 수 있는 통신비밀보호법
제8조 제1항과 제3호를 남용하면 통신의 자유를 침해할 가능성은 있다고 할 수 있다.

2. 테러방지법 시행령의 분석과 문제점
시행령은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국무조정실장, 국방부장관, 외교부장관, 국정원장, 경
찰청장 등 19개 기관장이 참여하는 ‘국가테러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아래 대테러활동을 총괄 · 조정하는 ‘대테러센터’를 두고 있다. 또한 테러 예방 · 대응 활
동을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현재 운영되고 있는 조직을 활용한 ‘전담조직’을 운영하게
하고, 대테러활동에 따른 인권침해 방지 및 인권보호 활동을 위해 대테러 인권보호관 설치
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가. 대테러센터
시행령 제6조는 대테러센터로 하여금 국가 대테러활동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
한 사항과 대책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무 등을 처리하게 하며, 관계기관의 장에게 직무수
행에 필요한 협조와 지원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나. 대테러 인권보호관
시행령 제7조~제10조는 대책위원회의 위원장이 대테러 인권보호관(이하 ‘인권보호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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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위촉하고, 임기는 2년에 연임할 수 있도록 하며, 자격요건은 변호사로서 10년 이상 실무
경력이 있는 사람, 인권분야에 전문지식이 있고 부교수 이상으로 10년 이상 재직했던 사람
등으로 정하고 있다. 인권보호관의 직무로서는 대책위원회에 상정되는 대테러 정책 ‧ 제도
와 관련된 인권보호자문 및 개선 권고, 대테러활동에 따른 인권침해 관련 민원처리 등으로
정하고 있다.

다. 전담조직
시행령 제11조~제21조는 테러예방 및 대응을 위해 관계기관 합동으로 구성하거나 관계
기관의 장이 설치하는 ‘전문조직’을 정하고 있다. 아울러 관계기관의 장이 ‘전문조직’ 외에
테러 예방 및 대응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테러업무를 수행하는 하부조직을 전담조직
으로 지정 ·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특히, 특별시 ‧ 광역시 ‧ 특별자치시 ‧ 도 ‧ 특별자치
도와 관계기관간 테러예방활동의 유기적인 협조 ‧ 조정, 대책위원회의 심의‧의결사항에 대
한 시행 등을 위해 ‘지역 테러대책협의회’를 두고 의장은 국가정보원의 해당지역 관할지부
장이 맡도록 하고 있다.
테러사건에 대한 진압작전 수행을 위해 국방부장관, 국민안전처장관, 경찰청장이 ‘대테
러특공대’를 설치‧운영하도록 하고 있으며, 테러사건 발생시 신속한 인명 구조 ‧ 구급을 위
해 중앙 및 지방자치단체 소방본부에 국민안전처장관과 시‧도지사가 ‘테러대응구조대’를 설
치‧운영하도록 하였다. 또한 테러 관련 정보를 통합관리하기 위해 국가정보원장이 관계기
관 공무원으로 구성되는 ‘테러정보통합센터’를 설치 ‧ 운영하도록 하고 있다. 아울러 국내외
에서 테러사건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현저한 때 또는 테러첩보가 입수되거나 테러
관련 신고가 접수되었을 때는 국정원장이 관계기관 합동으로 구성되는 ‘대테러합동조사팀’
을 편성 ‧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라. 시행령의 주요 쟁점과 문제점
(1) 테러대응조직과 체계
테러대응조직 및 체계와 관련하여, 먼저 테러 대응조직의 조직, 정원, 운영에 대한 사항
을 시행령으로 정함으로써 동 조직에 대한 민주적 통제장치를 확립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
이 있다. 모법인 테러방지법에서는 대테러센터를 설치하도록 정하고 그 조직, 정원 및 운영
에 관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28) 그런데 시행령에서는 조직, 정원에
대한 구체적 규정이 없으며, 운영에 관한 사항도 구체적으로 정해진 바가 없다.
대테러 대응을 이유로 테러와 관련된 정보의 중심은 국정원이 되어야 한다는데 동의한

28) 테러방지법 제6조(대테러센터)제2항.이를 통제할 장치에 대해선 아무런 규정이 없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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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그러나 최소한이라도 국정원이 국가기관에 대한 권한을 확대하면서 이를 통제할 장치
는 마련되어 있어야 할 필요는 있다. 시행령에 따르면 국정원은 관계기관들이 참여하는 ‘테
러정보통합센터’, ‘대테러합동조사팀’을 설치하여 정보수집, 정보통합은 물론 조사활동까
지 직접 수행할 수 있으며, 시 · 도 관계기관까지 조정할 수 있는 ‘지역 테러대책협의회’ 의
장과 ‘공항 · 항만 테러대책협의회’ 의장까지 맡게 되어 실질적 권한 확대를 시행령을 통해
결정하였다.
이는 국정원에게 정부기관과 행정기관 전반을 주도할 수 있는 권한을 주는 것으로 해석
될 수 있다. 이에 대해 일각에서는 대테러조직의 조직, 정원, 운영에 대해서 아무런 구체적
규정이 없다는 것은 국정원의 테러활동에 대한 외부통제를 사실상 할 수 없도록 정책적 결
단의 형태로 볼 수 있다는 입장이 있으며, 법률도 아닌 시행령으로 권한 확대가 필요한지에
대한 논의는 있어야 할 것이다.
이와 관련 국무조정실은 시행령에서는 대테러센터 운영과 관련한 관계기관의 협조 · 지
원등 기본적인 사항만 규정했다며, ‘대테러센터’의 조직 · 정원을 규정한 직제는 부처 간 최
종협의를 통해 정부조직과 관련된 다른 법령처럼 별도의 직제(대통령령)로 반영될 예정이
라고 밝힌 바 있다.29) 그러나 모법이 이미 당해 조직에 대해서 기본사항을 정하고 있으므
로, 시행령에서는 상황의 긴급함을 고려하여 가능한 한 복잡하지 않게 통일적으로 구체적
인 사항까지 정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다음으로 테러사태를 대응하는 조직체계에 대해서도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다. 시행령에서 지역테러대책협의회의 장을 관할지역의 국정원 지부장이 맡도록 하고 있
어 국정원이 지역에서 국가행정체계에 과도한 영향력을 행사할 가능성이 있다. 국가안위와
테러방지를 위해서 국정원의 이러한 기능을 전담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면, 관련 사항은 시
행령이 아닌 법률에서 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2) 대테러특공대의 지역투입문제
경찰청과 국민안전처 소속의 대테러특공대가 이미 존재하고 있음에도 이와는 별도로 군
대테러특공대 투입이 필요하다면 그 요건에 대한 별도의 구체적인 규정 혹은 그에 따른 민
주적 통제 절차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다.30)
시행령 제18조(대테러특공대 등)제4항은 ‘국방부 소속 대테러특공대의 출동 및 진압작전
은 군사시설 안에서 발생한 테러사건에 대하여 수행한다. 다만, 경찰력의 한계로 긴급한 지
원이 필요하여 대책본부의 장이 요청하는 경우에는 군사시설 밖에서도 경찰의 대테러작전
을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 국방부 소속 ‘대테러특공대’가 군사시설 이
29) 국무조정실 보도설명자료, ｢테러방지법 시행령 · 시행규칙 입법예고(안) 관련｣, 2016.4.18.
30) 실제 테러관련 특공대 운영과 관련하여 경찰청과 국방부와의 협업이 명확하지 않고 관련 규정이나 지침이
명확하지 않아 실제 운영에 많은 어려움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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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에 출동하여 대테러 작전을 수행하는 것은 계엄이나 국가안위가 위급할 경우를 생각할
수 있다. 경찰력의 한계가 의미하는 것이 분명하지 않아 대책본부의 장이 경찰력과 무관하
게 행사할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지적에 대해 국무조정실은 “대테러특공대의 군사시설 이외 지역 투입은 ‘경찰력
의 한계’, ‘긴급한 지원의 필요성’, ‘대책본부장의 요청’ 등 매우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있다”
며 위헌성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한편 민간에 대한 군의 투입이 헌법상 비상계엄 시에만
가능한 일이라고 할 때, 관련 규정이 시행령으로 되어 있다는 점은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즉 군사지역 외에서 대테러특공대가 출동하는 경우에 대한 사항은 초헌법적인 내용이 될
수 있어 법률로 규정해도 문제가 될 소지가 있는 것을, 형식상 시행령으로 규정되어 있어
향후 위헌성 논란의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3) 인권보호관제도의 규정과 실효성 대책
시행령에서는 대테러 활동과정 등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인권침해를 예방하기 위해 인권보
호관을 두고 있으나, 시행령 제9조(시정권고)외에는 인권보호관의 권한이 거의 부여되어
있지 않다. 뿐만 아니라 인권보호관의 활동지원을 위한 지원조직에 대한 구체적 내용이 빠
져있어 인권보호관 제도의 실효성을 얻기 위해서는 이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

3. 소결
테러라는 비상상황에서 국민의 생명과 신체, 국가안전을 수호하기 위하여 테러대응책을
미리 마련하고 만반의 준비를 하는 것은 국가의 당연한 의무이다. 그러나 이러한 국가의 노
력이 불필요한 논란으로 그 실효성을 담보할 수 없다면 애초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울 것
이다. 대테러대응을 위한 우리 정부의 노력은 국가의 안보와 국민의 안전을 위해서는 불가
결한 조치이지만, 기능적 · 체계적 효율성이나 인권과 관련한 헌법적 한계에 대한 지속적
보완작업이 필요하다.
IS 등 국제환경의 급박한 요구에 부응하여 대테러대응을 위한 법적 · 제도적 장치를 급하
게 마련하였지만 많은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어 지속적인 논의와 개선 · 보완이 필요하다.
특히 국정원의 권한 확대와 이로 인한 인권침해의 가능성과 관련하여 일각에서는 헌법소
원을 청구하는 등 그 논란이 지속되고 있어 향후에도 면밀한 검토를 통한 수정 보완이 필
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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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새로운 형태의 테러방지를 위한 법제 개선방안 모색
1. 사이버테러 방지를 위한 법제정과 국제협력 강화의 필요성
테러의 양상은 최근 다양해지고 있다. 전통적 형태와 달리 가상공간을 이용한 사이버테
러에 대응하는 것도 국가의 책무라 할 수 있다. 우리는 호전적인 북한과 마주하고 있어 새
로운 형태 즉 사이버테러에 대한 대비책이 필요하다.31) 미국은 사이버안보를 전쟁의 개념
으로 접근하고 있다. 사이버테러의 경우 국경의 개념이 없어 국제간의 긴밀한 협력이 필요
하다. 특히 2016년 2월 제18회 아시아 안보회의(Asian Security Conference)에서 호주 등
은 사이버안보에 대한 효율적인 국제협력을 위해 대립관계에 있는 미국과 중국 보다는 한
국, 일본, 호주, 인도 등 중견국의 역할이 더 중요하다고 강조하였다.32)
최근 북한의 사이버테러는 핵과 미사일 도발 못지않은 중대한 안보위협이 되고 있다. 미
국에서는 2016년 2월 12일 하원을 통과한 ｢북한 제재 및 정책 강화법(H.R757)｣에 사이버
안보 저해 행위에 대한 규제도 포함되었다. 이처럼 사이버안보에 대한 국제사회의 인식과
협력 수준이 높아지는 가운데 북한 및 테러집단의 사이버테러위협에 대한 대응방안을 법률
적 측면에서 살펴보기로 한다.

2. 북한의 사이버테러 현황과 공격력
가. 북한의 사이버테러 현황
핵과 미사일뿐만 아니라 북한의 사이버 테러공격은 다양하게 전개되어 왔으며 2009년
이후 그 횟수가 더욱 빈번하고 있다. 북한은 2009년 7월 7일부터 한국과 미국의 주요기관
등 총 35개의 웹사이트에 대하여 분산서비스거부공격(디도스: DDoS)을 감행하였다. 국내
에서는 청와대 · 국회 · 국방부 등의 주요기관의 홈페이지 등 25개 사이트가 2009년 7월 7일
발생한 디도스 공격에 의해 일시적으로 다운되는 사건이 발생한 바 있다. 한국인터넷진흥
원 자료 결과분석에 의하면 디도스 공격 피해 건수는 2009년에 42건, 2010년에 53건,
2011년에는 63건으로 계속해서 늘어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33)
청와대와 국회 등 정부기관과 국민은행 등 금융기관과 네이버 등을 비롯한 68개 주요 포
털사이트에 장애와 금융전산시스템 파괴와 전산 장애를 발생시킨 사건, 한국수력원자력 직
원 컴퓨터에 자료 파괴형 악성코드를 유포하여 PC디스크 등의 파괴를 시도한 사건 모두 북
한의 소행으로 밝혀졌다. 2014년 12월 24일에는 소니픽처스 엔터테인먼트사의 내부 전산
31) 정준현, 사이버 주권 확보 위한 사이버테러방지법 제정 시급하다, 통일한국, 2016.4, 40면 이하 참조.
32) 북한 사이버 테러에 대비한 법제개선방안, 이슈와 논점 제1127호 (2016.2.23.), 입법조사처 참조.
33) [네이버 지식백과], 디도스공격 [─攻擊, distributed denial of service attack] (시사상식사전, 박문각).

230 국가정보연구 제9권 2호

망이 다운되고 개봉 예정인 영화의 사전 유출로 1천억 원대의 손실을 발생시켰으며, 2016
년 1월 6일 4차 핵실험 직후 북한은 청와대를 비롯 해 주요 기관을 사칭하는 악성코드가 내
장된 이메일을 대량으로 유포했다는 의심을 사고 있는데, 유포된 이메일이 2014년 말 한수
원 해킹사건과 동일한 중국 랴오닝성 IP임이 밝혀져 북한의 소행으로 확인되고 있다.

나. 북한의 사이버테러 공격력
북한의 사이버테러 공격력은 2009년 2월 정찰총국(국장: 김영철)의 탄생으로 비약적으
로 발전하였다. 정찰총국은 공작 업무를 맡고 있는 인민무력부 산하 정찰국에 공작원 침투
등을 관리하는 조선노동당 산하 작전부와 대외정보 수집을 담당하는 35호실이 통합되면서
탄생했다. 북한은 정찰총국산하 6개 작전국 외에 사이버 공격 조직인 사이버전지도국(제
121국)을 설립하였다. 제121국은 첩보와 공격을 담당하며 평양 대동강 유역의 무신동 지역
에 본부를 두고 있다. 제121국은 주로 중국에서 해킹 공격을 수행하여 한국과 미국의 시스
템을 무력화시키고 주요 기밀을 위조하고 있다.34)
중국 선양에 있는 칠보산 호텔이 통제 거점 가운데 하나이며,35) 중국 헤이룽장, 산둥, 푸
젠, 랴오닝성과 베이징 인근 지역에도 사이버전 수행 거점을 설치한 것으로 알려졌다.36)
제121국에는 직접적인 해킹을 기획하는 인력이 1,200명, 기술지원 인력이 1,800명이며, 유
관조직 사이버 요원도 3,000명 정도로 추정된다. 제121국 산하 제110연구소는 컴퓨터 네트
워크에 침입하여 정보를 획득함은 물론 금융기관 등의 네트워크에 바이러스를 이식하는 기
술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37)
북한의 사이버 테러 공격력은 미국과 러시아 그리고 중국에 비해서는 떨어지지만 매우
높은 수준으로 평가되고 있으며, 컴퓨터나 네트워크를 소프트웨어적으로 공격하는 방식과
외부에서 물리적으로 공격하는 하드웨어 파괴방식으로 나눠 볼 수 있다. 전자는 그동안 북
한이 좀비 PC를 동원한 디도스 공격과 악성코드 등을 이용한 서버침투 등에 주로 사용한
방식을 의미한다. 후자는 EMP탄, HPM탄, 나노머신 등 광속으로 에너지를 전달해 모든 전
자장비, 지휘통신체계 등을 순식간에 무력화시키는 무기체계가 있으며, GPS 교란으로 추
정되는 이동통신서비스 장애를 발생시키는 하드웨어 파괴방식을 사용하였다.

34) http://www.scribd.com/doc/15078953/Cyber-Threat-Posed-by-North-Kore-and-China-toSouth-Korea-and-USForces-Korea (2015. 7. 26 검색)
35) http://www.scribd.com/doc/15078953/Cyber-Threat-Posed-by-North-Korea-and-China-to-South-Koreaand-USForces-Korea (2015. 3. 2 검색)
36) 매일경제, 3 · 20 해킹, 북한 정찰총국 소행, 2013.4.10.
37) Jenny Jun · Scott LaFoy, “North Korea’s Cyber Operations,” A Report of the CSIS Korea Chair
(Dec.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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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이버테러에 대한 대응방안
사이버테러에 대한 대응방안을 살펴보기로 한다. 첫째, 북한의 사이버테러에 대응하는
법적 기반을 구축해야 한다. 2009년 북한이 사이버테러를 시도한 이후 국정원을 중심으로
‘국가 사이버 안보 마스터플랜’을 수립하여 국가차원의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있었으며, 국
방부도 2010년 직할부대로 ‘국군사이버사령부’를 창설하고 사이버전 전투능력을 강화를 대
비하고 있었다. 문제는 현재 대통령 훈령인 ｢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만으로는 사이버테
러 대응을 하기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사이버 안보에 대한 기본 법률 제정이 필요하기 때문
에 19대 국회에서 사이버테러방지 및 대응에 관한 4건의 법률안이 소관 상임위에 계류되었
다가 회기만료로 폐기되었다. 20대 국회에서 다시 사이버테러방지와 관련된 법률이 다시
제정될 필요가 있다.
이와 함께 긴급사태에 상당하는 사이버테러방지와 관련된 사건, 기타 정보통신망 또는
전자적 기록매체를 통한 안보위협과 테러활동 즉, 국민생활 및 경제활동에 중대한 영향
의 발생을 방어하는 능력의 강화를 도모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의 근거법률을 제정하여야
한다.
둘째, 사이버안보에 대한 국제협력을 위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 사이버 안보를 위한 국
제규범 수립에 한국의 주체적 참여, 국가 간 신뢰구축 및 정보공유, 개발도상지역의 사이버
안보 역량 구축 지원 등 국제적인 기술 협력, 범죄 단속 및 기타 국제협력을 추진하고, 한국
의 사이버안보정책에 대한 외국의 이해를 증진시키는 정책을 강구해야 한다.
2009년 에스토니아의 수도 탈린(Tallinn)에 있는 국제군사기구인 북대서양조약기구 사
이버방어센터(NATO Cooperative Cyber Defence Center of Excellence)가 사이버 전쟁에
적용되는 매뉴얼을 작성하기 위하여, 저명한 국제법 실무자와 학자 및 관련 전문가들을 초
청하였고, 이들이 논의한 끝에 2013년 봄에 ‘탈린 매뉴얼(Tallinn Manual)’을 만들었다.
지난 2014년 오바마 대통령이 소니픽쳐스사의 사이버공격의 주범으로 북한을 지목하고
“비례적으로 (proportionally)” 대응할 뜻을 밝힌 것도 탈린매뉴얼의 원칙에 따른 것이라고
볼 수 도 있다. 현재 유엔을 중심으로 UN 정보안보 정부전문가 그룹(GGE)에서는 사이버안
보의 확보를 위한 국가간 규범문제를 논의하고 있고, UN 제1위원회(군축)에서는 사이버 공
간에서의 신뢰구축 및 국가안보 문제를 논의하고 있다. 따라서 세계최고 수준의 정보통신
기술을 보유하고 있으면서 북한의 사이버테러 위협에 항시 노출되어 있는 우리도 사이버안
보에 대한 국제규범 확립에 기여해야 할 것이다.

4. 소결
북한과 국제 테러단체의 사이버 테러 가능성이 높은 지금 이에 대한 법제적 보완과 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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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력이 시급하다고 본다. 북한의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로 대한민국과 국제사회의 안전이
위협받는 상황에서 북한의 사이버테러위협은 더욱 고조될 전망이다. 따라서 사이버테러 방
지 기본법의 제정과 국제협력의 강화가 필요하다. 사이버테러방지법의 내용은 먼저 테러에
대응하는 사이버 안보에 관한 관련 정책을 종합적･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이버안
전에 대한 기본 이념을 정하고, 국가의 책무 등을 분명히 하여야 하며, 사이버 안보에 대한
전략 수립 등 사이버안보 관련 정책의 기본이 되는 사항을 정함과 동시에 사이버 테러 및
안보를 위한 콘트롤 타워조직을 설치하는 근거에 대한 규정을 기본법에 규정해야 한다.

V. 결론
테러는 근절되어야 하고 테러로 인한 피해는 조속히 복구되어야 한다. 이를 뒷받침하는
법제가 필요하다. 예방과 피해회복은 분리될 수 없는 국가의 책무이다. 테러와 관련된 법제
는 기존의 법원칙과 다른 전제에서 제정되는 경우가 많다. 이에 대한 전제를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재의 테러 양상과 예방을 우선으로 하면서 국민안전을 위한 대비책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테러를 방지한다는 이유로 국민의 기본권 보장을 소홀히 해서는 안된다. 기본
권을 제한하더라도 비례의 원칙에 따라 최소한의 범위로 제한해야 한다. 또한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상의 각종 규정들이 명확성 원칙 등 기본권 침해에 위배되는
지 면밀히 따져보아야 한다.
테러방지법 제3조 제2항에서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대책을 강구함에 있어
국민의 기본적 인권이 침해당하지 아니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
다. ‘기본적 인권이 침해당하지 아니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한 것을 보
면, 기본권 보장에 있어서 근본적인 생각이 테러방지에 우선을 둔 것은 아닌가하는 생각이
든다. ‘기본적 인권이 침해당하지 아니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할 것이
아니라 ‘기본적 인권을 침해해서는 안된다’로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테러의 양상은 다양하므로 새로운 방법에 대한 테러와 이에 대한 대처방안도 다양해야
한다. 현행 테러방지법의 보완과 사이버테러방지를 위한 기본 입법과 국제적 공조체제를
협력을 통해 사이버테러에 대응하는 사이버테러방지법도 조속히 입법화되어야 한다.
한국의 사이버안보 분야 법제도 정비에서도 해당 법률에서 사이버안보에 대한 기본 이념
을 밝히는 것이 바람직하다. 사이버테러방지법의 내용은 먼저 테러에 대응하는 사이버 안
보에 관한 관련 정책을 종합적･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이버안전에 대한 기본 이념
을 정하고, 국가의 책무 등을 분명히 하여야 하며, 사이버 안보에 대한 전략 수립 등 사이버
안보 관련 정책의 기본이 되는 사항을 정함과 동시에 사이버 테러 및 안보를 위한 콘트롤
타워조직을 설치하는 근거에 대한 규정을 기본법에 규정해야 한다. 즉, 사이버안보를 테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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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지법의 한 분야로 취급할 것이 아니라 독자적 영역을 전제로 관련 법제를 만들어야 한다.
대통령제 국가인 한국에서 사이버안보 활동의 총괄은 국무총리 또는 행정각부가 아니라
대통령 직속기관이 담당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에 따라 사이버안보 정책의 성격도 범국가
적 성격을 확실히 가지게 될 것이다. 이러한 입장에서 국가사이버안보 종합대책 등을 통하
여 추진되었던 청와대 및 국가안보실 중심의 사이버안보 추진체계를 발전적으로 법제화하
여 사이버안보 정책을 조정하는 기구의 지위를 법률에서 국가안보실장 소속으로 정함으로
써 국가안보실이 범국가적 사이버안보 정책을 조정하고 중대한 사태가 발생한 경우 대통령
을 보좌하는 형태를 형성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한편, 직접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
는 실무총괄기능은 적절한 기술적 역량과 일선의 실무 경험을 보유한 동시에 사이버안보
문제를 국가안보적 관점에서 다룰 수 있는 기관이 수행하는 것이 적합하다.
테러방지법이나 사이버테러방지법 등은 국가와 국민의 안전을 위함이 최우선이나 그 과
정에서 국민의 기본권 침해가 수반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헌법에 합치되고, 법률유보이론에
따른 법률의 근거가 제시될 수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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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 Analysis and Improvement of Anti-Terrorism Act

Oh, Kyung Sik (Gangneung-Wonju National University)

On September 11, 2001 a general consensus for counterterrorism activities was
reached. However the dilemma of human rights infringement and fundamental
citizen rights versus enacting an anti-terrorism act to protect national security
and safety of citizens has not been fully resolved. Here we analyze the major points
of the act and its legal basis and discuss for counterterrorism systems.
The necessity for a stronger anti-terrorism organization cannot be denied, and
the need for a more efficient information sharing system between various parties
needs was explored by examining the case in the United States (CIA and United
States Attorney’s Office) and Switzerland (Federal Police and Federal Prosecutors).
National Intelligence Service Korea can collect information, but close information
sharing with prosecutor’s office at early stages is currently lacking. On the other
hand human rights must also remain protected. The unclarity in the concept of
“terrorist threat” will be addressed. Privacy and freedom of expression may be
oppressed by abusive intelligence collection, and corresponding measures in foreign
countries will be explored.
Further, improvements needed to respond to new forms of terrorism will be
discussed. Legislation and strengthened international cooperation in response to
cyberterrorism is necessary. The current regulations on National Cyber Safety
Management is insufficient in the face of attacks such as the 2009 DDos attack and
various North Korean cyberterrorists. Current measures and their improvement
will be discussed.

Key Words

Terrorism, Counterterrorism Organizations, Cyberterrorism, Anti-Terrorism
Investigation Orgainz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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