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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록  

본 논문은 테러와의 전쟁에서 많은 피해를 입은 미국과 러시아의 
테러조직 리스트가 예상과 달리 왜 유사점보다 차이점을 더 많이 가지고 
있는가를 밝히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러시아와 미국이 테러조직을 지정하는 
과정을 비교함으로써 양국의 테러조직 지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규명하고자 하였다. 

우선 미국과 러시아의 국가 안보전략 문서들을 분석함으로써 양국이 
시기별로 중요하게 여긴 관심사와 이러한 관심사에 대한 위협이 무엇인지 
분석하였다. 그 다음으로, 미국과 러시아의 대통령들이 1993 년부터 2017 년까지 
발표한 테러 관련 연설문, 인터뷰, 공문서들 가운데 제목이나 본문에 ‘terror’ 및 
‘террор’라는 어근이 포함된 다양한 형태의 텍스트 자료들을 대상으로 
워드분석을 함으로써 양국이 테러를 어떠한 위협으로 상정하는지, 국내외의 
어떤 안건들과 연결하는지를 파악하였다. 

그리하여 본고는 테러에 대한 역사적 경험과 인식, 안보에 대한 이해, 국제 
질서와 상황 파악 등 많은 요인들이 테러조직 지정에 영향을 미치면서 양국이 
테러에 대한 기본적인 인식, 즉 초국가적인 테러조직들이 한 국가만이 아닌, 
국제사회 전체에 위협이 될 수 있다는 인식 면에서는 시간이 지나면서 
비슷해졌지만 양국의 안보개념, 안보와 관련된 국익의 우선 순위, 테러에 대한 
인식에 영향을 미친 역사적 경험이 상이하기 때문에 테러조직의 지정에서 
유사점보다는 차이점이 더 많이 나타나게 되었다는 결론에 도달하였다. 본고는 
일견 미국과 러시아가 테러조직을 공동의 적으로 간주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다양한 요인들로 인해 테러와 테러조직의 지정에서 서로 다르게 
접근한다는 사실을 보여주었다는 데 그 의의가 있다.  

 
 

주요어  : 테저조직 , 지정제도 , 테러에  대한  인식 , 러시아 , 미국  
학    번  : 2016-232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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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론  

1. 문제제기 

제 2 차 세계 대전 이후 세계화를 비롯한 많은 원인으로 다양한 비국가 
행위자들이 국제 무대에 등장하게 되었고 정치적 영향력을 가지기 시작하였다. 
그러한 비국가 행위자들 중 하나인 테러조직은 주로 정치적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테러수행 의지와 능력을 갖추고 테러와 관련된 활동을 하고 있다. 
테러조직은 주로 국가의 안정성과 안보를 위협하기 때문에 각 국가는 테러 
문제에 큰 관심을 가지고 테러방지 대책을 마련해오고 있다. 그러나 테러 문제는 
독자적으로 해결하기 어렵기 때문에 테러 방지를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는 
국가들은 유엔을 비롯한 국제 기구나 군사 동맹을 통해서 협력을 하고 있다.  

역사적으로 대(對)테러 경험이 많은 미국과 러시아는 9·11 사건을 계기로 
처음으로 테러에 대하여 서로 적극적으로 협력하기로 약속하였다. 그 당시 
러시아의 외무장관이었던 이고리 이바노프(Igor Ivanov)는 “우리가 제 2 차 세계 
대전에서 연합했던 것처럼 테러에 대한 국제적 연합이 꼭 필요하다. 이는 신 
세계질서의 기반이 될 수 있다”1고 주장하며 테러에 대한 미국과 러시아의 
협력이 국제테러방지체제를 구축하는 데 중요한 기여를 할 수 있다고 
강조하였다. 하지만 미국과 러시아의 대테러 협력은 그러한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였다. 2002 년 5 월부터 러시아는 미국이 9·11 테러 이후 독자적으로 
이라크전쟁을 일으키면서, 국제적으로 공조하기로 한 약속을 지키지도, 
러시아와 논의도 하지 않은 채 자국의 이해관계에만 따라 행동한다고 비난하기 
시작하였다 2 . 반면에 미국은 러시아가 탈레반(Taliban)과 같은 많은 
테러조직들에게 무기를 공급하고 있다3고 규탄하고 러시아의 정책이 실제로 

																																																								
1Angela Stent. 2014. The limits of partnership: U.S.-Russian relations in the twenty-first century 

(Princeton University Press, 2014), p. 69.  
2МИД РФ резко осудил действия США в Ираке. НТВ. 2003.03.22. URL: 

http://www.ntv.ru/novosti/16916/ (검색일 2020 년 6 월 6 일). 
3Тиллерсон обвинил Россию в поставках оружия талибам. Интерфакс. 2017.08.22. URL: 

http://www.interfax.ru/world/575948 (검색일 2020 년 6 월 6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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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러를 예방하기 보다는 원인을 제공한다고 비난하였다4. 흥미로운 사실은 정작 
미국의 공식 해외 테러조직 리스트에 탈레반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것이다. 
탈레반은 미국의 비국가행위자 분류에서 테러조직이 아니라 분리주의 세력으로 
규정되기 때문이다. 한편, 러시아는 미국과 유럽 국가들이 테러조직으로 지정한 
하마스(HAMAS)와 헤즈볼라(Hezbollah)를 테러조직 리스트에 포함하지 않는데 
그 이유는 두 세력이 각각 선거를 통해 정당성을 확보한 국가 행위자로 간주되기 
때문이다5. 

위의 사실을 통해 테러에 대한 양국의 협력을 방해하는 요소 중의 하나가 
어떤 세력을 테러조직으로 규정하는지의 차이에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위의 
사례에 국한되지 않으며 양국의 공식 테러조직 지정 리스트에서 현격하게 
드러난다. 테러조직 지정 제도는 1990 년대 말에 비군사적인 테러 방지 대책으로 
등장하였다.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테러와 테러조직에 대한 정의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어떤 방식으로 테러조직을 정의할지, 어떤 조직을 테러리스트에 
넣을지는 각 국가의 재량에 속한다. 그런데 대부분의 국가들은 자국의 주권이나 
안전을 위협하는지의 여부에 따라 조직을 테러조직으로 지정하고 이는 각 
국가가 특정 조직에 대한 공식적인 입장을 발표하는 데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테러로 인해 많은 피해를 입은 국가들 중에서는 미국이 1997 년에 최초로 
테러조직 리스트를 만들었고 그 다음으로 러시아가 2003 년에 이 제도를 
수립하였다. 현재(2020 년 7 월 기준) 미국은 해외 조직 70 개를 테러조직으로 
지정한 반면에 러시아는 대내외의 조직 31 개를 테러조직 리스트에 포함시키고 
있다. 미국과 러시아의 테러조직 리스트를 놓고 비교해보면 예상외로 양국이 
공통적으로 지정한 테러조직은 10 개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미국과 
러시아의 테러조직 리스트에 유사점이 적다는 사실도 놀랍지만 둘 중에 한 
국가가 어느 조직을 테러조직으로 지정하여 엄격한 제재 조치들을 취하는 
반면에 다른 한 국가는 동일한 조직을 정부 단체로 보면서 공식적 차원에서 
교류한다는 것은 더 많은 의문을 불러일으킨다. 일반적인 관점에서 반인륜적인 
테러행위를 하는 조직을 테러조직이라고 규정하는 것은 너무나 자명한 일이지만 
실제적으로는 두 국가가 어떤 조직을 테러조직으로 규정해야 하는지에 대해 

																																																								
4Daniel L. Byman, Russia is a state sponsor of terrorism. But don't treat it that way, Brookings (April, 

2018) https://www.brookings.edu/blog/order-from-chaos/2018/04/30/russia-is-a-state-sponsor-of-

terrorism-but-dont-treat-it-that-way/ (검색일 2020 년 6 월 6 일). 
5 РФ не причисляет "Хезболлу" и ХАМАС к террористическим организациям. Интерфакс. 

2015.11.15. http://www.interfax.ru/world/479405 (검색일 2020 년 6 월 6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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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를 이루지 못하고 있는 이러한 현실은 테러와의 전쟁에 있어서 양국의 
협력이 한계에 봉착할 수밖에 없음을 여실히 보여준다. 

그렇다면 테러조직 지정에 있어서 이러한 차이는 어디에서 비롯된 
것일까? 법적인 측면에서는 양국의 테러에 대한 주요 법률 가운데 테러와 
테러조직에 대한 규정을 비교하면 비슷한 부분이 많고 사실상 차이가 거의 
없다는 것을 볼 수 있다. 또한 이론적인 측면에서도 양국 모두 테러를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폭력행위로, 테러조직을 테러와 관련된 활동을 하고 있는 
조직으로 본다는 점에서 공통적이다. 그러나 앞에서 보았듯이 미국과 러시아가 
실제로 테러조직을 선정하는 데 있어서는 분명한 간극이 존재한다. 이러한 
간극을 살펴보기 위해서 본고는 법률적, 이론적 토대 외의 다른 요인, 그중에서도 
테러에 대한 양국의 인식과 안보관에 주목한다. 이를 위해 본고는 미국과 
러시아가 지정한 테러조직 리스트를 중심으로 양국의 테러조직 지정에 어떤 
유사점과 차이점이 있는지, 차이점이 있다면 그러한 차이가 생긴 원인은 
무엇인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이와 같은 연구 질문에 답하기 위하여 본 연구는 
미국과 러시아의 안보관 그리고 테러에 대한 인식과 역사적인 배경을 
살펴봄으로써 양국이 어떤 기준에 의하여 테러를 정의하는지에 파악하고자 한다. 
양국의 테러에 대한 인식, 테러조직 지정의 기준과 원칙을 살펴보고 그런 원칙과 
기준이 국제 무대에서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분석함으로써, 양국의 대테러정책이 
지니는 차이점을 드러낼 수 있을 것이다.  

2. 기존연구 검토 

테러조직 지정 제도는 처음 수립된 지 20 년이 넘었지만 아직까지 학계의 
주목을 많이 받지 못하고 있다. 지금까지 이루어진 연구를 크게 테러조직에 대한 
법학적 연구와 정치학적 연구의 두 가지 유형으로 분류해볼 수 있다. 첫 번째 
유형은 법학적 연구이다. 이러한 유형의 연구들은 법률적, 제도적인 측면에서 
테러조직의 지정 과정을 서술하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Wyatt 6는 개인이나 
조직이 헌법에 따라 정당한 절차를 밟았는지 여부를 보여주는 Mathews Test 을 
적용함으로써 미국의 테러조직 지정 제도가 해당 조직이 지정결정에 대해 
법원에 항소하는 것을 거의 불가능하게 하기 때문에 실제로 조직의 권리를 

																																																								
6 Micah Wyatt. 2009. “Designating terrorist organizations: due process overdue.” Golden Gate University 

Law Review, Wntr, 2009, Vol.39(2), pp. 221-2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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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한하고 있다는 결론을 내린다. Jinks 7와 Ellis 8도 헌법과 Antiterrorism and 
Effective Death Penalty Act of 1996 (AEDP) 법에 의거하여 미국의 테러조직 지정 
제도에 대해 심의한다.  

두 번째 유형은 지정 과정에 대한 정치학적 연구들이다. 그 대표적인 
것으로서 Shapiro9의 연구는 테러조직 지정에 관한 미국 법률을 분석함으로써 
지정 과정의 정당성을 중점적으로 살펴본다. Shapiro 는 미국 행정부의 경우에는 
해외 조직을 테러조직으로 지정하는 권력이 막강하고 지정할 조직을 독자적으로 
선정하기 때문에 지정 과정이 점차 정치화되고 있다고 결론을 내린다. Cronin10도 
미국의 테러조직 리스트를 중심으로 살펴본다. 그는 특히 테러 방지 대책 
도구로서 이 리스트의 운영 및 효과를 집중적으로 분석하였다. 그는 Shapiro 와 
마찬가지로 국가가 다른 정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테러조직 지정을 이용할 
수 있다는 사실에 주목하여 지정 과정이 정치화된다고 주장한다. Cronin 과 
Shapiro 의 연구들은 국내적인 차원에서만 이런 테러조직 지정의 문제를 다루고 
있다. 하지만 현재의 테러 문제는 국내적인 차원을 넘어 점차 국제적인 차원에서 
논의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기존 논의들은 상당히 좁은 범위에서 이루어졌다고 
할 수 있다. 

Brian J. Phillips11는 'Foreign Terrorist Organization designation, international 
cooperation, and terrorism'이라는 논문에서 주로 대테러 정책의 효과에 
집중하면서 테러조직 지정을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테러조직의 활동에 대응하는 
방법으로 살펴본다. 이 논문은 미국이 운영하는 테러 조직 리스트를 
검토함으로써 리스트가 실제 효과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즉, 한 조직이 미국의 테러 조직 리스트에 포함되면서부터 해당 조직의 테러 활동 

																																																								
7 Derek Jinks. “Foreign terrorist organizations - right under U.S. Constitution -scope of judicial review of 

Secretary of State's designation.” The American Journal of International Law, Vol.94, No. 2 (April 2000) 

pp. 396-400. 
8 Joshua A. Ellis. “Designation of foreign terrorist organizations under the AEDPA: the National Council 

court erred in requiring pre-designation process. (Antiterrorism and Effective Death Penalty Act of 

1996).” Brigham Young University Law Review, Summer, Vol.2002(3), p.675-716. 
9 Julie Shapiro. “The Politicization of the Designation of Foreign Terrorist Organizations: The Effect on 

the Separation of Powers.” Cardozo Public Law, Policy & Ethics Journal, Summer, 2008, Vol.6(3), pp. 

547-600. 
10 A.K. Cronin. “The FTO List and Congress: Sanctioning Designated Foreign Terrorist Organizations.” 

(Washington, DC: Library of Congress, Congressional Research Service, 2003).  
11 Brian J. Phillips 2014. “What Is a Terrorist Group? Conceptual Issues and Empirical Implications.” 

Terrorism and Political Violence, 01 January 2014, pp. 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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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준에 변화가 있는지를 검토한다. Brian J. Phillips 는 FTO 리스트에 있는 
조직들이 테러 조직으로 지정되기 전후의 테러 공격 횟수를 비교함으로써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렸다. 미국의 동맹국에서 활동하는 테러 조직은 
테러조직으로 지정된 이후 다른 조직에 비해서 공격이 감소한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테러조직 지정 효과가 어느 정도의 나타나는 것을 증명한 것이다. 

본고가 채택하고자 하는 방향과 가장 비슷한 연구는 Cotter12의 연구이다. 
Cotter 는 14 개 국가의 테러조직 리스트에 대한 서술로 시작하지만 미국의 
테러조직 리스트에 연구의 초점을 맞춘다. Cotter 는 주로 어떤 조직이 
테러조직으로 지정되었는지, 지정이유가 무엇인지를 전체적으로 설명하면서, 
미국이 테러조직으로 지정한 Boko Haram 조직의 사례를 통해 지정과정에서 
관료의 역할과 관료의 이해관계의 영향력을 살펴본다. 마지막 장에서 Cotter 는 
조직과 관련된 공공 토론에 지정이 미치는 효과가 무엇인지에 대해 논의한다. 
결국, Cotter 는 조직을 테러조직으로 지정하는 데 있어 국제 환경 등 역사적인 
맥락을 고려하지 않으며, 테러조직이 위치한 국가로의 수출규모 (“exports to 
origin country”), 그런 국가와 국제 기구들 간의 연계 (“international organizations 
ties”), 그 국가와의 지리적인 거리(“distance from origin state”) 등의 지표를 
통해서만 국가가 이러한 조직을 테러조직으로 규정한 결과를 본다. 게다가 
Cotter 는 지정에 대한 정부의 결정은 시민들에게 가시적이기 때문에 공공의 
지각에 큰 영향을 준다고 보며 정책결정자들이 테러 집단을 둘러싼 담론을 
통제하려고 한다고 결론을 내린다. 담론 분석을 통해서 테러조직 지정이 
대중인식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에 중점을 두고 있는 Cotter 의 연구와 
달리 본 연구는 테러조직 지정의 결과보다는 근원에 대한 의문을 가지고 국가의 
인식을 파악하는 데 담론 분석을 이용하고자 한다.  

테러조직 지정은 아직 러시아 학계에서도 주목을 받지 못하고 있다. 이는 
한국 학계도 마찬가지다. 다만 최진태13는 테러조직 지정에 주목을 하고 있다. 
그런데 그런 주목도 사실은 한국의 국제테러조직 관리체계 방안 마련의 
근거로서 미국과 영국의 국제테러조직 지정 방식을 검토하는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테러조직 지정에 관한 정치학적 연구들은 정책결정자들의 의도가 
테러조직을 지정하는 과정에서 큰 역할을 하고 있다고 강조하지만 이 '의도'가 
어떤 식으로 형성되는지, 지정 과정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12 Anna G. Cotter, The Politics of the Terrorist Watch List (University of Michigan, 2016). 
13 최진태. 2011. “미국과 영국의 테러조직 지정 및 관리에 대한 고찰.” 한국위기관리논집 제 7권 

제 3호, 2011. 185-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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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은 밝히고 있지 않다. 때문에 기존연구에서는 테러조직 지정에 대한 결정이 
실제로 어떤 원칙에 따라 이루어졌는지 알 수가 없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미국과 
러시아가 테러조직을 지정함에 있어서 일관되게 적용한 원칙과 기준, 
지속적으로 고려한 요소가 있는지 알아보고자 하며 이 과정에서 테러에 대한 
정책결정자들의 인식이 결정적으로 작용하는 것에 주목하고자 한다. 기존의 
연구에서는 테러에 대해 정책결정자들이 어떤 인식을 가지고 있는지, 이 인식이 
실제 테러방지 대책의 방향을 어떤 식으로 조정하는지에 대한 부분은 빠져 있다. 
이에 본고는 테러조직 지정으로 이어지는 요인을 분석하는 동시에 처음으로 
러시아의 테러조직 리스트를 미국의 리스트와 비교함으로써 테러조직 지정에 
대한 기존 연구분야를 확장하자고 한다. 

3. 연구방법 및 자료 

1) 연구방법 

본고의 주요 목표는 테러조직 지정 여부에 어떤 요인들이 영향을 주는지, 
이러한 요인들이 나타나는 이유는 무엇인지, 그리고 테러에 대한 미국과 
러시아의 접근방식이 어떠한 차이를 보이는지를 고찰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 
본고는 우선 테러와 관련된 담론들에 주목하고자 한다. 지금까지 국제사회가 
인정한 테러에 대한 공식적인 통일된 정의가 아직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각 
국가가 테러를 자의적으로 해석하게 되었다. 이로 인해 국내에서의 분리주의적 
활동이나 정부 전복의 시도부터 전 세계에의 이슬람 단체의 극단주의적인 
활동까지 모두 테러에 포함되면서 테러에 대한 다양한 담론들이 등장하였다. 
이러한 모든 담론의 핵심을 이루는 것은 위협에 대한 해석과 적에 대한 인지인데 
여기서 주목할 것은 정치인들이 강조하는 위협이 객관적인 실제 조건이 아니라 
정치적 권한을 가진 행위자들의 이해관계, 생각 그리고 의도에 의해서 
사회적으로 구성된다는 점이다14. 마크 라피(Mark Laffey)와 유타 웰데스(Jutta 
Weldes)에 의하면 담론에 담긴 생각(idea)은 정치결정자가 세상과 상호 작용하는 
방식에 영향을 줄 수 있다15. 즉, 그러한 생각은 행위를 제한할 뿐만 아니라 어떤 
선택을 다른 선택보다 더 우선시하는 상호주관적인 이해(intersubjective 

																																																								
14 David Campbell, “Why Fight: Humanitarianism, Principles, and Post-structuralism,” Millennium: 

Journal of International Studies (Sept. 1998), pp. 1-2. 
15 M. Laffey, & J. Weldes, “Beyond Belief: Ideas and Symbolic Technologies in the Study of International 

Relations,” European Journal of International Relations, Vol. 3, No. 2, 193-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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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derstanding)를 만든다. 국가 행위자들은 어떤 조직을 테러조직으로 지정해야 
할지를 결정하기 때문에 테러조직 지정도 정책적 선택(policy choice)으로 볼 수 
있다. 그런 면에서 미국과 러시아 지도자들의 테러와 관련된 담론들에 초점을 
맞추어 그러한 정책적 선택이 지닌 의미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더불어 
담론은 고정된 것이 아니며 시기에 따라 바뀔 수 있으므로 현재의 사회적 
현실들이 형성된 배경을 추적하는 것은 행위의 차이를 설명하는 데 중요한 
기여를 한다. 제니퍼 밀리켄(Jennifer Milliken)은, 실제 결과를 설명하기 위해서 
담론적 전략을 살펴보는 것은 정책적 결과가 어떤 식으로 언어적 선택에 바탕을 
두는지 이해하기 위한 첫 번째 단계라고 주장한다 16 . 이런 점에서 본고는 
테러조직 지정 과정을 담론에 대한 이해에 따라 정책의 차이와 향후 정책이 
결정되는 정치과정으로 보고, 미국과 러시아의 테러에 대한 인식뿐만 아니라 각 
국가의 안보관을 파악하기 위해서 내용분석과 워드분석 등 텍스트 분석을 
연구방법으로 사용하고자 한다.  

21세기의 안보환경은 새로운 비국가 행위자의 등장, 하이브리드 전쟁과 
같은 비전통적인 전쟁수행 수단의 동원 등 다양한 이유로 매우 복잡한 양상을 
띠고 있다. 이로 인하여 각 국가는 복합적이고 상호 연관된 위협들에 직면하고 
있다. 가령, 테러라는 위협은 마약 밀매, 대량살상무기(WMD)의 확산, 
테러조직인 비국가 행위자의 영향력 증대, 분리주의 등의 위협을 야기한다. 
따라서 본고는 테러에 대한 미국과 러시아의 인식을 살펴보기 전에 먼저 국가 
안보를 결정하는 미국과 러시아의 접근법이 지닌 차이점과 유사점을 파악하고자 
한다. 세부적으로는 국가 안보전략 문서의 내용을 분석함으로써 시간의 경과에 
따라 국제질서 및 국제질서 내에서 자국의 역할, 주요 관심사 그리고 특히 주요 
위협에 대한 미국과 러시아의 담론이 보여주는 연속성과 변화를 추적하려고 
한다. 간단히 말하자면, 안보전략 문서 내에서 사용되는 용어나 그러한 용어들의 
뉘앙스 차이 및 변동, 그리고 그 의도 등을 추적하고 미국, 러시아 내에서 
시기별로 나타나는 차이를 살펴봄으로써 해당 국가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관심사와 이러한 관심사에 위협이 되는 요소들이 무엇인지 밝히고자 한다. 
그리고 이러한 분석을 통해서 시기적 차이에도 불구하고 양국의 안보관과 
관련하여 근본적인 차이점과 유사점이 존재하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다음으로, 본고는 테러에 대한 미국과 러시아의 인식을 집중적으로 
검토하고자 한다. 미국과 러시아의 테러에 대한 인식이 무엇인지, 그리고 어떤 
점에서 차이가 있고 어떤 점에서 일치하는지를 파악함으로써 미국과 러시아가 

																																																								
16 J. Milliken, “The Study of Discourse in International Relations: A Critique of Research and Methods.” 

European Journal of International Relations, Vol. 5, No. 2 (1999), 225-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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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떠한 기준으로 테러조직의 지정 여부를 결정하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서, 양국 지도자들의 연설문에 대해서 워드분석을 하고자 한다. 즉, 미국과 
러시아 대통령들이 1993 년부터 2017 년까지 발표한 테러 관련 연설문, 인터뷰, 
공문서들 가운데 제목이나 본문에 ‘terror’ 및 ‘террор’라는 어근을 포함하고 있는 
다양한 형태의 텍스트 자료들을 미국의 ‘The American Presidency Project’ 
웹사이트17 및 러시아 대통령의 공식 웹사이트18를 통해서 수집하였다. 다만, 
보리스 옐친(Boris Yeltsin)은 대중 연설을 많이 하지 않은 것으로 유명해, 옐친 
대통령 연설문이 부족하여 테러를 언급한 그 당시의 러시아 정부 관계자들의 
연설문, 인터뷰 내용 등의 문서들을 포함시켰다. 본 연구에 필요한 1 차 자료를 
범주화하기 위해서 모든 문서를 미국과 러시아의 대통령의 임기를 바탕으로 
분류하고자 한다. 즉, 미국의 공문서는 1993 년~2000 년, 2001 년~2008 년, 
2009 년~2017 년의 세 기간으로 나누어 문서가 이 중 어느 기간에 속하는지에 
따라 빌 클린턴(Bill Clinton) 퇴임까지, 조지 W. 부시(George W. Bush) 임기, 버락 
오바마(Barack Obama) 임기로 분류하였다. 러시아의 1 차 자료도 마찬가지로 
1991 년~1999 년(옐친 임기), 2000 년~2008 년(푸틴 임기), 
2008 년~2018(메드베데프 임기 및 푸틴 임기)의 세 기간으로 나누었다. 

수집한 문서들에 대한 정확한 워드분석을 하기 위해서 개인의 성명, 
조직명 등 단어 철자상에 변형이 있는 단어들의 경우에는 그 중에서 하나만 
채택하였다. 미국 공식 문서들에서는 알카에다를 지칭할 때 ‘al-Qa’ida’ 및 ‘al-
Qaeda’ 두 가지 모두 아직도 자주 쓰인다. 반면에, 러시아 공식 문서에서는 
탈레반이라는 조직이 ‘Талибан(탈리반)’ 그리고 ‘Талебан(탈레반)’으로 다르게 
쓰이는 경우가 있다. 그러한 철자의 변화형은 워드분석의 정확성을 떨어뜨릴 수 
있기 때문에 철자의 변화형이 있는 단어들의 버전 중에 하나만 선택함으로써 
내용을 정리하였다.  

 그 다음으로, 문서들 속에서 어떠한 단어(명사 형태만)가 빈번하게 
활용되었는지, 테러라는 단어와 함께 자주 등장하는 단어가 무엇인지를 
살펴본다. 문서들에 담는 핵심어를 추출하기 위해서 AntConc 라는 소프트웨어를 
이용하였다. 러시아어는 격에 따라 단어 끝부분이 변화되는데 다른 
소프트웨어와 달리 AntConc 는 이러한 언어적 특징을 고려하기 때문에 
유용하였다. 그리하여 워드분석의 결과와 당시의 역사적 맥락에 초점을 두어 
미국과 러시아 대통령들의 성명을 해석하고 테러에 대한 미국과 러시아의 

																																																								
17 The American Presidency Project(https://www.presidency.ucsb.edu). 
18 Официальный сайт Президента РФ(https://www.kremlin.r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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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식이 어떠한지를 파악한다. 이를 통해서 본고는 테러조직 지정과 관련하여 
미국과 러시아가 다른 입장을 채택하게 된 이유가 무엇인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연구의 마지막 부분은 국제 질서에 대한 상황 파악, 안보에 대한 이해, 
테러에 대한 인식 등 2 장에 서술한 변수들이 미국과 러시아가 취한 실제 정책적 
조치, 즉 테러조직 지정 제도에 어떠한 방식으로 반영되는지를 보여주려고 한다. 
이를 위해서 테러조직 지정 리스트를 연구대상으로 검토한다. 미국과 러시아 
테러조직 리스트를 비교할 때 가장 큰 어려움은 미국과 러시아가 같은 조직을 
다른 이름으로 지칭하는 경우를 확인하는 것이었다. 테러의 정의와 마찬가지로 
테러조직들에 대한 국제적으로 통일된 이름의 목록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테러조직들이 지정을 피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이름을 바꾸거나 다른 언어에서 
자국 언어로 조직의 이름을 번역하는 등 많은 이유로 같은 조직이 여러 개의 다른 
이름으로 불리게 된 것이다. 이로 인해 미국과 러시아가 지정한 테러조직들 
전체의 역사, 활동 등의 정보를 자세히 검토한 결과, 양국이 공통적으로 지정한 
조직 10 개를 확인하였다. 러시아 국가 대테러 위원회(National Counterterrorism 
Committee)가 영어로 발표한 리스트에 있는 일부 조직들은 미국의 리스트에 
있는 조직들과 똑같지만 이름은 다르기 때문에 미국 리스트의 기준에 따라 
이름을 바꾸었다. 즉, 편의상 The Islamic Group(Al-Gama'a al-Islamiyya)는 Gama’a 
al-Islamiyaa 로, Lashkar-e-Taiba 는 Lashkar-e Tayyiba(LeT)로, The Islamic Party of 
Turkestan 는 Islamic Movement of Uzbekistan 로, Islamic Jihad – Jamaat of 
Mujahideen 는 Islamic Jihad Union 로, Jabhat al-Nusra(The Front for Victory)는 Al-
Nusrah Front 로 바꾸게 되었다.  

테러조직 리스트를 정리한 후에 러시아 대법원의 판결, 미국 국무부의 
지정 공지 등 지정 관련 문서들에 대한 내용을 분석하고 실제적인 지정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 사례를 중심으로 과정추적을 하였다. 사례 선정의 기준은 다음과 
같다. 우선, 양국이 비슷한 시기에 공통적으로 지정한 테러조직으로서 여기에 
해당하는 사례는 하나이다. 둘째, 조직의 활동을 고려했을 때 양국이 그 조직을 
테러조직으로 반드시 지정해야 하지만 예상과 달리 그 조직이 한 국가가 지정한 
리스트에는 포함되었지만 다른 국가가 지정한 리스트에는 포함되지 않는 
조직들로서 여기에 해당하는 사례는 두 가지이다. 이에 따라 공통적으로 지정한 
사례로서 알누스라(al-Nusrah)를, 미국의 테러조직 리스트에만 있는 
하마스(HAMAS), 러시아의 리스트에만 포함된 탈레반(Taliban)을 대표적인 
사례로 분석한다. 이 사례들을 통해서 안보와 테러에 대한 양국의 인식을 토대로 
선정된 조직이 테러 조직으로 지정되거나 지정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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밝힘으로써 미국과 러시아 간의 테러조직 지정 제도에서의 차이를 설명하고자 
한다.  

2) 자료 

본 연구는 워드분석과 문헌연구를 진행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문서들을 
수집하였다. 우선, 미국과 러시아의 안보 전략을 검토하기 위해서 양국이 
1997 년부터 2015 년까지 발효한 <국가 안보 전략> 문서들을 수집하였다. 클린턴 
행정부의 경우 1997 년과 2000 년의 문서 두 건, 부시 행정부의 경우 2002 년과 
2006 년의 문서 두 건, 오바마 행정부의 경우 2010 년과 2015 년 문서 두 건, 총 
6 건의 미국 <국가 안보 전략(National Security Strategy, NSS)>을 살펴보았다. 
러시아는 1997 년, 2000 년에 <국가 안보 개념>(Концепция национальной 
безопасности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을 공개하고 2009 년부터 문서의 이름을 
'개념'에서 전략으로 바꾸었으며, 2009 년, 2015 년에 <국가 안보 전략(О 
стратегии национальной безопасности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문서 2 건을 
발표하였다.  

테러에 관한 미국과 러시아의 인식을 살펴보기 위해 1 차, 2 차 자료를 
수집하고 분석하였다. 1 차 자료는 1993 년부터 2017 년까지 미국 대통령들이 
발표한 라디오 연설(President's Radio Address), 일반교서(State of the Union 
Address), 인터뷰 기록, 국회에 보내는 대통령 교서 등 테러가 주요 안건으로 
거론된 연설문들이다. 마찬가지로 러시아의 인식을 살펴보기 위해 1991 년부터 
1999 년까지 임기동안 발표한 옐친 대통령의 연설문을 수집하였다. 하지만 그 
수가 많지 않은 데다가 연설문에 접근하기 어렵기 때문에 대통령 연설문뿐만 
아니라 그 당시 정부의 주요 인물이 한 테러 관련 연설문, 인터뷰 기록과 
1991 년부터 1999 년까지 공개된 공식 문서들도 1 차 자료로 활용하였다. 
2000 년부터 2017 년까지의 블라디미르 푸틴(Vladimir Putin)의 테러 관련 
연설문과 인터뷰 기록도 수집하였다. 

마지막으로 테러조직 지정 제도를 살펴보기 위해서 2006 년 러시아 
테러방지법(Федеральный закон "О противодействии терроризму" от 06.03.2006 
N 35-ФЗ), 미국의 1995 년 대통령 행정명령 12947(Executive Order 12947), 1996 년 
이민자 책임법(Immigrant Responsibility Act of 1996), 1996 년 반테러와 사형 
효율화법(Antiterrorism and Effective Death Penalty Act of 1996)을 검토하였다. 
또한 러시아가 2003 년부터 2015 년까지 발표한 테러조직 지정에 대한 공식 판결, 
미국이 1997 년부터 공개한 테러조직 지정에 대한 국무부의 공지를 수집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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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미국이 매년 발표하는 <글로벌 테러리즘의 유형들(Patterns of Global 
Terrorism)>, 2004 년부터 발행한 <국가별 테러 동향 보고서(Country Reports on 
Terrorism)>를 수집하였다. 테러조직들에 대한 정보를 얻기 위해서 Global 
Terrorism Database 가 제공하는 통계 자료와 The Institute for Economics and 
Peace(IEP)가 2012 년부터 매년 발표한 Global Terrorism Index Report 를 
사용하였다. 

4. 논문의 구성 

본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미국과 러시아가 어떠한 기준 하에서 
테러조직의 지정 여부를 결정하는지 논의하기 위한 토대로서 2 장을 두 
부분으로(미국과 러시아 안보관의 특징과 테러에 대한 양국의 인식) 나눈다. 
국가 안보전략과 관련된 양국의 문서들을 분석하는 가운데, 국제질서 및 
국제질서 내 자국의 역할, 주요 관심사, 특히 주요 위협에 대해 양국의 담론이 
보여주는 변화와 연속성을 시간의 경과에 따라 추적함으로써 양국 간의 
유사점과 차이점을 살펴본다. 그 다음으로, 테러에 대한 미국과 러시아의 
대통령들의 연설문을 대상으로 테러 담론을 세 개의 시기로 구별하고 
워드분석을 실시하여 테러에 대한 양국의 인식이 무엇인지, 그러한 인식이 어떤 
방식으로 형성되었는지, 또 인식의 변화가 왜 나타났는지를 살펴본다. 그리고 
미국과 러시아의 안보전략 및 테러에 대한 인식의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미국과 
러시아의 테러에 대한 접근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이 어떤 특징을 지니고 있는지 
분석한다. 4 장에서는 앞선 3 장에서의 분석을 바탕으로 각 국가의 테러조직 지정 
과정을 서술한다. 이를 위해서 테러조직 지정 리스트를 연구대상으로 검토한다. 
테러조직 리스트를 정리한 후에 러시아 대법원의 판결, 미국 국무부의 지정 공지 
등 지정 관련 문서들에 대한 내용을 분석하고 실제적인 지정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 사례를 중심으로 과정추적을 한다. 이 사례들을 통해서 안보와 테러에 대한 
양국의 인식을 토대로 선정된 조직이 테러 조직으로 지정되거나 지정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밝힘으로써 미국과 러시아 간의 테러조직 지정 제도에서의 
차이를 보여주려고 한다. 이후 미국과 러시아의 테러조직 지정 여부에 영향을 
주는 요인에 대하여 종합결론을 내리며, 연구의 한계 및 후속연구의 과제를 
제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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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테러  위협에  대한  미국과  러시아의  대응  방식  

테러는 모든 국가들이 협력해서 막아야 하는 국제문제이지만 국가의 
이익에 중대한 위협이 되기 때문에 각 국가는 이 문제를 주로 독자적으로 
해결하려는 태도를 보인다. 또한 다수의 국가가 이미 오래전부터 대테러 경험을 
쌓아왔기 때문에 테러와의 전쟁의 본질과 특성 등 많은 변수들에 따라 테러에 
대한 각국의 인식도 각각 다르게 형성되어왔다. 테러에 대한 인식뿐만 아니라 
국가가 테러를 포함한 문제를 해결할 때 우선하는 국익 또한 상이하기 때문에 
테러에 대한 각 국가의 대책도 다르다. 따라서 국제 문제인 테러를 
상호협력적으로 해결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그림 1> 러시아와 미국 내에서 발생한 테러 공격의 수 

 

미국과 러시아의 경우에는 9·11 사건 후에 양국의 협력에 대해 긍정적인 
자세를 보여주었다. 사건이 벌어진 당일 푸틴은 다른 외국 지도자들보다 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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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쟁에서 단합해야 한다19”고 강조하였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이라크 전쟁 
등의 사건으로 인해 미국과 러시아의 테러에 대한 접근 방식이 많이 다르다는 
것이 드러났다. 양국의 ‘테러와의 전쟁’을 자세히 살펴보면 미국과 러시아가 
상이한 테러조직 혹은 동일한 테러조직과 싸우고 있지만 다른 이유로, 다른 
접근법을 사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20. 다시 말해서 미국과 러시아의 테러와의 
전쟁은 동기, 목적, 전략 그리고 적에 대한 정의에서 차이점이 두드러지므로 
협력이 더 어려워진다21. 그런 차이점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러한 차이점이 왜 
나타났는지를 이해하기 위해서 본 장에서는 미국과 러시아의 국가 안보전략 
문서들을 분석함으로써 양국이 시기별로 중요하게 여긴 관심사와 이러한 
관심사에 위협이 된 요소들이 무엇인지 분석한다. 그 다음으로, 1990 년대부터 
2018 년까지 테러에 대한 미국과 러시아 대통령들의 인식이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그 것은 정책을 수립하고 실시하는 국가의 
원수들의 테러에 대한 인식은 대테러 정책에 근본적으로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22. 

본고는 테러의 근본적인 성격에 대한 미국과 러시아 지도층의 인식의 
연속성과 변화를 추적함으로써 테러를 정의함에 있어서 양국의 주요 차이점을 
밝힐뿐만 아니라 지도층이 어떤 조직을 테러조직으로 지정할지에 적용했던 주요 
원칙을 파악하는 것을 목표로 삼는다. 이를 위하여 먼저 미국과 러시아의 대 테러 
전쟁의 기원과 역사를 개별적으로 간략하게 살펴본다. 테러와 관련된 미국과 
러시아의 경험에 대해서 역사적으로 고찰 및 검토를 하는 주요 이유는, 역사적 
경험이 테러에 대한 두 국가의 인식에 큰 영향을 미쳤기 때문이다. 대체로 인식은 
이전 경험과 경험에 대한 해석으로 이루어진다23. 그 다음으로, 테러에 대한 

																																																								
19 "Состоялся телефонный разговор президентов России и США". 11 сентября 2002 года. 

http://kremlin.ru/events/president/news/27394 
20 Colin P. Clarke, "Russia Is Not a Viable Counterterrorism Partner for the United States, The Rand Blog, 

February 9, 2018. https://www.rand.org/blog/2018/02/russia-is-not-a-viable-counterterrorism-partner-

for.html (검색일 2020 년 6 월 6 일). 
21 Colin P. Clarke, "Russia Is Not a Viable Counterterrorism Partner for the United States, The Rand Blog, 

February 9, 2018. https://www.rand.org/blog/2018/02/russia-is-not-a-viable-counterterrorism-partner-

for.html (검색일 2020 년 6 월 6 일). 
22 Paul Bradley Davis, “American Experiences and the Contemporary Perception of Terrorism,” Small 

Wars and Insurgencies, Vol. 7, No. 2 (September 1996), pp. 220–242. 
23 Paul Bradley Davis, “American Experiences and the Contemporary Perception of Terrorism,” Small 

Wars and Insurgencies, Vol. 7, No. 2 (September 1996), pp. 220–242. 



	

	 14	

지도층의 인식을 살펴보기 위해서 미국과 러시아 대통령들의 연설문을 
분석하고자 한다. 미국과 러시아 지도자의 테러와 관련된 담론만 분석 대상으로 
하는 이유는 그들이 이 담론을 통해서 무엇을 문제로 삼는지, 그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보여주고, 문제의 해결 방안을 제시하고 있기 때문이다24.  

1. 미국과 러시아의 안보 개념 
 
1) 미국의 안보 개념 

(1) 국제질서에 대한 담론 

제 2 차 세계 대전 이후 미국은 민주주의의 가치를 촉진하는 세계 질서를 
구축하고자 하였다. 1997 년부터 2015 년까지 발표된 국가 안보 문서를 
검토해보면 미국이 바라는 국제 질서의 이미지가 무엇인지에 대한 지속적이고 
확고한 입장을 발견할 수 있다. 즉, 미국의 입장은 자유민주주의의 가치와 
자유무역을 추구하는, 미국이 이끄는 민주주의 국가들이 다자협력을 통해 
국제적인 도전에 대응하고 평화로운 국제사회를 이루는 것이다. 그 이유는 
민주주의 국가들이 갈등이 아니라 협력을 지향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클린턴은 “democratic governments are more likely to cooperate with each other 
against common threats and to encourage free and open trade and economic 
development—and less likely to wage war or abuse the rights of their people25”라고 
주장하였다. 게다가 1991 년 소련이 붕괴되자, 미국은 소련의 붕괴를 자유민주적 
국제 질서를 강화시키고 이러한 질서를 전 세계로 확대할 수 있는 역사적인 
기회로 보았다 26 . 국제 공간에서 미국의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국제 질서는 안정되면서 미국의 안전과 발전에 기여를 더욱 많이 할 수 

																																																								
24 As Donald Kinder states, “Frames seek to capture the essence of an issue. They (presidents) define what 

the problem is and how to think about it; often they suggest what, if anything, should be done to remedy 

it.” (Kinder, 1998) 
25 United States Strategic Institute, Strategic Review, 1999, p. 58. 
26 Walter Russell Mead, A Debate on America’s Role - 25 Years Late, May 20 2017, 

Hudson Institute. URL: https://www.hudson.org/research/13631-a-debate-on-

america-s-role-25-years-late (검색일: 2019 년 7 월 9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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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었다 27 . 그리하여 미국은 자유민주적 국제 질서의 추진과 국익 보장을 
연계하면서 이에 따른 국가 안보 전략을 마련하기 시작하였다28. 

미국이 자국을 “공동의 도전에 국제적인 대응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리더십을 제공할 수 있는 유일한 국가”29로 간주함에 따라서 국가 안보 전략과 
국제 안보 전력 간의 구분이 점점 모호해졌다. 9.11 사건으로 인해 미국은 
민주주의의 가치를 거부하는 국가들이 테러조직들이 발전하는 데 필요한 여건을 
제공한다고 여기게 되었다. 따라서 미국은 자국의 안전을 위해서 우선 국제 
체제를 불안정하게 하는 요인(예: '독재 정권')을 제거해야 한다고 확신하게 
되었다. 2000 년 국가안보전략 발표를 통해서 부시는 “The goal of our statecraft is 
to help create a world of democratic, well-governed states that can meet the needs of 
their citizens and conduct themselves responsibly in the international system. This is 
the best way to provide enduring security for the American people ” 30 라고 
강조하였다. 

클린턴과 부시 행정부는 평화로운 국제 질서의 유지가 미국의 안전에 
영향을 준다고 본 반면에 버락 오바마 행정부는 “strong and sustained American 
leadership is essential to a rules-based international order that promotes global security 
and prosperity as well as the dignity and human rights of all peoples”31라고 미국의 
강한 지위 유지가 국제 질서의 안정에 영향을 준다는 사실을 강조하였다. 
오바마는 2008 년 세계 금융 위기에 따른 경기후퇴, 지속되는 이라크 전쟁 등으로 
인해 미국의 패권이 상대적으로 약화되는 상황에서 첫 임기를 시작하였다. 이로 
인해, 2010 년과 2015 년에 발표된 <국가안보전략> 문서에 의하면 오바마는 
자유세계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우선적으로 국내 정책에 집중하며 국내 상황을 
개선하려는 의지를 보여주었다. 오바마는 미국 안보가 국내에서 시작된32다고 
주장하며 “our national security strategy is focused on renewing American leadership 

																																																								
27 Walter Russell Mead. Power, Terror, Peace and War (2004), p. 7. 
28 Michael J. Mazarr. Understanding the Current International Order (2016), p. 41. 
29 United States. White House Office. National Security Strategy for a New Century, May 1997, p. 6. 

https://www.hsdl.org/?view&did=795582 (최종검색일: 2019 년 11 월 23 일).  
30 The White House. The National Security Strategy, 2006. https://georgewbush-

whitehouse.archives.gov/nsc/nss/2006/sectionI.html (최종검색일: 2019 년 11 월 23 일).  
31 The White House. The National Security Strategy, 2015. 

https://obamawhitehouse.archives.gov/sites/default/files/docs/2015_national_security_strategy_2.pdf(최종

검색일: 2020 년 6 월 20 일). 
32 The White House. The National Security Strategy,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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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 that we can more effectively advance our interests in the 21st century. We will do so 
by building upon the sources of our strength at home, while shaping an international 
order that can meet the challenges of our time”33라고 국내에서 힘을 키우고 이를 
바탕으로 국제질서를 조성한다는 전략에 초점을 두었다. 다만, 이는 미국이 국제 
정치에서 국내 정치로 눈을 돌린다는 의미는 아니었다. 제 2 차 세계 대전이 끝난 
후 60 년이 넘게 국제 체제의 안보는 미국의 안보와 상호 연관되어 있으며 상호 
의존하고 있다. 2010 년 처음으로 미국은 국가안보문서에 자국, 동맹 및 
우방국들의 안보, 경제 성장에 달려 있는 번영, 가치에 대한 존중과 함께 국제 
질서를 네 번째의 지속적인 국가 이익으로 선포하였다34. 국제 질서라는 국익은 
“글로벌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협력함으로써 국제질서에서 미국의 리더십을 
통해 평화, 안보, 기회를 확대한다(an international order advanced by U.S. 
leadership that promotes peace, security, and opportunity through stronger cooperation 
to meet global challenges)”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하여 국제 질서는 미국의 
이익에 기여를 하고 스스로 추구하는 목표가 된다. 이처럼 미국은 클린턴 
행정부부터 오바마 행정부까지 국제질서의 안정성과 미국의 안정성이 긴밀히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강조하고 국제 질서를 위협하는 것을 미국 안보의 
위협으로 간주하였다. 

2. 안보 위협에 대한 해석 

1997 년 <국가안보전략> 문서를 기점으로 미국은 실패 국가들(failed 
states)의 적대적 행위 및 국가들 간의 경쟁으로 인해 국제상황이 불안정한 
상태를 지속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 클린턴 행정부는 “ethnic conflict and outlaw 
states threaten stability in many regions of the world”라고 90 년대 후반의 국제 안보 
환경을 역동적이고 불확실하게 보았다 35 . 이에 이어서 미국은 새천년에 
들어서면서 테러조직 네트워크의 확산, 세력 균형 변화, 지역적 불안(regional 
instability), 세계 경제 구조의 변화, 지구 기후의 변화 등 새로운 도전에 
직면하였다. 

미국의 국가안보전략은 주로 위협을 세 가지 범주로 구분한다. 그 첫 
번째는 불량국가(rogue states)로 인한 위협이다. 이는 대량살상무기를 

																																																								
33 The White House. The National Security Strategy, 2010. 
34 The White House. The National Security Strategy, 2010. 
35 United States. White House Office. National Security Strategy for a New Century, May 1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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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유하려는 시도, 국경 침략, 민주주의의 가치에 대한 적대 행동 등 실패 
국가들이 야기하는 문제를 포함한다. 두 번째는 초국적 행위자로 인한 위협이다. 
이는 테러, 조직 범죄, 마약거래 등 국경을 넘는 문제들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국제사회 전체를 위협하는 문제들이다. 기후변화, 자원 배분, 세계적 유행병 등 
새로운 초국가적 안보 어젠다가 등장하면서 새로운 위협의 범주가 형성되었다. 

위에 언급한 안보 문제들 중에 미국은 오래 전부터 지금까지 
대량살상무기(Weapons of Mass Destruction, WMD) 확산을 가장 중요한 
국제안보의 문제로 인식한다. 클린턴 행정부는 대량살상무기를 소유할 수 있는 
불량 국가들을 주요 위협으로 보았고, 부시와 오바마 행정부부터 불량 국가뿐만 
아니라 대량살상무기를 가지고 공격을 실시할 수 있는 테러조직들도 우선 
위협으로 보기 시작하였다. 2010 년 <국가안보전략>에 의하면 “there is no greater 
threat to the American people than weapons of mass destruction, particularly the 
danger posed by the pursuit of nuclear weapons by violent extremists and their 
proliferation to additional states.36” 이로 인해 대량살상무기 확산 문제와 관련하여 
부시 행정부는 국제 테러조직의 위협과 불량국가들이 가하는 위협을 위협을 
같은 선상에서 보았다. 조지 W. 부시 정부에서 국무장관을 지낸 콘돌리자 
라이스(Condoleezza Rice)는 2002 년에 “we are breaking up terror networks, holding 
to account nations that harbor terrorists, and confronting aggressive tyrants holding or 
seeking nuclear, chemical, and biological weapons that might be passed to terrorist 
allies. These are different faces of the same evil37”라고 미국이 왜 테러조직과 
독재정권을 국제안보에 대한 같은 위협으로 보는지를 설명하였다. 

이와 같은 위협을 막기 위해서 미국의 안보 전략은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원칙을 기반으로 삼고 있다. 하나는 민주주의 가치의 촉진이다38. 조지 W. 부시는 
“Free governments do not oppress their people or attack other free nations39”라고 
다른 국가의 독재 정권에 저항하는 의지를 보여주었다. 또 다른 전략은 미국 
주도의 다국적 협력이다. 즉, 미국은 다른 민주주주의 국가들과 공동노력을 

																																																								
36 The White House. The National Security Strategy, 2010. 
37 Condoleezza Rice, Wriston Lecture at the Manhattan Institute, October 1, 2002. 

https://www.americanrhetoric.com/speeches/condoleezzaricewristonlecture.htm (최정검색일: 

2020 년 6 월 18 일).  
38 The White House. The National Security Strategy, 2006. 
39 The White House. The National Security Strategy,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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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해서 새로운 도전에 맞설 수 있다고 본다 40 . 이 전략을 바탕으로 미국은 
2001 년에 아프가니스탄에 침공하고 2003 년에 이라크와의 전쟁을 시작하였다. 

오바마 행정부 때, 대량살상무기(WMD) 확산과 테러조직들이 여전히 큰 
위협으로 인식되지만 금융위기, 에볼라 바이러스 확산, 지역분쟁 등 사건으로 
인해 변화되는 국제 환경은 새로운 위협을 가져왔다. 특히 2008 년 금융위기로 
인해 경제력의 균형이 무너졌고 중국의 부상이라는 위협에 대한 미국 내의 
담론들도 증가하였다. 더불어, 2008 년 러시아의 조지아-오세티아 분쟁에의 
개입은 미국의 우려를 불러일으켰다. 그리하여 오바마는 “potential, China’s rise, 
and Russia’s aggression all significantly impact the future of major power 
relations”라고 주장하며 이러한 권력 이동에 대한 변화가 국제협력의 기회를 
앗아갈 뿐만 아니라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를 표하였다41. 

미국은 초기에는 국익을 지키기 위해서 국제 질서를 유지하는 것을 
목표로 삼았던 반면에, 2010 년대부터는 국제질서에서 패권의 상대적 위축으로 
인해 자유민주 국제질서를 지키기 위해서 국내 역량을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삼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클린턴 행정부부터 오바마 행정부까지 변함없이 
미국은 자유민주주의적 국제 질서 유지와 자국의 발전을 상호 관련되어 있는 
국가 안보의 주요 요소로 보고 있다. 

1) 러시아의 안보 개념 
(1) 국제 질서에 대한 담론 

소련이 붕괴한 이후 러시아는 국내 상황을 안정시키고 국제 무대에서 
자리를 잡는 것을 주요 과제로 삼고 국가선설(state building) 과정을 시작하였다. 
옐친 정부는 냉전시대에 심화된 러시아에 대한 적대적인 고정 관념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서구와 협력을 구하고 있었다. 그리하여 옐친은 미국을 비롯한 
서구를 잠재적인 파트너를 넘어서서 잠재적인 동맹국으로 고려하고 있다고 
주장하였다42. 더불어, 안드레이 코지레프(Andrey Kozyrev) 러시아 초대 외무 
장관은 그 당시에 “there were neither potential adversaries nor military threats to 

																																																								
40 The White House. The National Security Strategy, 2006. 
41 The White House. The National Security Strategy, 2015. 
42 Новости ООН, Выступление президента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Б. Н. Ельцина на заседании 

Совета Безопасности ООН (31 января 1992). https://news.un.org/ru/audio/2013/02/1002851 

(최종검색일: 2020 년 7 월 5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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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ussian interest” 43라고 지적하고 러시아의 발전에서 국제환경을 긍정적으로 
평가하였다. 

러시아는 물리적인 약세(weak material power position)에도 불구하고 
지정학적 측면에서 자국을 강대국(great power)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1997 년부터 2015 년까지 발표된 국가안보전략 문서에 의하면 러시아의 주요 
국익 중 하나는 “consolidating the Russian Federation's status as a leading world 
power”44라는 것이다. 이로 인해 러시아는 서구와의 관계에서 동등한 파트너로서 
국제적인 인정을 얻으려고 하였다. 소련 붕괴로 인한 영토의 상실은 영향력의 
상실을 초래하였기 때문에 45  러시아는 국제 무대 및 구 소련 지역에 대한 
남아있는 영향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국제 질서의 주요 요소들로서 유엔과 같은 
기구를 통해 주권과 국제법을 보장 받는 것을 추구하기 시작하였다. 그래서 
러시아는 세르비아 공화국에서의 나토의 행동을 주권에 대한 침략 행위로 
보았고 새로운 국제질서를 위협으로 인식하기 시작하였다. 그 당시의 레오니드 
이바쇼프(Leonid Ivashov) 러시아 연대장은 “The world community, represented by 
the United Nations, did not go far enough in condemning this, which, in a sense, does 
give cause to speak of defeat. The fact that a new world order has been established 
represents a defeat for Russia and for the whole world community”46라고 코소보 
상황에 대한 유엔의 무대책을 비난하였다. 특히 1999 년 세르비아 공화국에 대한 
나토 공습, 2003 년 이라크에 대해서 유엔의 승인 없이 미국이 벌인 군사행동이 
단극 세계의 잠재적 위험을 가져올 수 있음을 국제적으로 경고하였다. 

옐친 대통령 후에 취임한 푸틴 대통령은 취임 초기에 자국의 국제적인 
지위가 경제적 성과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고 보고 서구와의 경쟁보다는 
협력을 강화하고자 하였다. 더불어, 러시아는 9.11 사건이 공동의 적에 대항해 
미국과 단합하는 기회를 제공한다고 주장하였다. 푸틴은 테러와의 전쟁에 대한 
부시의 결정을 지지하고 테러를 막는 데에 정보 등의 지원을 제공할 준비가 되어 

																																																								
43 A. Kozyrev 'A Transformed Russia in a New World', International Affairs (Moscow), vol. 39, no. 4 

(1992), p.87. 
44 The Russian Federation's National Security Strategy, December 31, 2015. 
45 Eric A. Beene, Kyle J. Colton, Jeffrey J. Kubiak. U.S., Russia and the Global War on Terror: "Shoulder 

to Shoulder" into Battle? (2014), p. 41. 
46 “After These Barbaric Bombings,” Interview with Colonel-General Leonid Ivashov, The Russia Journal, 

14-20 June 1999, from CDI Russia Weekly, Issue #53, 18. June 1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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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고 전하였다47. 국경 근처의 나토 확대를 위험으로 항상 인식하던 러시아는 
그 당시에 파트너십 의도를 보여주기 위해 미국이 중앙 아시아에 배치하려는 
미군 기지에 반대하지 않았다. 그러나 러시아는 2002 년 미국의 ABM 조약 탈퇴, 
2003 년 유엔 승인 없는 이라크 침공 등 미국의 행동을 통해서 국제 체제에서 
단극성의 경향이 강해지는 것을 국제 안정의 주요 위협으로 인식하기 
시작하였다48. 그리하여 주권 유지 및 영토 보전을 우선시하는 러시아는 사담 
후세인의 정권을 무너뜨리려는 미국의 의도를 국제 질서의 침해로 보았다. 그 
당시의 국제 질서는 자유민주적인 가치를 공유하지 않는 국가가 자국의 여건을 
내세워 국제질서에 참여하기가 쉽지 않음을 러시아에게 보여주었다. 따라서 
러시아는 국제 무대에서 다른 국가들과 평등한 지위를 가지기 위해 
다극시스템(multipolar system)을 강화하려고 노력하기 시작하였다.  

 러시아는 다극성 개념을 제시하며 미국이 국제 무대에서 가장 강력한 
행위자이지만 러시아와 다른 영향력이 있는 센터도 존재하기 때문에 국제 
체제가 단극성보다 다극성 모델에 더 가깝다고 주장하였다49. 2004 년에 푸틴은 
“I, for one, believe that the world can only be multipolar. Only a multipolar world can 
have internal energy and stimuli for its development”라고 러시아를 비롯한 중국, 
인도, 일본, 브라질 등 국가들을 세계문명의 다른 극(“other poles of world 
civilization”)으로 불렀다50. 러시아는 다극성 세계에서 국제문제를 해결하는 데에 
있어서 국제법과 유엔을 비롯한 국제기관이 큰 역할을 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세웠다. 유엔 안보리 상임 이사국 중 하나인 러시아는 안보리 덕분에 거부권을 
가지고 미국과 평등한 지위를 누리고 있다. 따라서 러시아는 자국의 영향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유엔의 권위를 유지하는 데에 관심이 있다. 러시아는 2003 년 
유엔 승인 없이 일어난 이라크 침공이 국제 질서를 통솔하려는 미국의 시도로 
보았다. 러시아는 미국과 나토 세력의 확대 가능성을 우려하고 그 당시의 국제 

																																																								
47 Состоялся телефонный разговор Владимира Путина с Президентом США Джорджем Бушем. 

Официальный сайт Президента РФ. http://kremlin.ru/events/president/news/40092 (최종검색일: 

2020 년 7 월 5 일). 
48 C. Thorun. Explaining Change in Russian Foreign Policy: The Role of Ideas in POST-SOVIET Russia's 

Conduct towards the West (Springer: 2008). P. 38. 
49 A. Kozyrev. Nonfestive Reflections on the UN Jubilee, International Affairs (Moscow), No. 3 (Spring 

1995), 7-14; p. 8.  
50 Putin ‘Values’ Relations with U.S. and EU, RFE/RL Newsline, 27 October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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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제를 점점 적대적이고 위험한 상태로 인식하게 되었다51. 결국 2006 년에 
푸틴은 세계의 분쟁 공간이 확대되는 경향이 있으며 이것이 러시아의 중요한 
관심 영역으로 퍼져 있는 것이 매우 위험하다고 주장하였다52. 푸틴은 특히 
국제사회가 직면한 주요 문제들 중에 지역분쟁으로 인해 심화되는 테러 위협을 
강조하였다53. 

소련 붕괴 이후 러시아는 구 소련 공간에서 영향력을 유지하고 국경을 
보호하기 위해 CIS 국가들과의 우호적인 관계를 중시하며 이 국가들의 안보를 
자국의 주요 관심사로 본다. 따라서 러시아는 2000 년부터 2010 년까지 지속된, 
구 소련 국가에서 일어난 색깔 혁명을 비난하고 이 사건에 서구의 책임이 있다고 
지적하였다. 즉, 푸틴은 2007 년 국정 연설에서 “under the banner of 
democratization, the West tried to achieve unilateral gains and foster its own 
advantage”라고 국제 경쟁이라는 환경에서 민주주의를 내세우고 정보를 무기로 
사용하려는 서구의 시도에 대해 우려하였다54. 

 2007 년에 세르게이 라브로프(Sergey Lavrov)는 국제체제를 가치체계와 
발전모델(“value system and developing models”) 간의 경쟁으로 묘사하였다. 그는 
“As globalization extended beyond the Western civilization, the competition became 
truly global in nature. I am convinced that this is the essence of the paradigm shift in 
international relations. Competition now involves values and development 
patterns”라고 국제 관계에 이데올로기를 도입하고 이를 재무장 시키는 일부 
국가의 시도를 비난하였다 55 . 따라서 러시아는 국제 환경을 경쟁의 틀에서 
보면서 영향력을 얻고 국익을 지키기 위해서 독자적인 외교 정책을 지향하기로 
결정하였다. 이러한 맥락에서 2007 년에 푸틴은 “blindly coping foreign models, 
will inevitably lead to us losing our national identity”56라고 주장하였다. 러시아는 

																																																								
51 I. Rybkin, “Domestic Challenges to Russia’s Security,” International Affairs (Moscow), Vol. 43, No. 4 

(1997) 132-43, p. 135. 
52 Президент России. Послание Федеральному Собранию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10 мая 2006 г. 

http://kremlin.ru/events/president/transcripts/23577 (최종검색일: 2020 년 7 월 5 일). 
53 Президент России. Послание Федеральному Собранию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10 мая 2006 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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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V.V. Putin, ‘State of the Nation – 2007,’ “State of the Nation Address to the Federal Assembly, 2007.  
55 Сергей Лавров, «Сдерживание России: назад в будущее?», Россия в глобальной политике,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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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 V.V. Putin, ‘State of the Nation – 2007,’ “State of the Nation Address to the Federal Assembly, 2007. 



	

	 22	

독립적이고 적극적인 외교 정책을 추구함으로써 비서구 국가들에게 서구와 다른 
대안을 제공하려고 하였다 57 . 이를 통해서 러시아는 국익을 지키고 자국을 
독립적인 강대국으로 세우는 목표를 달성하기로 하였다58. 그러나 서구 국가들은 
러시아의 독립적인 외교 정책을 기존의 국제 질서와 국제법에 대해 도전하고 
싶어하는 것으로 해석하였다. 특히 2014 년 러시아의 크림 반도 합병으로 인해 
서구로부터 비난을 받고 제재를 당한 러시아는 2015 년 <국가안보전략>에 “The 
Russian Federation's implementation of an independent foreign and domestic policy is 
giving rise to opposition from the United States and its allies, who are seeking to retain 
their dominance in world affairs”59라고 역설하였다. 이를 계기로 러시아와 서구는 
상대편의 행동을 위협으로 간주하기 시작하였다. 서구의 입장에서는 러시아의 
행동이 국제 질서의 원칙과 국제법을 위반하는 반면에, 러시아의 입장에서는 
서구가 나토의 역량을 강화시키고 국제 문제에 이중 잣대를 적용함으로써 국제 
환경을 불안정하게 만든다 60 . 다음 부분에서는 러시아가 왜 서구의 행동을 
자국의 이익에 대한 위협으로 보는지를 더 자세히 설명하고자 한다. 

(2) 안보 위협에 대한 해석 

소련 붕괴 이후 새로 수립된 러시아는 경기 침체, 체첸 전쟁, 테러 등 많은 
국내 문제에 직면하였다. 그러한 위협을 묘사한 러시아의 첫 안보 문서는 
1997 년의 <국가 안보 개념(Концепция национальной безопасности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였다. 이 문서를 통해서 그 당시의 러시아는 외부 위협보다 주로 
국내 위협에 더 초점을 두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문서에 의하면 그 당시 
러시아의 주요 위협은 국내경제상황, 러시아 사회의 정치적 양극화, 범죄 및 
대규모 테러의 급증, 민족들 간의 관계 악화 및 국제 관계의 복잡화 등이었다61.  

자유 시장 경제를 도입하기 시작한 러시아는 90 년대에 깊은 불경기, 
인플레이션, 외부 투자 감소, 외채 증가, 가계 수입 감소 및 기타 수많은 경제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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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 C. Thorun. Explaining Change in Russian Foreign Policy: The Role of Ideas in POST-SOVIET Russia's 

Conduct towards the West (Springer: 2008). P. 38. 
59 The Russian Federation's National Security Strategy, December 31, 2015. 
60 The Russian Federation's National Security Strategy, December 31, 2015. 
61 The Russian Federation's National Security Concept, 1997. 



	

	 23	

문제에 봉착하였다62. 또한 1998 년 금융위기는 이러한 상태의 러시아 경제에 큰 
충격을 주었고 루블의 급격한 평가절하와 생산감소를 초래하였다 63. 이러한 
경제적 문제들로 인해 빈부격차, 범죄와 테러 증가 등 사회적 문제들도 
발생하였으므로 러시아 정부는 경제와 관련된 위협을 중요하게 보았다. 푸틴도 
2000 년에 임기를 시작할 때 2000 년 <국가 안보 개념(The National Security 
Concept)>을 승인하며 “economic disintegration, social stratification and the dilution 
of spiritual values promote tension between regions and the center and pose a threat to 
the federal structure and the socioeconomic fabric of the Russian Federation64”라고 
경제문제가 테러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푸틴 대통령의 첫 국가안보개념은 내부적 요소뿐만 아니라 외부적 요소에 
의해 초래될 수 있는 위협까지도 포괄하기 시작하였다. 이는 국제무대에서 
서구국가들이 보여준 행위에 의해 촉발되었다. 러시아는 소련의 계승자로서 
국제문제를 해결하는 데에 영향력이 끼칠 수 있는 강대국으로 자인하고 있었기 
때문에 1999 년 서구국가들에 의해 일방적으로 이루어진 세르비아 공화국에 
대한 나토의 공습 결정을 러시아의 국제적 위상에 대한 도전으로 간주하였다. 그 
당시 옐친 러시아 대통령은 코소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나토의 무력사용이 
침략전쟁이라며 서구의 행동을 비난하였다 65 . 일년 뒤에 취임한 푸틴의 
<국가안보개념> 문서는 “Threats to the Russian Federation’s national security in the 
international sphere can be seen in attempts by other states to oppose strengthening of 
Russia as one of the influential centers of a multipolar world”66라고 러시아의 내정에 
대한 외국의 간섭이라는, 단극 세계가 드러내는 위협에 대한 인식이 러시아에서 
형성되기 시작하였다 67 . 그 이후 러시아의 모든 <국가안보전략> 문서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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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사회의 안정에 위협을 가하는 미국을 비롯한 서구의 일방주의를 언급하게 
되었다.  

외부 위협에 대한 담론은 2004 년부터 확대되었다. 이전에는 다른 국가의 
행동이 다극적 국제질서와 러시아의 영향력을 위협한다고 주장했던 반면에, 
2004 년 베슬란 학교에서 벌어진 인질극에 대한 연설에서 푸틴 대통령은 “Russia 
still remains one of the world’s major nuclear powers, and as such still represents a 
threat to them. And so they reason that this threat should be removed. Terrorism, of 
course, is just an instrument to achieve these aims. 68”라고 러시아를 약화시키기 
위해 테러리스트를 지원한 다른 행위자의 행동에 대해 언급하였다. 연설에서 
특정 국가의 이름을 거론하지 않았던 푸틴은 다음 날 기자 회견에서 “I didn’t say 
Western countries were initiating terrorism, and I did not say it was policy. But we 
have observed incidents. It is a replay of the Cold War mentality. There are certain 
people who want us to be focused on internal problems and they pull strings here so 
that we don’t raise our heads internationally.69”라고 공공연하게 서구를 비방하지 
않았지만 국제사회에서의 러시아의 영향력을 축소시키려는 다른 국가들의 
움직임이 있다는 것을 표방하였다. 2009 년과 2015 년에 채택된 <국가 안보 
전략> 문서들은 서구에 대한 위협을 더욱 강조하면서 “The West's stance is 
exerting a negative influence on the realization of Russian national interests70.”라고 
서구를 러시아의 국익에 대한 주요한 위협으로 보기 시작하였다. 러시아는 
미국과 유럽연합이 구 소련 공간에서 일으킨 색깔 혁명, 특히 2014 년 우크라이나 
혁명을 지원하면서 무력 충돌을 유발하고 있다고 주장하였다71.  

또한 러시아는 ‘나토의 확산’을 외부 세력과 관련된 위협으로 본다. 
러시아는 이 위협에 대해 첫 안보 문서부터 지금까지 계속 우려하고 있다. 러시아 
입장에서 나토는 미국과 서구의 국익만 지키는 국제 군사 기구로서, 구 소련 
국가를 회원국으로 가입시키고 러시아 국경 근처에 군기지를 배치함으로써 
러시아의 안보에 위협을 가한다. 2015 년 안보전략은 “The buildup of the military 
potential of the North Atlantic Treaty Organization (NATO) and the location of i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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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litary infrastructure closer to Russian borders are creating a threat to national 
security” 72라고 나토의 위협을 공식적으로 언급한다.  

2009 년 이후 러시아는 새로운 행위자와 안보와 관련된 새로운 도전의 
등장으로 인해 ‘안보 위협’ 개념이 폭넓고 복합적인 성격을 띠게 되었음을 
인지하기 시작하였다. 러시아는 “The strengthening of Russia is taking place against 
a backdrop of new threats to national security that are of a multifarious and 
interconnected nature”73라고 많은 문제들이 상호 연결되어 있는 것을 인정하였다. 
그 당시에 국가안보전략은 러시아의 국익에 손해를 끼치는 외국의 특수부대, 
기관 및 개인의 기밀 및 기타 활동; 러시아 연방의 통일성과 영토 보전을 
파괴하는 것을 목표로 삼는 테러와 극단주의 단체의 활동; 파시즘, 극단주의, 
테러, 분리주의 이데올로기를 보급하고 홍보하기 위한 정보통신기술의 사용과 
관련된 활동; 경제 발전의 불리한 역학 및 기술 개발의 지연을 국가안보의 주요 
위협 요소로 들었다74.  

러시아는 세계에서 가장 영토가 넓고 이웃국가를 가장 많이 가지고 있다. 
이러한 면적, 위치 등의 지리적인 요소들은 국제사회에 대한 러시아의 지향을 
결정하는 데서 뿐만 아니라 위협에 대한 인식 형성에서도 줄곧 큰 역할을 
해왔다75. 특히 러시아는 많은 이슬람 국가들과 지리적으로 근접하기 때문에 
러시아의 체첸에 더 많은 무장 세력을 유치할 수 있는 중앙아시아 극단주의 
단체들의 위협에 더욱 민감하다. 따라서 1997 년 과 2015 년 안보 문서는 여전히 
테러, 분리주의, 극단주의를 주요 위협으로 인식한다. 다만, 1997 문서와 달리 
2015 년의 국가안보전략은 테러와 주권 전복 간의 상관성에 주목한다. 문서에 
의하면 “The practice of overthrowing legitimate political regimes and provoking 
intrastate instability and conflicts is becoming increasingly widespread. Territories 
affected by armed conflicts are becoming the basis for the spread of terrorism76”라고 
서구의 행동이 테러문제를 해결하기 보다는 오히려 더 심화시키고 있음을 
강조하였다. 

위에 언급한 내용을 요약하자면, 러시아는 소련 붕괴 이후 지금까지 
경제문제, 나토 확산, 테러, 분리주의, 서구 국가들의 일방적 행위 등의 위협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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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전히 주의를 기울이고 있다. 1997 년에는 주로 내부문제에 중점을 두었다면 
2000 년 이후 러시아는 외부의 위협에 중점을 두기 시작하였다. 그리고 테러 
위협에 대한 러시아 인식 범위도 단순히 비국가행위자인 테러조직의 활동에 
국한되기 보다는 러시아 내정에 대한 다른 국가들의 간섭 행위까지 포함하게 
되었다. 

3. 테러에 대한 미국과 러시아의 인식 비교 
 
1) 테러에 대한 미국의 인식 및 대테러 전략 

 
국제 테러 네트워크와의 전쟁이라는 새로운 시대를 예고한 결정적인 

사건은 9.11 테러였지만 사실 미국은 러시아와 마찬가지로 2001 년 사건이 
일어나기 이미 오래 전부터 테러 문제에 직면해 있었다. 그러나 역사적인 배경에 
따라 테러는 다양한 위협을 서술하기 위해서 사용되었다. 예를 들어, 존 F. 
케네디 행정부 때는 베트남 전쟁 중에 일어난 사건들을 ‘Communist terror’로 
묘사하였다77. 반면에, 제임스 카터 행정부는 1979 년 주 이란 미국 대사관 인질 
사건(Iran Hostage Crisis)으로 인한 이란의 행동에 대하여 국제 테러라는 용어를 
널리 사용하기 시작하였다 78 . 또한 카터 행정부를 승계한 레이건 행정부는 
미국과 소련 간에 커져가는 대립 그리고 미국과 리비아의 관계 악화의 배경에서 
'국제 테러의 위협'과 '테러지원국'이라는 단어들을 적극적으로 사용하게 
되었다79. 레이건 입장에서는 ‘terrorism is the antithesis of democracy’80. 클린턴 
행정부 때 테러에 대한 담론은 중요한 역할을 하며 현대 테러에 대한 미국 담론의 
기원이 되었다. 

<표 1> 미국 대통령들 임기 동안 빈도가 높게 나타난 20 개의 단어  

# 클린턴  행정부  부시  행정부  오바마  행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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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3-1996 1997-2000 2001-2004 2005-2008 2009-2012 2013-2016 

1 Terrorism United States United States Iraq Security People 

2 United States 
Weapons of 

Mass 
Desctuction 

Terrorist Terrorists United States World 

3 Terrorist Security People America Al-Qaeda United States 

4 Law 
enforcement Peace Security Military People Terrorists 

5 
Weapons of 

Mass 
Desctuction 

People World War Afghanistan Iraq 

6 Anti- 
terrorism World War People Forces ISIL 

7 Security Chemical 
Weapons Iraq Forces Terrorists Military 

8 World Nuclear 
weapons 

Weapons of 
Mass 

Desctuction 
Al-Qaeda War Syria 

9 Oklahoma City Middle East September Troops Iraq Chemical 
Weapons 

10 Fight Government Military Freedom Attacks Threat 

11 Middle East Emergency Peace Security Threat Afghanistan 

12 Legislation Iran Regime Enemy Nuclear 
weapons Middle East 

13 Bombing Terrorist Threat Baghdad Operations War 

14 Israel Saddam 
Hussein Afghanistan Democracy Pakistan Forces 

15 Government Iraq Saddam 
Hussein Fight Military Security 

16 Nations Biological 
weapons Peace Coalition Taliban Iran 

17 Peace Process Proliferation Freedom Peace Peace Nuclear 
weapon 

18 Chemical 
Weapons Terrorism Nuclear 

weapon Violence Usama Bin 
Laden Attacks 

19 Nuclear 
weapons Threat Taliban Middle East Iran Law 

Enforcement 

20 Order Law 
Enforcement Al-Qaeda Saddam 

Hussein World Peace 

 
빌 클린턴은 미국의 제 42 대 대통령으로서, 1993 년부터 2001 년까지 두 

번에 걸쳐 8 년간 재임하였다. 국내 정책에 기반하여 선출된 클린턴은 첫 번째 
임기 초반에는 주로 국내 문제에 주안점을 두면서 81  테러와의 전쟁을 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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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으로 부각시키지 않았다. Rich Lowry 가 말했듯이“클린턴은 경제에 초점을 
맞추었으며 국제 테러 위협으로 인해 국내 정치를 소홀히 하기를 원하지 
않았다”82. 하지만 1988 년 로커비 테러(Lockerbie bombing) 이후 미국의 안전을 
위협하는 가장 큰 국제 테러 사건들인 1993 년 2 월 세계 무역 센터 폭탄 테러와 
오클라호마 시티 폭탄 테러(Oklahoma City bombing), 1996 년 코바 타워 
폭탄테러(Khobar Towers Bombing) 등 테러가 발생한 후 국제 테러와의 전쟁은 
미국 안보의 우선 순위이자 클린턴 대통령 외교 정책의 핵심 요소가 되었다83. 
미국 대통령 중에서 처음으로 국토에서 발생한 국제 테러에 직면한 클린턴과 
행정부 내각은 이 때부터 테러와의 전쟁을 주요한 국정 과제로 삼기 시작하였다. 
따라서 클린턴 정부가 그 당시에 국제 테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취한 
조치뿐만 아니라 대통령 연설문에 담긴 테러와 관련된 담론을 살펴보는 것은 
클린턴 시대의 테러에 대한 미국의 인식 그리고 대테러 정책을 계승, 유지 및 
확대를 한 후임자인 조지 W. 부시의 정치적 결정을 이해하는 데에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다. 이를 위해서 1993 년 1 월부터 2001 년 1 월까지 발표한 라디오 
연설(President's Radio Address), 일반교서(State of the Union Address), 인터뷰 기록, 
국회에 보내는 대통령 교서 등 테러가 주요 안건으로 거론된 클린턴의 연설문을 
대상으로 워드분석을 시행하고자 한다.  

‘Terror’라는 어간을 가진 단어가 들어있는 클린턴의 연설문은 총 
1663 개로 나타났다. 클린턴이 국외 문제보다 국내 문제에 더 많이 집중한 첫 
임기 초에는 테러와 관련된 연설문의 수가 63 개로 가장 적었다. 반면에, 1995 년 
오클라호마시티 폭탄 테러와 이에 따른 대테러 정책의 강화로 인해 테러와 
관련된 클린턴의 연설의 수는 1995 년에는 156 개, 1996 년에는 225 개로 절정에 
이르렀다. 1997 년부터 2001 년 1 월 퇴임까지 테러라는 단어가 연설문에 계속 
등장하면서 테러는 안보에 관한 연설에서 필수적인 부분으로 자리를 잡았다. 

적절한 분석을 위해서 ‘테러’라는 단어가 일부 언급된 연설문들을 
제외하고 테러를 중심 주제로 삼은 37 개의 연설문만 선별하였다. AntConc 라는 
소프트웨어를 사용해서 해당 연설문들에서 어떤 특정 수사적 표현이 더 많이 
활용되었는지를 분석하였다. 그 분석 결과, 이 연설들이 테러와 전쟁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다른 단어보다 ‘테러’라는 어간이 들어가있는 단어들이 제일 많이 
나타나는 것은 당연하다. ‘Terror’ 다음으로 가장 자주 등장한 핵심어들은 다음과 

																																																								
82 “Clinton was focused on the economy, and didn’t want to be distracted from domestic politics by a 

foreign terrorist threat” While Bubba Slept. Rich Lowry.  
83 Thomas J Badey, “US anti-terrorism policy: The Clinton administration”, Contemporary Security 

Policy, Vol.19, No. 2 (August 1998), pp. 50-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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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다. 그 것은 ‘law’(법률), ‘enforcement’(강행), ‘weapons’(무기), ‘security’(안보), 
‘peace’(평화), Middle East’(중동), ‘Oklahoma City’(오클라호마시티), new’(새로운), 
‘international’(국제적), ‘national’(국가적) 등이다. ‘Weapons’라는 단어의 경우에는 
‘chemical’(화학무기), ‘biological’(생물무기), ‘nuclear’(핵무기) 등 WMD(weapons 
of mass destruction, 대량 살상 무기)라는 의미로 사용되었다. 그리고 ‘peace’라는 
단어의 경우에는 주로 ‘Middle East peace process’(중동의 평화 프로세스)라는 
의미로 쓰였다. 위에 언급된 단어들이 왜 다른 단어들보다 더 자주 쓰이게 
되었는지, 그리고 테러에 대한 인식의 형성에 어떤 역할을 했는지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단어들이 사용된 정치적인 맥락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 

클린턴은 소련이 붕괴되고 냉전이 끝난 후 당선된 미국의 첫 대통령이다. 
양극 체제가 단극 체제로 전환되면서 국제 사회는 미국에 대해서 큰 희망을 갖고 
있었다. 이러한 인식과 함께 새로 입각한 클린턴 행정부는 외교 정책에서 세계의 
민주화를 촉진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그리하여 국가 안보의 원칙은 전 세계 
민주주의의 위상을 높이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보장하며 세계화 과정을 
지지하는 것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었다. 그러나 지구의 저편, 중동에서 계속되는 
아랍-이스라엘 분쟁과 알카에다의 위협적인 활동이 세계 평화 달성에 방해가 
되었다. 클린턴은 중동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보통 이스라엘과 그 인근 국가들 
간의 우호 관계 촉진, 이라크, 아프가니스탄과 같은 국가들의 정치적 불안정성의 
감소, 테러 방지 등 다양한 프로세스를 포함한 ‘Middle East peace process(중동의 
평화 프로세스)’라는 표현을 많이 썼다. 클린턴 입장에서는 중동의 일부 
국가들이 테러의 원천이었고 테러를 막기 위해서 중동의 상황을 안정화해야 
하였다. 심지어 1995 년부터 대테러 정책에 중요한 역할을 한 대통령 행정명령 
12947(Executive Order 12947)은 국가와 상관 없이 모든 국제 테러 조직에 
해당되는 것이었지만 그 주요 목적은 중동에 있는 테러 조직이 받는 지원을 
차단하는 것이었다. 1995 년의 일반교서에서 클린턴은 “우리는 이스라엘과 
중동의 모든 이웃 국가들 사이의 폭넓은 평화를 추구해야 한다. 따라서 어젯밤 
나는 평화의 프로세스를 방해하겠다고 위협하는 테러 조직의 자산을 동결하는 
행정 명령에 서명하였다”고 공언하였다84. 

또한 클린턴 연설문에서 대량 살상 무기라는 단어와 한께 중동이라는 
단어가 자주 언급되었다. 그때까지 남아있었던 냉전 시대의 핵 군비 경쟁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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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억, 이라크가 걸프 전쟁에 사용한 화학무기85, 클린턴이 자주 언급했던 1995 년 
도쿄 지하철에서 발생한 화학무기 테러 사건 등의 요인들로 인해서 화학무기, 
생물무기와 핵무기의 사용은 취임부터 퇴임까지 클린턴 행정부에게 큰 우려로 
다가왔다. 도쿄 지하철 사린 사건 관련 연설에서 클린턴은 ‘as we have seen this 
year in Japan, chemical weapons can threaten our security and that of our allies, 
whether as a instrument of war or of terrorism86'이라고 서술하였다. 더불어, 이 
사건은 역사상 처음으로 비국가 테러 집단이 화학 무기와 무기를 사용하여 
민간인들을 공격했기 때문에 국제테러사의 전환점으로 여겨졌다87. 

1997 년 두 번째 취임연설 중에 클린턴은 테러에 대한 방어와 핵, 화학, 
생물 무기의 위협에 대한 방어를 동일시하였다88. 그는 자주 이라크뿐만 아니라 
이란, 북한, 시리아 등 국가들을 테러를 후원하고 대량 살상 무기를 확산시키려고 
노력하는 불량국가(rogue state)로 불렀다. 행정부 입장에서는 이런 국가들이 
테러 조직들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세계의 평화를 위협하는 존재들이었다.89 
이런 위협을 막기 위해서 미국은 1979 년부터 테러지원국 명단을 지정·관리하고 
이런 국가들에 대한 경제적인 제재를 가하였다. 클린턴은 테러 조직보다 
테러조직을 지원하는 국가를 테러의 주요 행위자로 보았다. 클린턴 행정부가 
테러 지원국에 집중하는 반면에 알카에다와 같은 테러조직들은 세력을 키우고 
있었다. 결국, 1993 년에 클린턴 행정부는 처음으로 세계 무역 센터 폭탄 테러 
사건에 직면하였다. 알카에다가 이 사건의 배후라고 공공연하게 자처했지만 
클린턴은 세계 무역 센터 폭탄 테러에 관한 연설문에 알카에다를 언급하지 
않았고 사건의 배후를 고발하는 것을 서두르지도 않았다. 행정부는 법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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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를 통해서 법적인 절차를 통해서 합법적으로 수집한 증거를 바탕으로 
테러의 배후를 밝히고자 철저한 조사를 진행하였다. 이 때문에 클린턴은 연설을 
할 때 테러 조직명이나 특정인의 이름을 거론하는 것을 피했고 본 연구에서 
진행된 워드 분석에 테러 조직명이 거의 없다. 

클린턴이 한 테러에 대한 연설문에 자주 쓰는 단어 중에는 
‘오클라호마시티’와 ‘법률집행’(law enforcement) 등이 있다. 미국 사회에 충격을 
준, 1995 년 4 월 168 명이 목숨을 잃었던 오클라호마시티 폭탄 테러(Oklahoma 
City bombing)의 경우, 1995 년 이후 발표된 테러와 관련된 클린턴의 문서와 
연설문 중에 해당 사건에 대한 언급이 없는 문서를 찾기 쉽지 않다. 다시 말해서, 
오클라호마시티 폭탄 테러는 대테러에 정책 노선뿐만 아니라 테러에 대한 
인식에 중대한 영향을 미쳤다. 티머시 제임스 맥베이(Timothy James McVeigh)는 
국제 테러 조직의 구성원이 아닌 민병대 운동에 동조하고 1993 년에 86 명의 
사망자를 낸 텍사스의 웨이코 포위전과 관련하여 연방정부에 대한 복수를 
원하였다. 미국은 이 때 자국 영토에서 이러한 규모의 테러를 처음 경험하였다. 
테러는 더 이상 정치적 편의상 이용될 수 있는 이슈가 아니라 대통령의 지도력을 
판가름할 수 있는 요소가 되었고 대테러 정책 강화에 원동력이 되었다. 이 
정책에는 1) 국제 테러와 관련된 국가, 단체나 개인 등 가담자들에 대한 경제적인 
제재, 2) 테러 문제에 대한 국제 협력 및 합의의 촉진, 3) 테러 방지에 할당된 
자원의 대폭 확대가 포함되었다. 클린턴은 이 정책을 합법화하기 위해서 대테러 
법률을 제정해왔다. 그 결과 1995 년 대통령 행정명령 12947(Executive Order 
12947), 1996 년 이민자 책임법(Immigrant Responsibility Act of 1996), 1996 년 
반테러와 사형 효율화법(Antiterrorism and Effective Death Penalty Act of 1996) 이 
발표되었고 대테러에 대한 법적인 기반이 마련되었다. 이처럼 국제 테러와 
관련이 없는 국내적 사건은 국제 테러에 대한 정책 수립에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미국의 대테러 정책을 연구하는 Thomas J. Badey 가 말한 것처럼 “클린턴 
행정부의 특징인 국내 정책과 외교 정책 사이의 모호한 지점에서 국외적 행위의 
촉매제가 되었다는 것이다”90. 

위에 언급된 것을 고려하면서 클린턴이 테러에 대해 어떤 인식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결론에 도달하였다. 클린턴의 취임 당시 테러에 
대한 인식은 주 이란 미국 대사관 인질 사건(Iran hostage crisis)과 1970 년대 후반, 
1980 년대의 다양한 중동 분쟁에 대한 미국의 외교 및 군사 개입으로 정의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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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었다91. 1990 년 ‘American Perception of Terrorism’ 논문의 저자들은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그 당시에 대부분의 미국인들이 테러에 대해 중동을 
연상하였다고 저술하였다92. 또한 그들은 테러가 세계 평화와 질서의 주요 위협 
요소라고 생각했지만 테러가 미국에 실질적인 위협은 아니라고 보았다93. 그래서 
그 이후에 일어난 1993 년 세계 무역 센터 폭탄 테러와 오클라호마시티 폭탄 
테러가 미국에 큰 충격을 주었고 클린턴 행정부는 이를 계기로 테러 문제에 
주의를 기울이게 되었다. 그러나 클린턴은 다가오는 새로운 위협인 테러 
네트워크에 대한 인지가 부족하여 테러를 전통적인 전쟁의 틀에서 인식하였다94. 
다시 말해서 클린턴 행정부는 테러를 다른 국가의 정권이 격려하는 재래전 
전략(conventional military strategy)의 요소로 보았다95. 그래서 클린턴 행정부는 
전통적인 전쟁처럼 개인 혹은 조직이 아니라 국가를 주요 상대편으로 보았다. 
게다가 클린턴은 미국 대통령들 중에서 처음으로 ‘불량 국가’(rogue state)라는 
단어를 사용하기 시작하였다96. 그리하여 클린턴의 연설에서 테러조직보다 이란, 
시리아, 이라크 등 국가들이 테러라는 단어와 함께 자주 언급되었다. 그러므로 
클린턴에게 테러는 국내적 현상보다는 대량 살상 무기의 확산 위협 그리고 주로 
불량 국가들이 가하는 외부 위협으로 받아들여졌다. 클린턴 행정부 입장에서는 
이러한 불량 국가들이 중동의 평화를 파괴할 것을 목표로 삼고 다양한 테러 
조직들을 지원하고 있었다97. 클린턴과 마찬가지로 9.11 테러 사건 이후 부시 
대통령은 테러의 위협을 불량 국가 및 대량 살상 무기의 위협과 직접 연관시켰다. 
2002 년 일반 교서에는 부시 대통령이 “states like these, and their terrorist allies, 

																																																								
91 Paul Bradley Davis, “American Experiences and the Contemporary Perception of Terrorism,” Small 

Wars and Insurgencies, Vol. 7, No. 2 (September 1996), pp. 220–242. 
92  Richard G. Nitcavic, Ralph E. Dowling, "American perceptions of terrorism: A Q-methodological 

analysis of types," Political Communication, Vol. 7, No. 3 (July 1990), pp.147-166.  
93 Richard G. Nitcavic, Ralph E. Dowling, "American perceptions of terrorism: A Q-methodological 

analysis of types," Political Communication, Vol. 7, No. 3 (July 1990), pp.147-166. 
94 Paul Bradley Davis, “American Experiences and the Contemporary Perception of Terrorism,” Small 

Wars and Insurgencies, Vol. 7, No. 2 (September 1996), pp. 220–242. 
95 Paul Bradley Davis, “American Experiences and the Contemporary Perception of Terrorism,” Small 

Wars and Insurgencies, Vol. 7, No. 2 (September 1996), pp. 220–242. 
96 Petra Minnerop, "Special Forum Issue: The World We (International Lawyers) Are In: Law And 

Politics One Year After 9/11," German Law Journal (2002).  
97 Tsui, Chin-Kuei. Clinton, New Terrorism and the Origins of the War on Terror / Chin-Kuei Tsui. 2017. 

Routledge Studies in US Foreign Policy. Oxfordshire, [England] ; New York, New York : 

Routledge,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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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stitute an axis of evil, arming to threaten the peace of the world. By seeking 
weapons of mass destruction, these regimes pose a grave and growing danger.98” 
간단히 말하자면, 부시 행정부의 테러의 위협에 대한 담론은 변화되기보다는 
클린턴 행정부 때 형성된 테러 담론이 유지된 것이라 볼 수 있다.  
 

<그림 2> 테러공격으로 인해 국내외에서 사망한 미국인의 수 (1970년~2018년) 

 
21 세기 초반에, 주로 정치적인 목적 달성을 노리는 전통적인 테러는 

대체로 종교적 이념에 기반한 초국가 테러 네트워크로 대체되었다. 9·11 
사건으로 인해 테러와의 전쟁은 미국 외교 정책의 핵심 영역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글로벌한 성격을 가지며 많은 국가의 전략 수립에 영향을 미치는 국제 
현상이 되었다. 그와 동시에 미국 대통령인 부시는 새로운 테러의 위협에 
직면하면서 새로운 환경에서 외교 정책을 조정해야 하였다. 클린턴과 
마찬가지로 부시는 임기 초반에 주로 국내적인 문제에 대한 해결에 집중하였다. 
그러나 9·11 사건이 큰 변화를 야기하였다. 지금까지 미국에서 발생한 대규모의 
테러는 1995 년 오클라호마시티 폭탄 테러와 9·11 사건이다. 오클라호마시티 
폭탄 테러는 미국인들에게 큰 충격을 주었지만 국제 테러에 대한 인식을 

																																																								
98 Text of President Bush's 2002 State of the Union Address, January 29, 2002. 

 https://www.washingtonpost.com/wp-srv/onpolitics/transcripts/sou012902.htm (검색일 

2020 년 6 월 6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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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성하는 데에 기여하지 않았다. 반면에 뉴욕의 세계무역센터 쌍둥이 빌딩이 
붕괴되고 미국 펜타곤의 일부가 파괴되었던 9·11 테러는 미국인들뿐만 아니라 
국제 사회도 테러 조직들이 가하는 위협의 거대한 그 규모에 대해서 의식하게 
하였다. 그러므로 9·11 사건 이후 부시 행정부는 외교 정책에 초점을 맞추었다. 
부시 대통령은 이번 테러 공격이 미국 외교 정책에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고 
미국의 극단적 대응을 요구한다고 믿었다99.  

클린턴과 마찬가지로 부시가 테러에 대해 어떤 인식을 가지고 있는지를 
이해하기 위해서 워드분석이 진행되었다. 예상대로 부시는 클린턴보다 테러와 
관련된 연설을 훨씬 많이 하였다. 부시가 2001 년 취임부터 2009 년 퇴임까지의 
연설문에 대한 워드 분석 결과, 가장 자주 등장한 핵심어들은 
‘terrorists’(테러리스트), ‘Iraq’(이라크), ‘war’(전쟁), ‘American people’(미국 시민), 
‘force’(세력), ‘threat’(위협), ‘WMD’(대량 살상 무기), ‘freedom’(자유), 
‘Afghanistan’(아프가니스탄), ‘law’(법), ‘military’(국대), ‘regime’(정권) 등이다. 
클린턴의 경우에는 가장 많이 사용한 단어가 ‘테러’였던 반면에 부시는 
‘테러리스트’라는 단어를 많이 사용하였다. 그 이유는, 클린턴이 테러를 
전체적인 현상과 이론적인 위협으로 본 반면에 부시는 테러를 현실적인 
위협으로 인지하면서 그 위협을 야기하는 테러리스트를 단순히 가상의 위협이 
아닌 실제적이고 위협적인 존재자로 보았기 때문이다. 약 2,996 명의 사망자와 
최소 6천명 이상의 부상자가 발생한 9·11 테러에 대한 미국연방수사국(FBI)의 
조사 결과, 범인들은 알 카에다 조직원들로 알려졌다. 밝혀졌다. 그래서 부시 
행정부에게 테러리스트는 국가가 아니라 리더를 비롯한 구체적인 사람이었다. 
그래서 부시는 빈 라덴과 다른 알 카에다 지도자들을 체포하는 것을 목표로 
선포하였다.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부시 행정부는 국내뿐만 아니라 국제적 
대테러 계획을 마련하고 새로운 기관(예: Department of Homeland Security)을 
설립하였다. 이뿐만 아니라 2001 년 10 월에 미국은 알 카에다의 작전 기지가 
위치하는 아프가니스탄을, 그리고 2 년 후인 2003 년 3 월에는 국제 테러 
조직들을 지원하고 대량 파괴 무기를 개발한다고 지탄받는 이라크를 
침공하였다100. 국제사회가 이러한 미국 정부의 결정을 환영하지 않았음에도 

																																																								
99 James M. Lindsay, “George W. Bush, Barack Obama and the future of US global leadership”, 

International Affairs, Vol. 87, No. 4 (July 2011), pp. 765-769. 
100 James M. Lindsay, “George W. Bush, Barack Obama and the future of US global leadership”, 

International Affairs, Vol. 87, No. 4 (July 2011), pp. 765-7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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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구하고 미국 시민은 70 % 이상이 이라크 전쟁을 지지하였다101. 이와 동시에 
대부분의 미국 정치가들은 사담 후세인 이라크 대통령이 알 카에다를 지원하고 
있으며 대량 살상 무기를 보유하고 있으므로 테러를 막기 위해서 이라크 침공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이로써 부시 행정부는 이라크 전쟁을 9·11 사건으로 인해 벌어진 
테러와의 전쟁으로 연결시키는 데 성공하였다. 그는 사담 후세인과 테러, 그리고 
사담 후세인과 알 카에다 사이에 연관성이 존재한다고 확신하였다102. 2002 년 9 
월부터 2003 년 5 월까지 13 개 연설문 중 7 개가 9·11 사건과 이라크를 같은 
단락에 두었고, 4 개의 연설은 같은 문장에 넣었다. 이처럼 미국 정부는 테러, 빈 
라덴 및 알 카에다라는 단어와 이라크라는 단어를 병치하였다. 즉, 부시 대통령은 
사담 후세인과 오사마 빈 라덴이 연결되어있다고 믿었다. 가령 그는 2001 년 9 월 
17 일에 9·11 사건에 대한 질문을 받고 “이라크가 관여하였다고 생각한다”고 
대답하였다103.  

테러에 관한 부시의 연설에서 테러를 지원하는 사담 후세인 정권 및 대량 
파괴 무기(WMD)에 대한 위협과 관련된 언급은 필수적인 부분이 되었다. 
WMD 에 말하자면, 이는 9·11 사건 이후 미국의 안보정책에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였고 이라크 침공의 계기 중에 하나가 되었다. 부시는 9·11 사건 때 
테러리스트들이 불량 국가가 제공한 WMD 로 공격한 가상의 상황을 
그려보자104며 WMD 의 위협에 대한 중요성을 주장하였다105. 부시 행정부는 
테러와 WMD 의 위협이 불량 국가들(rogue states)에서 나온다고 보았다. 
간단하게 말하자면 부시 대통령의 테러와의 전쟁은 테러리스트들이 국가의 지원 
없이는 운영할 수 없다고 가정하였다. 2002 년 국정연설에서 부시는 “States like 
these(North Korea, Iran, Syria, etc.) and their terrorist allies, constitute an axil of evil, 

																																																								
101 Amy Gershkoff, Shana Kushner, “Shaping Public Opinion: The 9·11-Iraq Connection in the Bush 

Administration’s Rhetoric,” Perspectives on Politics, Vol. 3, No. 3 (September 2005), pp. 525-537.  
102 Amy Gershkoff, Shana Kushner, “Shaping Public Opinion: The 9·11-Iraq Connection in the Bush 

Administration’s Rhetoric,” Perspectives on Politics, Vol. 3, No. 3 (September 2005), pp. 525-537.  
103 Max Fisher, “America's unlearned lesson: the forgotten truth about why we invaded Iraq,” Vox, 

February 16, 2016. https://www.vox.com/2016/2/16/11022104/iraq-war-neoconservatives (검색일 

2020 년 6 월 6 일). 
104 “The attacks of September 11, 2001 showed what the enemies of America did with four airplanes. We 

will not wait to see what terrorists or terror states could do with weapons of mass destruction.” 
105 “The President's Radio Address,” The American Presidency Project, March 8, 2003. 

https://www.presidency.ucsb.edu/documents/the-presidents-radio-address-729 (검색일 2020 년 6 월 6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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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ming to threaten the peace of the world. By seeking weapons of mass destruction, 
these regimes pose a grave and growing danger”라고 말하면서 그러한 국가들이 
테러리스트에게 대량 파괴 무기를 제공 할 수 있다고 지적하였다106. 또한 그는 ‘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will not permit the world’s most dangerous regimes to 
threaten us with the world’s most destructive weapons’라고 덧붙였다107. 이란, 북한 
등 다양한 국가들이 WMD 개발에 관한 혐의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부시의 
WMD 에 대한 담론은 주로 이라크와 연결되었다. 예를 들면 부시가 WMD 를 
가장 많이 언급했던 연설은 2002 년 7 월에 “Address to the Nation on Iraq” 
연설이었다. 그는 “The Iraqi regime possesses and produces chemical and biological 
weapons. It has given shelter and support to terrorism and practices terror against its 
own people”라고 언급하며 이라크가 개발하는 대량 파괴 무기와 테러 간에 
연관성이 존재하는 것을 강조하였다108. 이후 테러와의 전쟁은 불량 국가들의 
정권을 막으려는 노력과 구분하기 어렵게 되었다. 

미국 대통령들 중에서 부시는 단일 사건 기준으로 가장 많은 사상자를 
발생시킨 인류 역사상 최악의 테러 사건에 직면한 첫 대통령이었다. 클린턴 
행정부 시절에는 테러를 재래전 전략의 요소로 간주한 반면에 부시 행정부 
시절에 테러는 테러조직 네트워크가 등장했음으로써 새로운 성격을 가지게 
되었고 전략의 요소가 아니라 전쟁의 대상이 되었다. 그리하여 당시 부시는 
‘테러와의 전쟁(War on Terror)’이라는 표현을 처음으로 사용하였다.  

또 다른 차이점은 클린턴 행정부가 테러 지원국에 집중한 반면에 부시 
행정부는 정권(regime)의 지도자(예: 사담 후세인) 및 테러조직들 등 구체적인 
주체에 주안점을 두었다는 것이다. 아울러 개입(intervention)은 테러를 막고 
불량정권으로부터 사람들을 해방시키며 민주주의의 가치를 선포하기 위한 
미국의 대응 방법이 되었다109. 예를 들면 미국은 이라크와의 전쟁을 우선 사담 
후세인과의 전쟁으로 보면서 이라크의 독재 정권을 바꾸는 것을 주요 목표로 

																																																								
106 George W. Bush, ‘State of the Union Address’, Washington DC, 19 Jan. 2002, 

http://www.whitehouse.gov/news/releases/2002/01/20020129–11.html (검색일 2020 년 6 월 6 일). 
107 George W. Bush, ‘State of the Union Address’, Washington DC, 19 Jan. 2002, 

http://www.whitehouse.gov/news/releases/2002/01/20020129–11.html (검색일 2020 년 6 월 6 일). 
108 “Address to the Nation on Iraq From Cincinnati, Ohio”, The American Presidency Project, October 7, 

2002. https://www.presidency.ucsb.edu/documents/address-the-nation-iraq-from-cincinnati-ohio (검색일 

2020 년 6 월 6 일). 
109 Л.В. Дериглазова, "Война в Ираке 2003 г. как продолжение войны США против терроризма," 

Вестник Томского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го университета (2004), pp. 11-16. 



	

	 37	

삼았다110. 이러한 배경에서 2003 년 이라크 전쟁은 애초에 테러와의 전쟁 틀에서 
받아들여졌다. 이처럼 테러에 대한 담론의 초점이 주로 중동 국가로 
이동함으로써 테러가 외부적인 위협이라는 미국인들의 테러에 대한 인식이 
강화되었다.  

오바마의 임기 중에 미국은 국내 문제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이기 
시작하였다. 오바마의 연설에서 테러라는 단어는 점차 극단주의로 대체되었고 
오바마는 이슬람 극단주의 문제뿐만 아니라 국내 극단주의에도 관심을 기울이고 
싶었다. 클린턴 대통령과 부시 대통령과는 달리 오바마 대통령은 이라크에서 
미군의 철수와 다른 나라의 군사 개입에 반대를 주장했다는 사실에도 불구하고, 
독재정권을 근절하고 민주주의적 정부로 대체하려는 정책 기조를 고수했다. 
오바마 정부 집권 시기에는 테러에 대한 인식이 크게 변하지 않았지만 테러 
조직에 대한 인식은 바뀌었다. 즉, ISIS 를 비롯한 강력한 조직들이 등장함으로 
인해 미국은 이전에 독재 레짐의 도구로 봤던 테러조직들을 국제무대에서 
독립적인 행위자로 인식하기 시작하였다. 
 

2) 테러에 대한 러시아의 인식 및 대테러 전략 
 

9·11 사건 당시에 러시아는 이미 테러와의 전쟁을 경험하였다. 1994 년 
이후 러시아에서는 약 62 건의 테러 사건이 일어났고 총 1,672 명 이상이 
부상하였다.111 이로 인해 러시아는 이라크, 파키스탄, 아프가니스탄, 필리핀을 
비롯하여 테러로 인한 피해를 가장 많이 입은 국가 목록에 포함되었다.112 러시아 
테러 전문가에 의하면 테러는 소련 시대의 유산이자 국가 발전의 전환기에 
다양한 이유로 발생한 러시아에 대한 장기적인 위협이다113. 이 위협에 대한 
러시아의 인식을 살펴보기 위해 먼저 소련 시대의 유산인 소련-아프가니스탄 
전쟁을 언급해야 한다. 그 이유는 소련-아프가니스탄 전쟁으로 인해 소련이 
처음으로 ‘무자히딘’이라 불리는 테러조직의 성격을 띤 외국 반군세력과 싸우게 
되었고, 이는 테러에 대한 러시아의 인식에 큰 영향을 주었기 때문이다. 

																																																								
110 Л.В. Дериглазова, "Война в Ираке 2003 г. как продолжение войны США против терроризма," 

Вестник Томского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го университета (2004), pp. 11-16. 
111 Террористические акты в России. 

http://newsruss.ru/doc/index.php/Террористические_акты_в_России (검색일 2020 년 6 월 6 일). 
112 Global Terrorism Index. http://globalterrorismindex.org (검색일 2020 년 6 월 6 일). 
113 Т.В. Корнаухова, «Развитие российского антитеррористического законодательства на рубеже 

двух веков,» Вестник Саратовской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й юридической академии, №4(87) –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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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라시아의 중심에 위치한 아프가니스탄은 지정학적인 위치로 인해 중앙 
아시아의 안정지대의 역할을 하면서 오래전부터 강대국들 간의 세력권 다툼의 
대상이었다. 아프가니스탄과 국경을 같이한 소련 정부도 이 나라와 유리한 
관계를 유지하는 데 관심이 많았다. 그래서 1979 년 아프가니스탄 대부분의 
지역에서 반란이 일어나면서 누르 모하마드 타라키가 지도하는 친소정권이 일부 
도시지역을 제외한 대부분의 영토에 대한 통치력을 상실하자 소련은 이에 대해 
크게 우려하였다. 이슬람 근본주의가 아프가니스탄 인근으로 중앙아시아에 
위치한 소련의 이슬람 공화국으로 전파될 가능성이 높아졌기 때문에 소련은 
아프가니스탄을 이슬람 근본주의자들에게 양보할 수 없었다. 따라서 소련은 
아프가니스탄을 완충국(buffer state)으로 유지하는 유일한 방법으로 ‘개입’을 
선택하였다114. 

소련-아프가니스탄 전쟁은 약 10 년 동안 지속되었고 소련이 원하던 
결말을 보여주지 못하였다. 결국, 아프가니스탄 영토는 카불의 나지불라 정권과 
무자헤딘 사이의 내전 지대로 환원되었고 무자헤딘 제파는 이슬람 평의회를 
구성하고 조직을 정비하는 등 카불 정권에 대한 대대적인 공세를 취하였다. 
하지만 아프가니스탄의 상황에 대한 러시아의 우려는 계속되었다. 그 당시 
아프가니스탄에 자리잡았던 탈레반의 활동은 특히 타지키스탄, 우즈베키스탄 등 
러시아의 이웃국가에게 테러와 이슬람 극단주의를 전파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하기 시작했기 때문이다115. 소련의 통치 하에서 종교는 공산주의 사상에 
정복당했는데 소련 붕괴 이후에는 구소련 공화국뿐만 아니라 러시아 영토에서도 
이슬람에 대한 큰 관심이 생겼다 116 . 이슬람 자체가 사회 안정을 위협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탈레반과 같은 테러조직으로부터 영향을 받는 이슬람 단체가 
극단주의 단체로 전환할 수 있는 가능성은 러시아 사회의 다민족 구조에 대한 
위협이 되었다117. 옐친 러시아 초대 대통령은 바로 체첸 전쟁 시절에 이러한 
위협에 직면하였다. 

																																																								
114 Debidatta Aurobinda Mahapatra (eds.), Conflict and peace in Eurasia (New York: Routledge, 2012), p. 

470. 
115  Debidatta Aurobinda Mahapatra (eds.), Conflict and peace in Eurasia (New York: Routledge, 2012), 

pp. 9-10. 
116 Mizroid Rakhimov, “Writing Histories in Central Asia: Contemporary Dilemmas,” in Maulana Abul 

Kalam Azad Institute of Asian Studies (eds.), Writing History in Eurasia: The Soviet State and After 

(Kolkata: Towards Freedom, 2010), pp. 34-39. 
117 Debidatta Aurobinda Mahapatra (eds.), Conflict and peace in Eurasia (New York: Routledge, 2012), 

pp. 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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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첸 전쟁은 주로 체첸 독립에 대한 문제로 볼 수 있다. 미하일 
고르바초프가 페레스트로이카를 실시하면서부터 체첸-인구시 ASSR 을 포함한 
많은 소련 공화국에 민족운동이 확산되었다. 비슷한 시기에, All-National 
Congress of the Chechen People(NCChP)이란 단체가 체첸에 등장하면서 
소련으로부터 체첸의 독립을 요구하였다. 결국, 1991 년 11 월 소비에트 연방이 
붕괴될 때 소련 공군 소장으로 예편했던 조하르 두다예프는 체첸의 독립을 
선포하고 분립주의자들이 주관한 선거를 통해서 이치케리야 체첸 공화국의 
제 1 대 대통령이 되었다. 그러나 러시아 정부는 체첸의 독립선언에 반대하였다. 
가스관, 송유관을 통과하는 체첸의 전략지정학적 위치 그리고 체첸이 독립을 
얻게 된다면 바시키르와 타타르 공화국들과 같은 다른 러시아의 연방주체도 
독립을 요구할 수 있을 것이라는 우려가 반대의 이유로 작용했음을 참작할 수 
있다. 이를 유념하는 러시아 정부는 1994 년 12 월 러시아 연방군을 동원해 
체첸을 침공하기로 결정을 내렸다. 당시 러시아 대통령인 옐친은 국민들에게 
이와 관려하여 연설을 하면서 체첸의 정치적 문제를 해결하고 폭력적인 
극단주의에서 국민들을 보호하겠다는 침공의 목표를 알렸다.118 이후 1994 년에 
제 1 차 체첸 전쟁*이 발발하였다. 전쟁 초기에 러시아군은 작전을 성공적으로 
개시하여 1995 년 2 월에 체첸의 수도 그로즈니(Grozny)에 진입하였다. 하지만 
불법 무장단체들은 군사력을 증강시키고 부됴놉스크(1995)와 
키즐랴르(1996)에서 테러 공격을 하였다.  

부됴놉스크 사건으로 인해 총 105 명의 시민과 25 명의 러시아 군인이 
사망하였다. 그 당시에 이 테러 공격은 피해자가 가장 많은 대규모의 공격이었다. 
피해자들 중에는 군인만 있었던 것이 아니며 대부분이 시민들이었기 때문에 
러시아 국민들은 충격을 받고 테러에 대한 공포감에 사로잡혔다. 이 사건으로 
연방안보국장 및 내무부 장관이 사임했으며 러시아 정부는 테러와의 전쟁에 
관한 연방법을 마련하기 시작하였다. 이후 1998 년 7 월에 
국가두마(Государственная Дума, 러시아 연방의회)는 ‘테러와의 싸움에 관한 
연방법’(Федеральный закон от 25 июля 1998 г. N 130-ФЗ “О борьбе с 
терроризмом”)을 채택하였다. 이 법에는 처음으로 ‘테러’에 대한 공식적인 
정의가 제시되었다. 법에 따르면 ‘테러’는 개인 혹은 집단에 대한 폭력이나 

																																																								
118 Обращение Президента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к гражданам России от 11 декабря 1994 года. 

http://pravo.gov.ru/proxy/ips/?docbody=&link_id=18&nd=102033417&bpa=cd00000&bpas=cd00000&in

telsearch=%EA%EE%ED%F1%F2%E8%F2%F3%F6%E8%FF++ (검색일 2020 일 6 월 6 일).  

* 이 전쟁은 공식적으로 전쟁이라고 칭하지 않으며 '체첸 공화국에서의 헌정질서의 

복구(Восстановление конституционного порядка в Чеченской Республике)'로 명명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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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력의 위협이며 당국의 의사결정 영향을 미치는 것을 목표로 삼는 행동이다. 이 
법은 ‘테러’뿐만 아니라 테러조직, 테러공격, 대테러 작전 등 주요 개념들에 대한 
정의도 내렸다. 

그 당시에 체첸 반군 측의 테러가 계속 이어지면서 러시아는 많은 피해를 
입었기 때문에 평화협상에 대한 논의가 되었지만 긍정적인 합의로 이어지지 
못하였다. 결국, 체첸의 독립에 대한 의지를 꺾지 못한 러시아는 1996 년 8 월 
평화협상을 맺지만, 체첸의 독립 요구에 관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채 체첸의 
국가적 지위에 대한 논의를 향후 5 년간 중단하기로 하였다.119 1994~1996 년 
제 1 차 체첸전쟁이 발발한 데 이어, 1999 년 9 월에 다시 2 차 전쟁이 일어났다. 
제 1 차 전쟁과 마찬가지로 이 전쟁 또한 전쟁이라 칭하지 않았다. 그 대신 
처음으로 ‘대테러’라는 단어가 등장하면서 당시 군사 작전을 공식적으로 
‘북카프카스에의 대테러 작전’(‘Контртеррористическая операция на 
Северном Кавказе’)이라 불렀다. 그 때부터 인질범들은 테러리스트로 
인지되었고 연방군과 함께 특수 부대들도 동원되었다. 작전 이행의 계기는 샤밀 
바사예프가 주도하는 불법 무장단체들이 다게스탄 공화국 국경을 침범해 일부 
마을을 점령한 사건이다. 이와 동시에 모스크바, 부이낙스크, 볼고돈스크 
아파트가 폭파되는 테러사건이 발생해 백명이 넘는 사망자가 나왔다. 

<표 2> 러시아 대통령들 임기 동안 빈도가 높게 나타난 20 개의 단어 

# 옐친  정부  
(1991.07-1999.12) 

푸틴  정부  
(2000.01-2008.05) 

메드베데프  정부  
(2008.05-2012.05) 

푸틴  정부  
(2012.05-2018.05) 

1 Россия 
러시아 

Международный 
терроризм 
국제테러 

Безопасность 
안보 

Россия 
러시아 

2 
Терроризм 

테러 
Чечня 
체첸 

Преступление 
범죄 

Террористы 
테러리스트 

3 
(테러와의) 싸움 

Борьба  
(с терроризмом) 

Россия 
러시아 

Северны Кавказ 
북카프카스 

Безопасность 
안보 

4 
Закон 

법 
Сотрудничество 

협력 
Государство 

국가 

Международный 
терроризм 
국제테러 

5 
Дагестан 
다게스탄 

Государство 
국가 

Терроризм 
테러 

(테러와의) 싸움 
Борьба  

(с терроризмом) 

6 
Контртеррорист. 
операция 
대테러 작전 

Безопасность 
안보 

Регион 
지역 

Сирия 
(시리아) 

																																																								
119 Хасавюртские соглашения от 31 августа 1996 // Независимая газета, N163, 3 сентября 19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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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Безопасность 

안보 
Террористы 
테러리스트 

Террористическая 
организация 

테러조직 

Угроза 
위협 

8 
Чечня 
체첸 

Территория 
영토 

Республики 
공화국 

Закон 
법 

9 
Террористическая 

акция 
테러공격 

Республики 
공화국 

Теракт 
테러공격 

Экстремизм 
극단주의 

10 
Вред 
피해 

Угроза 
위협 

Транспорт 
교통 

Регион 
지역 

11 
Бандиты 
폭력범 

Преступление 
범죄 

Территория 
영토 

Интересы 
관심사 

12 
Власть 

정권 
Стабильность 

안정 
Бандиты 
폭력범 

ШОС 
상하이 협력 기구 

13 
Целостность 

통일성 
Экстремизм 
극단주의 

Правоохранительные 
органы 

법집행기관 

Преступление 
범죄 

14 
Сепаратизм 

분리주의 
Укрепление 

강화 

Контртеррорист. 
операция 
대테러 작전 

Власть 
정권 

15 
Кавказ 
카프카스 

Кавказ 
카프카스 

Россия 
러시아 

Территория 
영토 

16 
Правительство 

정부 
Бандиты 
폭력범 

ФСБ 
연방보안국 

Северны Кавказ 
북카프카스 

17 
Регион 
지역 

Дагестан 
다게스탄 

Экстремизм 
극단주의 

США 
(미국) 

18 Закон 
법 

Целостность 
통일성 

МВД 
내무부 

Афганистан 
아프가니스탄 

19 Ответственность 
책임 

Власть 
정권 

Сотрудничество 
협력 

Террористическая 
организация 

테러조직 

20 
Конституция 

헌법 
Сепаратизм 

분리주의 
Угроза 
위협 

Бандиты 
폭력범 

 
이러한 테러공격으로 인해 테러에 대한 러시아 인식은 체첸 전쟁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게 되었다. 이 같은 사실은 옐친 정부 시절에 발표한 대통령 
연설문과 공식 문서 대상으로 한 워드분석의 결과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문서에서 자주 사용된 단어들은 주로 체첸에 대한 담론과 관련되었다. 이 
핵심어들 중에는 ‘테러’, ‘법’, ‘러시아연방’을 제외하면 ‘다게스탄’, 
‘(테러와의)싸움’, ‘체첸’, ‘안보’, ‘폭력범’, ‘테러공격’, ‘대테러 작전’이라는 
단어들이 있다. 

체첸 전쟁은 영토 보전을 주요 목표로 삼는 러시아 정부에게는 중대한 
사안이었다. 부됴놉스크, 키즐랴르 등 테러공격을 한 테러리스트는 러시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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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이었고 이 테러리스트의 요구가 국내 정치적 성격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옐친은 발생한 테러를 어떤 경우에는 국내 테러, 어떤 경우에는 국제 
테러라 명칭하였다. 1999 년 9 월에 옐친은 클린턴과 통화했을 때 체첸과 
다게스탄을 국제 테러의 중심 지역, 테러리스트를 다른 나라에서 온 
폭력범이라고 불렀다120. 그 당시 옐친이 러시아가 직면한 테러를 국제 테러로 
부른 이유는 테러에 대한 많은 국가의 주의를 집중시키고 협력의 필요성을 
보여주는 것이었다. 그러나 1999 년 11 월 옐친은 돌연 한 인터뷰에서 체첸에서 
발생한 분쟁이 전쟁이 아니라고 강조하며 체첸 테러가 서구가 관여할 자격이 
없는 러시아의 내부 문제라고 주장하였다121. 12 월에 옐친 퇴임한 이후 후임 
대통령이 된 푸틴은 체첸 테러리스트들이 해외에서 지원받고 있고 체첸 상황이 
국내 문제가 아닌 국제 문제라며 새로운 방향을 잡았다. 

푸틴 대통령은 러시아의 테러가 절정에 이르렀을 때 취임했기 때문에 
러시아 시민들은 푸틴에 대한 기대가 높았다. 테러에 대한 푸틴의 관점은 
대외정보국에서의 경험, 1998 년 7 월부터 러시아 연방보안국(ФСБ)의 지도자 
역임, 1999 년 8 월부터 러시아 안전 보장 회의의 총장과 총리로서 했던 활동 등을 
통해서 형성되었다. 취임 첫날부터 푸틴은 테러리스트와 협상하지 않고 격렬한 
투쟁을 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이러한 확고한 태도 덕분에 푸틴은 국민들의 
지지를 얻었다. 

워드분석을 위해서 2000 년부터 발표한 연설, 인터뷰 기록, 국회에 보내는 
대통령 교서 등 테러가 주요 안건으로 거론된 푸틴의 연설문을 수집하였다. 분석 
결과, 해당 연설들에서 다른 단어보다 ‘международный терроризм(국제 
테러)’라는 단어가 가장 빈번하게 등장하였다. 특히 9·11 사건 이후 푸틴은 
‘테러’라는 단어를 ‘국제’라는 단어와 계속 함께 이용하였다. ‘국제테러’ 
다음으로 가장 자주 등장한 핵심어들은 다음과 같다. 그 것은 ‘Чечня’(체첸), 
‘сотрудничество’(협력), ‘безопасность’(안보), ‘террористы’(테러리스트), 
‘территория’(영토), ‘угроза’(위협), ‘Северный Кавказ’(북카프카스), 
‘сепаратизм’(분리주의), ‘экстремизм’(극단주의) 등이다. 위에 언급된 
단어들이 왜 다른 단어들보다 더 자주 쓰이게 되었는지, 그리고 테러에 대한 

																																																								
120 Телефонный разговор Бориса Ельцина и Билла Клинтона 8 сентября 1999 года. «Коммерсант», 

01 сентября 2018 г. https://www.kommersant.ru/doc/3730610 (검색일 2020 일 6 월 6 일). 
121 Чечня, Россия и Запад. Корни чеченского конфликта и отношение к нему Запада. «Радио 

«Свобода», 16 ноября 1999 г. https://www.svoboda.org/a/24198405.html (검색일 2020 일 6 월 6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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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식의 형성에 어떤 역할을 했는지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단어들이 사용된 
정치적인 맥락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 

새로운 테러 공격을 예방하기 위해 푸틴은 ‘북캅카스에 대한 지상 및 항공 
대테러’ 보조 작전(sub-operation)을 개시하기로 결정하였다. 그 작전의 결과, 체첸 
공화국의 평원지대가 해방되었고 불법 무장단체들은 산악 지대로 철수하였다. 
제 2 차 체첸 전쟁 중에 이루어진 러시아군의 마지막 대규모 대테러 작전은 
2000 년 3 월 14 일에 Komsomolskoye 마을 근처에서 Ruslan Gelayev 의 불법 
무장단체를 소탕한 것이다. 이 사건 이후 대테러 군사작전의 완료와 
특수작전으로의 전환에 대한 보도가 이루어졌다. 남은 불법 무장단체들은 전쟁 
형식의 무장 전투보다 테러 공격에 더 집중하기 시작하였다. 2002 년 10 월에 
체첸 독립을 주장하는 테러리스트 42 명이 모스크바 극장에 난입하여 공연을 
관람하고 있던 시민 850 명을 인질로 억류하였다. 러시아 특수 부대의 활약으로 
인해 테러리스트는 모두 사살되고 인질은 구출되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인질 
133 명을 포함하여 최소 170 명이 사망하고 700 명 이상이 다쳤다122. 이 사건이 
벌어진 지 2 년이 지난 2004 년 9 월에 테러리스트들은 러시아 세베로오세티야 
공화국 베슬란의 베슬란 제 1 학교에서 1000 명 이상을 인질로 잡았다. 사건 삼일 
째 되는 날에 무장 집단과 러시아 특수 부대 사이에 총격전이 벌어졌다. 그 결과, 
특수 부대가 건물을 확보해 상황이 종료되었지만 386 명(그 중에 186 명이 
아이)이 사망하고 700 명 이상이 부상하였다.  

위에 언급된 내용을 바탕으로 볼 때 러시아는 주로 체첸의 
분리주의자들과 싸우는 과정에서 테러와의 전쟁과 관련된 경험을 축적하였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푸틴의 연설문에 테러라는 단어와 함께 분리주의라는 단어가 
자주 등장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다. 2004 년에 푸틴은 종교단체들과의 
회담에서 “러시아에서 테러와의 전쟁은 국가의 통일성을 위한 전쟁이다(В 
России борьба с угрозой терроризма – это в полном смысле борьба за 
единство страны)”고 말하였다123. 분리주의자들이 함께 이슬람 극단주의에 
집중하면서 해외에서 지원을 받아 자신들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 테러공격을 
수단으로 삼을 수 있기 때문에 체첸에서 벌어진 전투는 복잡한 성격을 띠게 

																																																								
 

 
123 Заседание Совета по взаимодействию с религиозными организациями при Президенте России, 

29 сентября 2004 г. http://kremlin.ru/events/president/news/31822 (검색일 2020년3월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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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었다 124 . 이러한 복잡한 상황은 러시아에서 테러 발생이 증가하는 데 
장기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새로운 요인이 되었다. 

푸틴은 체첸 분리주의자들이 국외 테러 조직들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기 때문에 체첸 전쟁을 국내가 아닌, 국제적인 테러 문제로 인정받아야 한다고 
오래전부터 강조하였다. 가령, 푸틴 대통령은 9·11 사건에 대하여 연설하면서 
미국에서 발생한 사건이 러시아에서 일어난 테러와 직접 연결되어 있고 체첸 
테러 공격에 대한 러시아의 군사행동이 서구의 이해관계와 일치한다고 
주장하였다. 이런 주장에 대해서 많은 정치 전문가들은 푸틴의 9·11 사건 연설이 
사실상 체첸 분쟁에 대한 러시아의 정책과 관련된 국제적인 인식을 바꾸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분석한다. 한편, 서구는 체첸에서 러시아가 벌인 군사행동을 
비판하면서 체첸의 불법 무장 단체들을 테러리스트가 아닌 독립 운동가들로 
보았다. 일례로, 미국 국방부 장관을 역임했던 윌리엄 코언은 1991 년 12 월 
23 일에 러시아가 체첸에서 국제법의 원칙을 위반했으며 이에 모스크바가 
사용하는 수단을 용납할 수 없다는 강력한 발언을 하였다. 또한 2000 년 1 월에 
PACE 세션에서는 러시아의 회원 자격 정지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었다. 그러나 
러시아는 체첸의 상황이 국제 테러와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는 견해를 계속 
유지하고 있다. 

푸틴 정부 시절에 테러 개념 및 대테러 정책이 재검토되었다. 2004 년 
베슬란 인질 사건은 러시아 시민들에 큰 충격을 주었고 대통령 행정부의 대테러 
정책이 효과가 없음을 보여주었기 때문이다125. 2006 년 3 월에 푸틴은 새로운 
테러방지법(Федеральный закон от 6 марта 2006 г. N 35-ФЗ “О 
противодействии терроризму”)을 채택하였다. 이 법은 1998 년 테러와의 
전쟁에 관한 연방법을 대체하였다. 이 법으로 인해 FSB 의 권한이 확장되어 
러시아 시민들의 개인 정보를 쉽게 얻을 수 있게 되었다. 2006 년 테러방지법은 
1998 년 테러방지법과 내용이 거의 비슷하지만 그 들 간에는 주요한 차이점들이 
있다. 첫째로, 법의 이름이 변경되었다. 1998 년 법은 ‘О борьбе с 
терроризмом(테러와의 전쟁에 관한 법)’이라는 이름을 가진 반면에 새로운 
법은 ‘전쟁’이라는 단어를 ‘противодействие(대항)’이라는 단어로 바꾸었다. 
이름을 변경한 이유는 러시아가 이제 테러리스트들과 싸우는 것보다는 

																																																								
124 Гуров В. А. Некоторый исторический анализ террористических актов на территории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в период с 1999 по 2008 годы, «Вестник Волжского университета им. В.Н. Татищева», 

2011. 
125 Федеральный закон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О противодействии терроризм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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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러공격이나 테러 선전을 예방하는 것을 최우선 목적으로 삼았기 때문이다126. 
둘째로, 새로운 법에는 테러조직에 대한 정의가 없어지고 테러에 대한 새로운 
정의가 생겼다. 2006 년 법에 의하면 ''테러는 국제기구, 지방자치 기관, 정부 
부서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자행하는 불법적 폭력행위 및 폭력의 
이데올로기''다. 1998 년 법이 러시아 시민의 삶을 주요 가치로 선언한 반면에 
2006 년 법은 정치적 결정으로 그 성격이 바뀌었다. 

러시아 경우에 테러에 대한 인식은 바로 체첸의 불안정한 상황과 
밀접하게 연관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특히 제 2 차 체첸 전쟁으로 인해 
러시아에는 테러공격을 수단으로 이용하여 체첸 공화국 등 러시아의 무슬림 
지역들의 독립을 요구한다는 테러리스트의 이미지가 형성되었다. 그리하여 
미국과 달리 러시아에는 테러와 분리주의 간의 경계가 흐릿해졌다. 그래서 
2003 년에 처음으로 공개된 테러조직 지정 리스트는 주로 체첸의 독립을 
요구하는 조직을 포함하게 되었다.  
 

 
3. 테러 위협에 대한 미국과 러시아의 관점 비교 

2 장에서는 미국과 러시아의 안보 개념 및 테러에 대한 인식을 
살펴봄으로써 미국과 러시아가 테러라는 위협을 어떤 관점으로 바라보는지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그 결과 다음과 같은 몇 가지 결론을 도출할 수 있다. 첫째, 
미국과 러시아는 각각 안보에 대한 개념이 상이하며 우선시하는 안보의 
가치(국익)가 다르기 때문에 테러라는 위협을 다른 차원에서 바라본다. 미국의 
경우, 제 2 차 세계대전과 냉전 이후 패권을 얻었고 자유민주주의적인 가치에 
기반을 둔 국제질서를 구축하기 위해 노력을 기울이기 시작하였다. 그때부터 
미국은 자국 안보를 지키기 위해서 국제질서 수립을 우선적, 근본적인 목표로 
삼았다. 또한 2008 년 금융위기의 여파로, 미국은 자국의 주도권 약화가 자국이 
추구하는 국제질서에 부정적인 변화를 초래할 수 있음을 경험하였다. 간단히 
말하자면, 국제 체제의 안보와 미국의 안보 간에 강력한 상호관계가 있음을 
확인하게 된 것이다. 클린턴 미국 대통령은 “we did not set objectives for separate 
and distinct foreign and domestic policies, but rather for economic and security 
policies that advance our interests and ideals in a world where the dividing line 
between domestic and foreign policy is increasingly blurred”라고 국익을 증진하는 
데에 있어 국내 정책과 외교 정책 간의 구분선이 점점 사라지고 있는 것을 

																																																								
126 Федеральный закон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О противодействии терроризм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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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조하였다127 . 부시 행정부가 들어서면서부터는 ‘global security’라는 단어가 
‘national security’라는 단어와 함께 자주 쓰이게 되었다. 부시 행정부는 자국의 
안전뿐만 아니라 동맹국과의 파트너 국가의 안보를 확보하기 위해 해외에 
군대를 배치하면서 테러와 관련된 글로벌 안보 문제들이 국내 안보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입장을 견지하였다. 반면에, 소련이 붕괴한 이후 국가선설(state 
building) 과정을 시작한 러시아는 국내 상황을 안정시키고 국제 무대에서 자리를 
잡으며 서구와의 관계에서 동등한 파트너로서 국제적인 인정을 얻는 것을 국가 
안보의 주요 과제로 삼았다. 또한 러시아는 체첸 전쟁에서의 러시아 행동에 대한 
서구의 비난, 코소보 문제, 미국의 ABM 조약 탈퇴, 이라크 침공 등 서구의 
행동을 통해서 국제 체제에서 단극성의 경향이 강해지는 것을 국제 안정뿐만 
아니라 자국 안정의 주요 위협으로 인식하기 시작하였다.  

이는 테러와 관련된 문제에서도 마찬가지이다. 미국은 안보를 포괄적인 
틀에서 보기 때문에 테러에 대한 위협도 국가 수준보다 글로벌 수준에서 보는 
반면에 러시아는 국내에서 발생한 테러를 국제 테러라고 부르지만 국제 체제에 
대한 위협보다 국가의 주요 안보 위협으로 본다. 이처럼 미국은 주로 국제적인 
차원에서 테러 문제를 바라보는 반면에 러시아는 테러 문제를 상당 부분 
국내적인 문제로 바라본다. 

둘째, 미국과 러시아가 우선시하는 가치가 다름으로써 대 테러 전략과 
관련된 양국의 입장 대립이 존재한다. 미국은 자유민주주의의 가치의 확산이 
미국의 관심사와 국제질서의 유지에 기여를 하기 때문에 민주주의의 가치를 
거부하는 독재 정권을 테러의 징표로 간주한다. 2002 년 미국 <국가 안보 전략> 
문서에 의하면 “We will defend the peace by fighting terrorists and tyrants. We will 
preserve the peace by building good relations among the great powers. We will extend 
the peace by encouraging free and open societies on every continent.128” 따라서 
민주주의적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미국은 이라크, 아프가니스탄 침공을 
테러와의 전쟁의 전략으로 볼 수 있다. 러시아는 민주주의적인 가치를 거부하지 
않지만 그보다 주권과 영토 보전을 주요 가치로 본다. 러시아는 테러와의 전쟁을 
구실로 타국의 내정에 간섭하는 것을 항상 비난하였고 아랍과 무슬림 국가의 
민주화 노력에 대한 미국의 태도에 의구심을 표하였다. 더불어, 2015 년 러시아 
<국가 안보 전략>은 “The practice of overthrowing legitimate political regimes and 
provoking intrastate instability and conflicts is becoming increasingly widespread. 

																																																								
127 The White House. National Security Strategy, 1997.  
128 The White House. National Security Strategy, 2002. https://georgewbush-

whitehouse.archives.gov/nsc/nssall.html (최종검색일: 2020 년 4 월 8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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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rritories affected by armed conflicts are becoming the basis for the spread of 
terrorism, interethnic strife, religious enmity, and other manifestations of 
extremism” 129 라고 서구 국가들이 타국의 정권을 전복시키는 것이 문제를 
해결하기보다 테러, 극단주의 등 다른 문제를 야기한다고 주장한다. 간단히 
요약하자면, 미국은 민주주의적인 가치에 기반을 둔 국제질서(international 
order)를 위반하는 행동을 테러 행동으로 보는 반면에, 러시아는 주권, 영토 보전 
등 국가의 헌정 질서(constitutional order)를 위협하는 활동을 테러활동으로 본다.  

셋째, 테러와 관련된 역사적 경험과 이를 토대로 형성된 테러에 대한 
인식이 미국과 러시아의 대테러 정책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우선 테러에 대한 
양국의 인식을 분석한 결과, 미국과 러시아는 역사적 배경과 테러와의 전쟁에서 
쌓은 경험이 다르지만 9·11 사건 및 2000 년대 전반에 러시아에서 벌어진 테러 
사건들로 인해 테러에 대한 기본 인식이 비슷해지는 경향이 나타났다. 양국은 
주로 테러조직 네트워크로 구성된 국제 테러를 21 세기의 새로운 위협으로 
인정하면서 알카에다를 비롯한 테러조직들이 국제 사회 및 국제 질서에 미치는 
영향의 중요성을 인식하기 시작하였다. 다만, 테러 대한 미국과 러시아의 기본적 
인식은 비슷하지만 대테러 경험이 다르기 때문에 인식의 형성에 영향을 준 
요소들이 다르다. 9·11 사건 전에 러시아는 이미 국내에서 테러 활동을 하는 
개별적 무장 단체들과 싸우고 있었고 체첸 전쟁으로 인해 테러를 분리주의와 
불가분한 것으로 보기 시작하였다. 반면에, 미국은 주로 테러를 지원하는 국가와 
대립했던 경험이 위주였기 때문에 애초에 테러조직들을 독립적인 행위자가 아닌 
권위주의적인 레짐의 도구로 보았고 테러와의 전쟁을 주로 민주주의가 아닌 
레짐과의 전쟁으로 판단하였다. 미국 대통령들은 이라크 전쟁, 아프가니스탄, 
사담 후세인이라는 단어를, 러시아 지도자들은 체첸, 다게스단, 분리주의자라는 
단어를 자주 쓰기 때문에 테러에 대한 각 국가의 인식은 국민, 영토, 국익에 대한 
즉각적인 위협의 영향으로부터 형성되었다고 주장할 수 있다.  

   

																																																								
129 The Kremlin. Russian Federation Presidential Edict on the Russian Federation's National Security 

Strategy, December 31, 2015. P. 3.  

 http://www.ieee.es/Galerias/fichero/OtrasPublicaciones/Internacional/2016/Russian-National-Security-

Strategy-31Dec2015.pdf (최종검색일: 2020 년 7 월 5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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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미국과  러시아의  테러  조직  지정  제도  비교  
 

1. 테러조직 리스트 수립 과정 
 

테러는 2 차 세계대전 후 국제 체제의 일반적인 특성이 되었지만 
1990 년대 후반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국가들은 대테러 정책의 법적 틀을 
마련하는 데에 치중하게 되었다. 테러방지법, 테러와의 전쟁을 담당하는 기관 등 
새로운 조직이 만들어졌을 뿐만 아니라 테러와의 전쟁에서 군대의 동원과 
더불어 비폭력적인 제도도 등장하였다. 그러한 제도 중의 하나로 테러조직 지정 
제도를 들 수 있다. 테러 문제에 직면한 국가들 중에서는 미국이 1997 년에 
최초로 리스트를 만들었다. 그 이후로 테러조직 지정 제도는 다양한 국가의 
대테러 정책에 포함되었다. 그리하여 미국의 뒤를 이어 2000 년에 영국, 
2001 년에 캐나다130, 2003 년에 러시아 등 많은 국가들이 테러조직 지정 제도를 
수립하였다. 또한, 국가뿐만 아니라 국제 사회에서도 유엔, 상하이 협력 기구를 
비롯한 다양한 국제 기관이 만든 리스트를 통해서 테러 방지 정책이 강화되었다.  

각 국가에는 어떤 방식으로 테러조직을 정의해야 하는지, 어떤 조직을 
리스트에 넣어야 할지에 대한 선택권이 있다. 대부분의 국가들은 자국의 
주권이나 안전을 위협하는지의 여부에 따라 해당 조직을 테러조직으로 지정한다.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테러와 테러조직의 정의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테러조직 
지정 리스트는 각 국가가 특정 조직에 대한 공식적인 입장을 발표하는 데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발표를 통해서 정부는 국민들에게 법적으로 금지된 
조직을 알림으로써 그러한 조직에 대한 국민의 지원과 지지를 차단하는 것이다. 
또한, 일부 국가 기관은 리스트 제도의 도입 이후 새로운 권위를 부여받음으로써 
테러조직의 재산을 동결하거나 테러조직의 조직원들을 구금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그런데 국가들은 공식 테러조직 리스트를 관리할 때 테러조직의 정의와 
지정 기준에 유사점을 보이지만 그들이 어떤 조직을 지정하느냐에는 뚜렷한 
차이가 있다. 2020 년 7 월 현재 미국은 해외 조직 70 개131를 테러조직으로 지정한 

																																																								
130 Alex Conte, «The Designation of Individuals and Groups as Terrorist Entities»/ Ch. 19 from Alex 

Conte «Human Rights in the Prevention and Punishment of Terrorism: Commonwealth Approaches: The 

United Kingdom, Canada, Australia and New Zealand» (pp. 585-618) Springer-Verlag Berlin Heidelberg, 

2010. 
131 Foreign Terrorist Organizations. Bureau of Counterterrorism. https://www.state.gov/foreign-terrorist-

organiz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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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에 러시아는 대내외의 조직 31 개132를 테러조직 리스트에 포함시키고 있다. 
테러조직 지정의 주요 원칙이 국가 안보와 국익을 위협하느냐와 결부되기 
때문에 중동의 충돌 및 중동 국가의 개입에 연루됨으로써 많은 
테러조직으로부터 보복의 표적이 된 미국은 리스트에 포함된 테러조직의 수가 
러시아에 비해 훨씬 많을 수밖에 없다. 

<그림 3> 연도 별 양국의 테러조직 리스트에서 공통되는 조직과 상이한 조직의 
퍼센티지  

미국과 러시아의 테러조직 리스트를 놓고 비교해보면 예상외로 양국이 
공통적으로 지정한 테러조직은 10 개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양국 
정부가 지정한 전체 조직 수의 11%만이 공동 테러조직으로 인식되고 있음을 
의미한다(그림 3). 테러와의 전쟁에서 주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미국과 
러시아의 테러조직 리스트에 유사점이 적다는 사실도 놀랍지만 한 국가가 어느 
조직을 테러조직으로 지정하면서 엄격한 제재 조치들을 취하는 반면에 다른 
국가가 동일한 조직을 정부 단체로 보면서 공식적 차원에서 교류한다(예: 하마스, 
무슬림형제단)는 것은 더 많은 의문을 불러일으킨다. 따라서 미국과 러시아의 

																																																								
132 Единый федеральный список организаций, в том числе иностранных и международных 

организаций, признанных в соответствии с законодательством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террористическими. http://www.fsb.ru/fsb/npd/terror.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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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러조직 지정 간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 이러한 차이가 생긴 이유가 무엇인지를 
살펴보기 위해서 본 장에서는 미국과 러시아의 테러조직 지정 제도의 정착 
과정을 각각 살펴본 다음, 2 장에서 제시한 양국의 테러에 대한 인식의 변화가 
테러조직 리스트의 구축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그리고 조사결과를 비교하며 
미국과 러시아의 테러조직 제도 사이의 주요 유사점과 차이점을 밝히고 이를 
사례를 통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1) 미국의 해외 테러조직 리스트(FTOs) 

20세기 후반부터 이미 테러와 전쟁을 시작한 미국은 여러 국가들 중에서 
최초로 이러한 리스트를 적용하였다. 1990 년대에 주로 중동에 있는 이슬람 
급진주의 단체들은 해외에서 많은 자원을 받아 영향력이 높아지면서 세계화의 
상징이 된 미국에 큰 위협이 되었다. 이로 인해 미국은 무장 방식뿐만 아니라 
재산 동결을 비롯한 경제적인 제재 수단을 사용하기 위한 합법적인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논의를 시작하였다. 결국, 1996 년에 테러방지 및 
사형제도정비를 위한 법(Antiterrorism and Effective Death Penalty Act)이라는 
법이 공포되었고 이를 통해서 테러와 테러조직의 정의, 담당 기관들, 예방조치 
등을 규정하였다. 1 년 후인 1997 년 10 월에 해당 테러방지 및 사형제도정비를 
위한 법을 기반으로 해외 테러조직 리스트(Foreign Terrorist Organizations, 
FTOs)라는 제도가 제정되었다. 오바마 행정부 시절에는 이라크 레반트 이슬람 
국가(ISIS)와의 싸움으로 인해 가장 많은 수의 테러조직(25 개)을 지정하였다. 
클린턴 행정부 시절에는 테러조직 지정 제도가 등장해서 그 당시에 20 개 조직이 
테러조직으로 지정되었다. 또한 부시는 취임부터 퇴임까지 총 15 개 조직을 
테러조직으로 지정하였다. 

미국에서 테러조직 지정 권한은 국무부장관에게 있다. 그런데 
국무부장관이 이러한 지정에 대한 결정을 내리기 전에 몇 단계의 검토 절차가 
있다. 먼저 담당 기관은 형평성 검사(equity check)를 진행한다. 그 검사의 주요 
목적은 해당 조직의 지정을 가로막을 만한 요소가 있는지 살피는 것이다. 만약에 
그런 요소가 없을 때에는 행정 기록(Administration Record)이라는 두 번째 단계가 
시작된다. 이 기록은 해당 조직이 지정을 위한 법정 기준을 충족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러시아와 달리 미국은 3 가지 구체적인 기준에 의거하여 지정을 한다. 
해외 테러조직 리스트에 들어갈 수 있는 조직은 첫째, 테러와 관련된 활동을 하고 
있거나 그런 활동을 수행할 의지와 능력을 보유하여야 하며 둘째, 외국 
조직이어야 한다. 그리고 셋째, 이 조직의 활동이 미국 시민의 안전이나 국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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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 경제 차원의 국가안보에 위협이 되어야 한다. 세 번째 단계는 관할기관 
결정(Clearance Process)이다. 이 단계에서는 행정 기록이 지정되기 위해서 
법적으로 충분한지에 대해서 검토한다. 다음으로, 국무부장관은 지정에 대한 
결정을 내린다. 국무부장관의 결정 이후에 국무부는 조직이 정식으로 지정되기 7 
일 전에 의회에 통보한다. 마지막 단계에서는 공보에서 지정에 대한 공지가 
이루어진다. 요컨대, 한 조직은 6 단계를 포함한 과정을 통해서 테러조직으로 
지정된다. 리스트는 더 이상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 조직을 제외하거나 새로운 
조직을 추가하기 위해서 2 년마다 업데이트된다. 테러조직으로 지정된 결과는 
조직의 자산이 동결되고 조직의 구성원들은 미국에 입국할 수 없으며, 조직에 
지원하는 미국인은 징역 10 년형을 선고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133. 

 
 (2) 러시아 연방제가 지정한 테러조직 리스트 

2000 년대 초반에 체첸에서 극렬한 적대행위를 벌였던 많은 불법 
무장단체들은 잠적해서 테러 공격 준비와 급진적인 사상의 선전에 집중하기 
시작하였다. 그 무렵 러시아에서는 수많은 사람들을 죽인 테러 공격들이 
연쇄적으로 발생하였다. 그 중에 2002 년 10 월에 체첸 독립을 주장하는 
테러리스트 42 명이 모스크바 극장에 난입하여 공연을 관람하고 있던 시민 
850 명을 인질로 억류한 테러는 사상 최대 규모의 공격이었다. 인질구출작전 
과정에서 인질 133 명을 포함하여 최소 170 명이 사망하고 700 명 이상이 다쳤다. 
이 사건은 테러 예방과 관련된 기존 정책의 비효율성을 보여주었다. 미국과 
마찬가지로 러시아는 선전과 같은 테러조직의 활동을 예방하기 위한 제도가 
필요했기 때문에 2003 년부터 테러조직 지정 시스템을 갖추게 되었다. 그 당시에 
러시아의 대법원은 처음으로 15 개의 조직을 테러조직으로 지정하였다. 이 중에 
2 개의 조직은 러시아 내에서 결성되어 활동을 하고 있는 반면에 나머지 13 개 
조직은 다른 국가들에 근거지를 두고 있다. 

2003 년부터 변함 없이 유지되고 있는 테러조직 지정의 과정은 다음과 
같다. 우선, 러시아 검찰은 연방보안국이 테러조직 지정이 필요하다고 할 경우에 
이에 근거하여 대법원에 지정 요청을 한다. 대법원이 이런 요청을 승인하면 최종 
판결을 내린다. 판결이 시행될 때부터 조직의 활동이 러시아 내에서 금지되고 
조직의 재산이 압류되면서 조직의 대표자들이 기소될 수 있다. 하지만 지정의 

																																																								
133 Robert Dreyfuss, “Colin Powell’s List: The Targeting of ‘Terrorist’ Groups Harks Back to Earlier 

Repression of Dissent”, The Nation, (March, 2002), pp.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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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칙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는 자료는 아직도 없다. 1998 년 테러와의 
전쟁에 관한 연방법에 따르면 테러조직은 테러활동을 하는 것을 목표로 한 
조직이다. 그리고 이 법은 테러활동을 운송 수단의 파괴나 포획, 폭발, 방화 등 
사람들의 목숨을 위태롭게 하는 행동으로 정의한다. 그러나 2006 년에 새롭게 
나온 테러와의 전쟁에 관한 연방법에는 테러조직의 정의가 없어졌다. 이로 인해 
어떤 사건에 따라 테러조직이라는 개념이 다르게 해석될 수 있는 우려가 
발생하게 되었다.  

1998 년 테러와의 전쟁에 관한 연방법에 따르면 테러조직은 테러활동을 
하는 것을 목표로 한 조직이다. 그리고 이 법은 테러활동을 운송 수단의 파괴나 
포획, 폭발, 방화, 등 사람들의 목숨을 위태롭게 하는 행동으로 정의한다. 
러시아의 테러조직 리스트에 포함된 조직들은 모두가 러시아 내에서 테러활동을 
하지 않는 반면에 모든 조직이 러시아에 있는 테러리스트에게 재정적 원조를 
제공한다. 그런데 1998 년 테러방지법에서는 재정적 원조를 테러활동으로 
인정하지 못하였다. 1998 년 테러방지법에 있는 테러조직에 대한 정의에는 어떤 
조직을 테러조직으로 규정할 수 있는지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고 모호하며 
자세한 기준을 설명하지 않기 때문에 정부가 어떤 원칙에 따라 테러조직을 
지정하는지에 대해서 이해하기 어렵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는 데 2003 년에 
러시아 대법원이 공개한 테러조직에 대한 판결이 도움이 될 수 있다. 즉, 판결을 
분석함으로써 테러조직 지정 원칙 2 가지를 찾아낼 수 있다고 본다. 첫째로, 
조직이 러시아로부터의 무슬림 지역 분리를 지지하거나 러시아의 무슬림 지역을 
포함한 이슬람 국가의 건설을 목표로 삼으면 테러조직 리스트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2. 테러조직 지정 과정에서 미국과 러시아의 유사점과 차이점 
 

미국과 러시아가 공통적으로 지정한 테러조직 리스트를 검토해보면 
다음과 같은 것을 알 수 있다. 10 개의 조직이 지정되어 있는데 그 중에 2 개의 
조직(Al Qaeda, Islamic State of Iraq and the Levant)은 전세계에 퍼져있으며, 
아시아에는 우즈베키스탄(Islamic Movement of Uzbekistan, Islamic Jihad Union), 
파키스탄(Lashaker-e-Taiba)과 일본(Aum Shinrikyo) 등 네 조직이, 중동에는 네 
개의 조직(Al-Gama’a al-Islamiyya, Asbat al-Ansar, Al Qaeda in the Islamic Maghreb, 
Al-Nusrah Front)이 자리잡고 있다. 3 개의 조직(Islamic State of Iraq and the Levant, 
Al Qaeda in the Islamic Maghreb, Aum Shinrikyo)을 제외하면 나머지 모든 
테러조직은 양국에서 비슷한 시기에 지정되었다. 러시아가 2003 년에 테러조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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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스트를 만들기 시작하여 테러조직 지정에 대한 첫 발표를 했을 때 테러조직 
5 개가 이미 미국의 테러조직 리스트에 포함되어 있었다. 2005 년에 미국이, 1 년 
후인 2006 년에는 러시아가 Asbat al-Ansar 라는 조직을, 2014 년에는 양국이 
공통적으로 Al-Nusrah Front 라는 조직을 테러조직으로서 지정하였다. 그리고 
미국은 1997 년에, 러시아는 2016 년에 오무신리쿄(Aum Shinrikyo)라는 조직을 
테러조직으로 지정하였다. 오무신리쿄와 알카에다를 제외하면 나머지 8 개 
테러조직은 모두 알카에다의 지부 혹은 동맹 등으로서, 알카에다와 관계가 있는 
테러조직들이다. 현재 알카에다는 이라크-레반트 이슬람 국가와의 관계를 
부인하고 있지만 이라크-레반트 이슬람 국가가 알카에다에서 비롯되었다는 
사실은 공공연하게 알려져 있다.  

<표 3> 러시아와 미국이 공통적으로 지정한 10 개의 테러조직 리스트 

 

러  
시  
아  

지정  날짜  테러조직  지정  날짜  

미  
국  

2003.02 al-Qa'ida(AQ) 1999.10 

2003.02 Asbat al-Ansar(AAA) 2002.03 

2008.11 al-Qa'ida in the Islamic Maghreb 2002.03 

2014.12 al-Nusrah Front 2014.05 

2003.02 Islamic Movement of Uzbekistan 2000.09 

2003.02 Lashkar-e Tayyiba(LeT) 2001.12 

2014.02 
The Islamic State of Iraq and the 

Levant 
2004.12 

2003.02 
Gama'a al-Islamiyya 

(Islamic Group - IG) 
1997.10 

2006.02 Islamic Jihad Union(IJU) 2005.06 

2016.09 Aum Shinrikyo(AUM) 199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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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언급된 사항에 기반하여 미국과 러시아는 알카에다 및 알카에다의 
동맹 조직을 공동의 적으로 인식하고 있다. 이슬람 극단주의 네트워크를 
광범위하게 구축하고 있는 알카에다는 여러 국가의 군사적 및 비군사적 목표에 
대해 공격을 가하며, 구체적인 국가가 아닌 전 세계를 위협하는 테러조직이다. 
또한 미국과 러시아의 안보에 큰 위협을 가하기 때문에 양국의 테러에 대한 
인식과 이해관계가 교차하는 지점이다. 알카에다가 자행한 9.11 사건 직후 
미국과 러시아는 알카에다의 네트워크를 차단하고자 매우 적극적인 협력 의지를 
보여주었다. 하지만 양국의 테러조직 리스트를 다시 살펴보면 공통적인 
조직보다 한 국가의 리스트에만 있는 테러조직들이 여전히 훨씬 많다. 다음으로, 
리스트들에 차이점이 왜 더 많은지 설명하기 위해 어떤 요인들이 미국과 
러시아의 테러조직 지정 여부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비교하고자 한다. 

1) 테러조직  지정  및  관리  방식  비교  

테러조직 지정 제도는 한 국가의 적을 명확하게 규정하는 데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다양한 국가의 테러조직 리스트를 비교함으로써 국가들이 
어떤 이슈에 관련하여 협력 가능한지의 여부를 대략적으로 알 수 있다. 특히 
미국과 러시아는 테러와의 전쟁에서 중대한 역할을 하므로 테러에 대한 양국 
간의 협력, 상호 작용 부재, 대립 여부는 국제적인 안정성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양국의 테러조직 리스트를 비교하는 것은 중요하다. 그런데 테러조직에 
대한 지정 제도가 상대적으로 새롭고 모호한 것이기 때문에 테러조직 지정에 
대한 정해진 절차와 기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테러조직 지정은 많은 
요소를 고려해야 하는 복잡한 과정이다. 

테러조직 지정 제도에 관한 논문을 검토해보면 연구자들은 국가들이 한 
조직을 테러조직으로 지정할 때 실제로 어떤 요소에 따라 결정하는지에 대해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린다. Robert Dreyfuss134에 의하면 외교정책에서 얻는 
이익에 따라 어떤 조직을 테러조직으로 지정할지 여부가 결정된다. Julia 
Shapiro135는 현재 정치 풍조가 테러조직의 지정에 큰 영향을 끼친다고 주장한다. 
또한, Shapiro 에 의하면 국가가 반체제 집단들에 대한 공격을 정당화할 목적으로 

																																																								
134 Robert Dreyfuss, “Colin Powell’s List: The Targeting of ‘Terrorist’ Groups Harks Back to Earlier 

Repression of Dissent”, The Nation, (March, 2002), pp. 16-20. 
135 Julie Shapiro. “The Politicization of the Designation of Foreign Terrorist Organizations: The Effect on 

the Separation of Powers.” Cardozo Public Law, Policy & Ethics Journal, Summer, 2008, Vol.6(3), pp. 

5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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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러조직 지정을 이용할 수도 있다136. Lee Jarvis137는 2010 년부터 2017 년까지 
미국 국가정보국장으로 재직한 제임스 클래퍼(James Clapper)의 인터뷰를 
통해서 FTO 리스트가 미국 정부의 잠재적인 정치적, 외교적 우려에 의해 
형성되었다는 결론에 도달한다. 본고는 미국과 러시아가 운영하는 테러조직 
지정 리스트를 검토함으로써 다음과 같은, 테러조직 지정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은 요인들을 도출하였다. 

 
(1) 테러의 정의에 대한 이해: “use of violence” VS “ideology of violence” 

미국과 러시아의 테러에 대한 공식적인 정의는 전체적으로 비슷하다. 
하지만 정의의 일부에서 차이점이 나타난다. 미국은 테러를 폭력행위나 폭력의 
위협(“a threat or use of violence”) 으로 보는 반면에 러시아는 테러를 폭력행위 및 
폭력의 이데올로기(“the ideology of violence”)로 인식한다. 러시아의 극단주의 
퇴치 전략에 의하면 폭력의 이데올로기는 “정치적, 종교적, 이념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폭력을 정당화하는 아이디어와 관점의 종합”이다138. 
미국의 “use of violence” 및 러시아의 “the ideology of violence”라는 테러에 대한 
정의의 차이점은 미국과 러시아의 테러조직 리스트의 차이점 중에 하나를 
설명하는 데에 도움이 된다. 즉, 테러를 폭력행위의 사용이나 사용의 위협으로 
보는 미국은 주로 조직이 테러공격을 벌인 후에 테러조직으로 지정하는 반면에 
폭력의 이데올로기에 역점을 두는 러시아는 테러공격을 실행하지 않지만 
극단적인 이슬람 혹은 정권 전복에 관한 선전 활동을 하는 조직도 테러조직으로 
지정한다. 

<그림 4> 미국과 러시아가 지정한 테러조직들의 폭력 수위 

																																																								
136 Julie Shapiro. “The Politicization of the Designation of Foreign Terrorist Organizations: The Effect on 

the Separation of Powers.” Cardozo Public Law, Policy & Ethics Journal, Summer, 2008, Vol.6(3), pp. 

577. 
137 Lee Jarvis, Tim Legrand, "The Proscription or Listing of Terrorist Organizations: Understanding, 

Assessment, and International Comparisons," Terrorism and Political Violence: The Proscription or 

Listing of Terrorist Organizations, Vol.30, No. 2, March 2018, pp. 199-215. 
138 Указ Президента РФ от 29.05.2020 № 344 «Об утверждении Стратегии противодействия 

экстремизму в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до 2025 года». Указ Президента РФ, от 29.05.2020 г. № 344. 

https://www.mchs.gov.ru/dokumenty/2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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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0 년 이후 테러 사건에 대한 국제테러리즘데이터베이스(The Global 

Terrorism Database, GTD)를 사용함으로써 양국의 테러조직 리스트에 있는 
조직들이 저지른 폭력행위로 인한 사망자수와 관련 정보가 분석되었다. 이 
분석을 토대로 만들어진 <그림 4>는 미국과 러시아가 지정한 테러조직들의 
폭력수준 그리고 이 조직들로부터 테러공격을 당한 국가의 수를 제시한다. 
미국의 FTO 리스트에 포함되어 있는 조직 모두가 폭력으로 인한 사망자를 낸 
적이 있다. 반면에, 러시아의 리스트에는 사람을 죽인 테러조직과 함께 아직 
피해를 끼치지 않은 조직도 포함되어 있다. 즉, 러시아의 리스트에 있는 조직 
31 개 중에는 살인을 저지르지 않은 조직이 10 개(32%), 그리고 30 명 미만의 
목숨을 빼앗은 조직이 9 개(29%)로 나타난다.  

러시아가 테러조직으로 지정하였으나 살인을 저지르지 않은 조직들 중의 
하나는 알하라 마인(Al Haramain Islamic Foundation, al-Haramain)이라는 
조직이다. 알하라 마인은 전 세계에 50개 이상의 지부를 가지고 있는 제일 
중요하고 유명한 사우디 자선단체이다. 이 비영리 기관은 전 세계에서 종교적인 
교육, 회교 사원 건설 및 인도적 지원 임무를 지원함으로써 와하브파 이슬람을 
추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삼는다. 그러나 9.11 사건 이후 알하라 마인은 
알카에다와 알카에다의 제휴 단체들에 자금을 댄다는 명목으로 기소당하였다139. 
러시아는 체첸의 무장 단체들에 대한 자금 지원을 이유로 알하라 마인을 

																																																								
139 U.S. Committee on Financial Services, "The 9/11 Commission Report: identifying and preventing 

terrorist financing," U.S. Government Printing Office (August 23, 2004) pp. 114-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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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러조직으로 지정하였다. 반면에 미국은 알하라 마인이 알카에다에게 제공하는 
지원을 막기 위해서 그것을 테러조직으로 지정하지 않았다. 그 대신 미국 정부는 
2002년 3월에 알하라 마인을 테러의 자금처(financiers of terror)로 지정하며 
테러조직들에 대한 알하라 마인의 지원을 막기 위해서 사우디 아라비아 정부와 
협력하기로 하였다140. 

선전을 한다는 이유로 러시아가 테러조직으로 지정한 또 다른 사례는 
Rohnamo ba sui davlati Islomi 라는 조직이다. 다른 테러조직과 달리 이 조직은 
물리적 형식이 아닌 인터넷 커뮤니티 형식으로 존재하였다. 이 단체는 러시아 
인터넷에서 “테러 이데올로기를 내세우며 이슬람 국가를 위한 구성원을 
모집하기 때문에” 141  테러조직으로 지정되었다. 위에 언급된 사실은 러시아 
입장에서 폭력행위를 하는 테러조직뿐만 아니라 지원 또는 급진적인 선전을 
하는 조직도 테러조직으로 충분히 인정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게다가 
러시아가 지정한 테러조직이 대부분 러시아를 비롯한 CIS 국가의 영토에서 
활동하기 때문에 러시아 연방보안국은 테러를 이미 벌인 조직과 싸우는 것보다 
테러에 대한 선전을 포함한 테러활동을 방지하는 데에 더 많은 잠재력을 
보유하고 있다.  

요컨대 러시아는 테러조직 지정 리스트를 테러 사건 방지의 수단으로 
적극적으로 사용하는 반면에 미국은 주로 이미 테러공격을 벌인 테러조직에 
대한 재정지원을 막기 위해서 테러조직 지정 제도를 사용하고 있다. 

 
(2) 테러조직에 대한 접근성  

 
미국의 FTO 리스트에는 해외 조직만 기재되어 있으며 지금까지 지정된 

70 개의 조직 중에서 37%(26 개)가 아시아에 자리를 잡고 있다. 그 다음으로 
27%(19 개)가 중동 국가에 있다. 또한 미국이 지정한 테러조직이 자리잡은 곳을 
국가별로 살펴보면 파키스탄에 가장 많은 수의 테러조직(8 개)이 있으며 
팔레스타인(7 개)과 이라크(6 개)가 그 뒤를 잇고 있다. 다른 국가에 비해 미국의 
FTO 리스트에는 가장 많은 수의 테러조직(70 개)이 포함되어 있고 여기에는 
호주와 남극을 제외한 모든 대륙이 포함되어 있다. 테러에 대한 미국 대통령들 

																																																								
140 U.S. Committee on Financial Services, "The 9/11 Commission Report: identifying and preventing 

terrorist financing," U.S. Government Printing Office (August 23, 2004) pp. 114-130  
141 “Russia’s FSB thwarts activity of online cells raising funds for IS,” Armen Press, 11 August 2016. 

https://armenpress.am/eng/news/856718/russiaE28099s-fsb-thwarts-activity-of-online-cells-raising-funds-

for-is.html (검색일 2019 년 11 월 6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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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론의 주요 요소는 중동 평화의 프로세스와 관련이 있기 때문에 미국이 지정한 
대부분의 조직들이 중동 국가와 아시아 국가에서 테러활동을 하고 있다.  
 미국에서 먼 국가에서 활동하는 조직이 테러조직 리스트에 포함한 
이유는, 미국은 글로벌 안보 보장이 자국 안보 보장에 영향을 준다142고 보기 
때문에 ‘국제 경찰(global policeman)’의 역할을 맡고자 하기 때문이다143. 2015 년 
미국 국가안보전략에는 “strong and sustained American leadership is essential to a 
rules-based international order that promotes global security and prosperity as well as 
the dignity and human rights of all peoples144”라는 주장이 있는데 이는 글로벌 안보 
보장에 대한 주도권을 쥐려는 미국의 의지력을 보여준다.  

 
<그림 5> 미국과 러시아가 테러조직으로 지정한 테러조직들의 활동지역  

 
반면에, 지금까지 러시아가 테러조직으로 지정한 총 31개의 조직 중에서 

9개가 러시아 영토 내에 자리를 잡았고 나머지는 아시아와 중동에 위치해 있다. 
러시아가 지정한 테러조직이 자리잡은 곳을 국가별로 살펴보면 역시 미국과 
다른 양상을 보인다. 즉, 러시아에 가장 많은 수의 테러조직(9개)이 있으며 
시리아(4개)와 아프가니스탄(4개)이 그 다음으로 많은 테러조직을 보유하고 
있다. 더불어, 테러조직으로 지정한 조직 31개 중에 18개(58%)는 러시아나 CIS 
국가들의 국경 근처에서 활동한다. 러시아의 경우, 지정학적 위치 상 국제 사회에 

																																																								
142 “National Security Strategy 2000,” White House Office (Washington, D.C.), December 2010, p. 4. 
143 Gideon Rachman, 'The world would miss the American policeman', Financial Times, 2 September 

2013. https://www.ft.com/content/fdbfa06c-13ba-11e3-9289-00144feabdc0 (검색일 2019 년 11 월 6 일). 
144 “National Security Strategy 2015,” United States. White House Office (Washington, D.C.), February 

2015, p.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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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외교 방향, 그리고 위협에 대한 인식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145 . 
러시아는 현재 기준으로 21개의 국가와 국경을 맞대고 있으면서 전 세계에서 
가장 긴 국경을 가지고 있다. 더불어, 러시아는 많은 이슬람 국가들과 지리적으로 
근접하기 때문에 러시아의 체첸에 더 많은 무장 세력을 유치할 수 있는 중앙 
아시아의 극단주의 문제에 더욱 민감하다 146 . 간단히 말하자면 이슬람 
과격분자의 활동으로 인해 불안정해질 수 있는 중앙 아시아는 러시아의 국내 
상황에 위협을 가할 수 있기 때문에 러시아는 자국의 인근에서 활동하는 조직을 
테러조직으로 지정하는 경향을 보인다. 이로 인해 미국과 달리 러시아는 
러시아와 멀리 있는 유럽 국가(ex. RIRA) 혹은 아프리카의 국가들(ex. Boko 
Haram)에서만 활동하는 조직들을 지정한 적이 없다. 

미국은 전 세계의 조직을 테러조직으로 지정하는 반면에, 러시아는 인근 
지역에서 운영되는 조직을 테러조직으로 지정하는 것을 선호한다. 다시 말해 
미국은 글로벌 안보 보장에 초점을 두는 반면에, 러시아는 글로벌 안보보다 국가 
안보에 영향을 주는 지역 안보(regional security)의 보장에 더욱 집중한다고 
주장할 수 있다.  

 
(3) 안보 안건 

 
어떤 조직이 테러조직으로 지정되는지를 이해하기 위해서 미국과 

러시아의 안보관을 살펴보는 것은 도움이 될 수 있다. 20 년 동안 이 문제들에 
대한 양국의 입장에는 큰 변화가 없었다. 우선 양국은 국제테러와 지역 분쟁을 
동일하게 국가의 위협으로 인정한다. 그러나 미국과 러시아는 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에 있어 자국의 위치를 다르게 본다. 미국은 유엔을 비롯한 다국적 
기구들이 회원국들 사이에서 벌어진 안건에 대한 경쟁으로 인해 
집합결정(collective decision)을 도출하기 어렵기 때문에 문제를 해결하는 데에 
미국의 주도권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147. 반면에, 러시아는 미국이 국제 문제에 
대한 패권을 장악하는 것을 비난하고 유엔과 같은 다국적 기구를 통해서 공동 

																																																								
145 Graham H. Turbiville, "Russian Special Forces: Issues of Loyalty, Corruption and the Fight Against 

Terror", The JSOU Press, August 2005, p. 39. 
146 Graham H. Turbiville, "Russian Special Forces: Issues of Loyalty, Corruption and the Fight Against 

Terror", The JSOU Press, August 2005, p. 112. 
147 “National Security Strategy 2000,” White House Office (Washington, D.C.), December 2000, p.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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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력으로 국제문제를 해결하고 다극화된 세계를 형성하길 원한다148. 그리고 
미국은 미국, 미국의 동맹국 및 미국의 파트너 국가의 안보 보장, 경제적 번영, 
민주주의와 시장 자유의 가치149를 국익으로 보는 반면에 러시아는 주권 및 영토 
보전, 경제적 번영, 강대국이란 지위 강화, 다극화 세계에서 다른 국가들과의 
파트너십 유지150를 국익으로 본다. 클린턴 행정부 시절에 미국은 총 20 개 조직을 
테러조직으로 지정하였는데 이들 중에 절반(10 개)은 중동에 자리잡고 
테러활동을 했으며, 이 조직 10 개 중에 5 개는 미국의 동맹국인 이스라엘을 
위협하는 팔레스타인의 조직들이었다. 부시 행정부와 마찬가지로 지정한 
대부분의 조직들(8 개)은 미국의 동맹국들에 자리를 잡았다. 

반면에, 주권 수호 및 영토 보전을 주요 국익으로 보는 러시아는 정권을 
전복시키고자 하는 조직 및 분리주의적 조직들을 테러조직으로 본다. 따라서 
러시아 대법원이 공개한 테러조직에 대한 판결에 의하면 러시아의 테러조직 
리스트에 있는 조직들 중에 81% (25 개)가 체첸 공화국에 위치한 테러조직, 불법 
무장 단체, 분리주의자들에게 재정적인 원조를 비롯한 지원을 제공하는 
조직이라는 것은 놀라운 사실이 아니다. 더불어, 리스트에 있는, 극단주의 이슬람 
조직들에 둘러싸인 The Minin and Pozharsky Public Militia Movement 도 
마찬가지이다. 이 러시아 단체는 Vladimir Kvachkov 러시아 정보총국의 대령이 
이끌고 무장반란을 진행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러시아 대법원은 이 단체를 
테러조직으로 지정하였고 연방보안국의 노력으로 The Minin and Pozharsky 
Public Militia Movement 의 구성원들이 기소되었다. 

반면에 미국은 국제질서 유지와 자유민주주의적 가치 촉진을 우선시한다. 
1997 년에 “Statement on Action Against Terrorist Organizations”라는 연설에서 
FTO 제도의 설립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클린턴은 평화와 민주주의 그리고 
미국의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조직이 테러조직으로 지정되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151 . 9.11 사건 이후 FTO 리스트에 예전에 지정했던 조직이 
남아있었지만 새로운 조직이 추가됨으로써 테러조직을 지정하는 데에 방향이 

																																																								
148 «Стратегия национальной безопасности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до 2020 года». Президент 

России. http://kremlin.ru/supplement/424 (검색일 2019 년 11 월 6 일). 
149 “National Security Strategy 2010,” White House Office (Washington, D.C.), December 2010, p. 7. 
150 “Указ Президента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от 31.12.2015 г. № 683. О Стратегии национальной 

безопасности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Президент России. http://kremlin.ru/acts/bank/40391/page/1 

(검색일 2019 년 11 월 6 일). 
151 Statement on Action Against Terrorist Organizations. October 08, 1997. 

https://www.presidency.ucsb.edu/documents/statement-action-against-terrorist-organiz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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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소 달라진 것을 알 수 있다. 2001 년 이전에는 FTO 리스트에 있는 조직 중 약 
30 %만이 이슬람 단체(Islamic groups)였던 반면에 2001 년 이후 리스트에 추가된 
조직 중 70 % 이상이 이슬람 단체들이었다152. 대부분 이슬람 단체들은 이슬람 
국가를 세우는 것을 목적으로 하면서 민주주의를 절대적으로 거부한다. 

또한 미국의 경우, 자국의 안보 보장뿐만 아니라 동맹국 및 국가 파트너의 
안보 보장까지 국익으로 보기 때문에 미국의 FTO 리스트에서 미국의 
동맹국에서 활동하는 테러조직들을 많이 볼 수 있다. 더불어, 동맹국의 입장이 
미국의 테러 지정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자주 볼 수 있다. 일례로 
파키스탄의 카쉬미리에 대한 테러 조직 지정을 들 수 있다. 이 조직은 인도 
정부에 테러공격을 했지만 미국은 파키스탄과의 관계 악화를 우려하여 지정을 
계속 미루었다153. 그러나 부시 행정부는 인도로부터 압력을 받고 결국 이 조직을 
테러조직으로 지정하였다 154 . 이 사례에 대해서 논의하는 헌법 권리 센터의 
Nancy Chang 은 “The government has carte blanche to pick and choose organizations 
to put on these lists. Foreign policy interests often determine who is added and who is 
not. It’s a highly politicized process”라고 테러 지정 제도에서 외교정책의 이익이 
큰 역할을 하는 것을 비판하였다 155. 

 
(4) 정당한 권력에 대한 태도 

 
러시아는 주권 유지를 최우선 사항으로 보며 선거를 통해 설립된 권력의 

합법성을 인정하며 다른 국가들이 타국의 내정에 간섭하는 것을 항상 비난한다. 
이 때문에 러시아가 만든 리스트에 하마스 혹은 헤즈볼라를 찾을 수 없다. 그 
이유는 이 두 조직이 선거를 통해 의회에 자리를 잡았고 팔레스타인과 레바논의 
정치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반면에, 미국은 테러를 지원하는 
국가와 대립했던 경험이 위주였기 때문에 일부 테러조직들을 독립적인 행위자가 
아닌 권위주의적인 레짐의 도구로 본다. 그래서 미국은 선거를 통해서 정권을 

																																																								
152 C.J. Beck, E Miner, “Who Gets Designated a Terrorist and Why?” Social Forces, 91 (3), March 2013, 

p. 854. 
153 Robert Dreyfuss, “Colin Powell’s List: The Targeting of ‘Terrorist’ Groups Harks Back to Earlier 

Repression of Dissent”, The Nation, (March, 2002), pp. 16-20. 
154 Robert Dreyfuss, “Colin Powell’s List: The Targeting of ‘Terrorist’ Groups Harks Back to Earlier 

Repression of Dissent”, The Nation, (March, 2002), pp. 16-20. 
155 Robert Dreyfuss, “Colin Powell’s List: The Targeting of ‘Terrorist’ Groups Harks Back to Earlier 

Repression of Dissent”, The Nation, (March, 2002), pp.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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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악했지만 독재 레짐을 지지하는, 헤즈볼라 같은 조직들을 테러조직으로 
지정한다. 이는 아랍과 무슬림 국가의 민주화 노력을 대하는 미국의 태도에 
의구심을 자아내었다. 특히, 2006 년 하마스의 의회 선거 승리에 대한 부시 
행정부의 적대적인 반응은 민주주의 문제에 대한 미국의 공공 외교를 
약화시키는 중요한 요인이 되었다. 

 
(5) 지정 이후 처리방식 

 
러시아와 달리 미국이 지정한 모든 조직들은 해외에서 활동한다. 해외에 

있는 테러조직의 구성원들을 잡기 어렵기 때문에 미국의 입장에서는 지정을 
통해 테러조직으로 지정된 조직에 대한 국민의 지지를 떨어뜨리고 테러조직과 
미국 내 금융기관 간의 금융거래를 막는 것이 주요 목표일 수밖에 없다. 미국은 
세계의 금융센터들 중에 하나로서 자선단체, 은행 등 다양한 금융기관들이 모여 
있어 이 기관들을 통해서 테러조직들도 자금 이동을 한다. 이로 인해 미국 정부는 
테러조직의 활동을 막기 위해서 지정과 관련된 자금 이동 방지 수단을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 따라서 법적으로, 테러조직으로 지정되면 조직의 
자산이 동결되고 조직의 구성원들은 미국에 입국할 수 없으며, 조직에 지원하는 
미국인은 징역 10 년형을 선고 받게 된다. 테러 조직 지정 이후에 미국은 주로 
재정 및 이민정책을 수단으로 활용한다. 러시아는 지정 관련 판결이 시행될 
때부터 해당 조직의 활동을 영토 내에서 금지하고 조직의 재산을 압류하며 
조직의 대표자들을 기소할 수 있다. 러시아가 지정한 테러조직이 대부분 CIS 
국가의 영토 혹은 국경 근처에서 활동하기 때문에 러시아 연방보안국이 
테러조직을 감시하고 테러리스트 파괴 작전을 진행하기 위한 큰 재량권을 
가지고 있다. 

미국에서는 재무부가 지정의 결과를 처리하는 반면에, 러시아에서는 
조직이 테러조직으로 지정된 순간부터 연방보안국의 관할에 속한다. 간단히 
말하자면, 미국은 테러를 방지하기 위해 재정적인 수단에 주의를 기울이는 
반면에 러시아는 재정적인 수단보다 사법적이고 군사적인 수단을 더 많이 쓴다. 

2) 사례 연구를 통한 양국의 비교 

(1) 하마스(HAMAS) 

테러 조직의 활동을 분류함에 있어 미국과 러시아는 다른 견해를 가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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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가 많은데 그 중 하나가 이슬람 저항운동단체인 하마스이다. 1987년에 
조직된 이 단체는 요르단 강의 서안 지구, 가자 지구에서 이스라엘을 물리치고 
팔레스타인 전역에 이슬람 국가를 세우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현재는 이슬람 
국가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팔레스타인 전체를 '침략자들로부터 해방하는 것을 
유일한 목표로 삼고 있다.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하마스는 무기를 사용하여 
이스라엘과 분쟁하고 있다. 이러한 하마스의 활동을 두고 국제 사회의 의견이 
양분된다. 미국, 캐나다, 유럽 연합, 인도, 대한민국은 하마스를 테러 단체로 
규정하며 어떠한 상호교류도 허용하지 않는다. 반면에 러시아, 시리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이란, 파키스탄, 중화인민공화국, 터키 등의 국가들은 
하마스를 지지하는 입장을 취하며 하마스를 합법적인 협상 파트너로 본다.  

하마스는 클린턴 행정부가 1997 년에 FTO 리스트를 처음 발표했을 
때부터 미국에서 지정한 테러조직 리스트 속에 포함되어 있었다. 이는 하마스가 
미국의 주요 비 NATO 동맹국인 이스라엘의 민간인들과 군대를 공격함으로써 
중동 평화 프로세스를 위협하기 때문이다. 미 국무 장관이 2000 년부터 
2006 년까지 발표한 Country Reports on Terrorism 라는 연차 보고서에 의하면 
하마스는 이스라엘의 이익에 반하여 수많은 공격을 하였다. 미국의 이해관계를 
겨냥하지 않았다(“HAMAS activists have conducted numerous attacks against Israeli 
interests. The group has not directly targeted U.S. interests”)156. 그러나 하마스가 
팔레스타인 자치 정부 총선거에서 많은 지지를 받은 이후 미국은 Country Reports 
on Terrorism 에 미국의 이익을 겨냥하지 않았다는 문장을 빼고 하마스의 위협이 
증가하고 있다고 주장하기 시작하였다. 이 위협을 막기 위해서, 미국 재무부는 
2006 년 하마스가 선거에서 승리하자 미국 금융 기관이 하마스 당 슬레이트에서 
선출된 팔레스타인 입법위원회 위원과의 모든 거래를 거부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였다 157 . 이로써 미국은 세계에서의 가장 큰 은행들에 대한 통제권을 
행사하고 자금 조달 기구를 제재하는 위협의 방식을 통해 이란을 비롯한 아랍 
국가에서 팔레스타인 자치 정부에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차단하였다158. 

																																																								
156 U.S. Department of State, Country Reports on Terrorism 2006 (Washington D.C., 2006). https://2009-

2017.state.gov/j/ct/rls/crt/2006/index.htm (검색일 2020 년 6 월 6 일). 
157 U.S. Department of the Treasury, Press Release, “Palestinian Legislative Council (PLC) List,” April 

12, 2006. http://www.treasury.gov/resource-center/sanctions/Terrorism-Proliferation-

Narcotics/Pages/index.aspx (검색일 2020 년 6 월 6 일). 
158 Yevgeny Primakov, Russia and the Arabs: Behind the Scenes in the Middle East from the Cold War to 

the Present (Basic Books, 2009). 



	

	 64	

미국이 테러조직으로 지정한 대부분의 조직들이 알카에다와 관련되어 
있지만 하마스는 전 세계적으로 활동하지 않으며 알카에다와 다른 안건을 
가지고 있다. 하마스의 입장에서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간 분쟁의 핵심 쟁점은 
바로 영토 점령이기 때문에 이들이 자행한 모든 폭력은 점령의 결과로 보인다. 
하마스의 현재 지도자 Khaled Mishaal 은 2013 년에 말레이시아 
국제이슬람대학을 방문할 때 “We say to the states which designate us as a terrorist 
organization and overshadow the Israeli terrorism, this (resistance) is our right. The 
Israeli occupation killed our people inside and outside Palestine”라고 하마스를 
테러조직으로 지정한 서구 국가들의 결정을 비난하고 하마스가 테러조직이 
아니라 독립운동 단체라고 강조하였다159. 게다가, 하마스를 연구하는 Yousef M. 
Aljamal 은 “"HAMAS: A Terrorist Organization or Liberation Movement?” 논문에서 
하마스의 2006 년 선거 승리, 하마스 지도자들의 공식 성명, 그리고 하마스가 
결코 서구를 위협하지 않았다는 주장을 제시하여 하마스를 테러조직으로 규정한 
것을 정당화할 수 있는 근거가 없다는 결론을 내린다 160.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마스는 미국의 FTO 리스트에 여전히 포함되어 있다.  

사실상 서구를 공격 대상으로 삼은 적이 없는 하마스가 테러조직으로 
지정된 것은 하마스에 대한 이스라엘의 인식 및 하마스와 이스라엘의 
관계로부터 영향을 받았다. 팔레스타인 해방 기구(The Palestine Liberation 
Organization, PLO)의 경우도 마찬가지였다. PLO 는 처음에 테러를 감행하여 
팔레스타인의 독립을 목표로 삼는 조직이었다. 미국과 이스라엘은 팔레스타인 
해방 기구를 국제 테러 조직으로 지정한 바 있다. 미국 번전(U.S. Code)의 1987 년 
버전에는 “the Congress determines that the PLO and its affiliates are a terrorist 
organization and a threat to the interests of the United States, its allies, and to 
international law and should not benefit from operating in the United States”라는 
선포가 쓰여 있었다161. 그러나 팔레스타인 해방 기구가 테러 활동을 포기한 이후 
이스라엘은 1993 년에 팔레스타인 해방 기구와 오슬로에서 협정을 진행하며 
PLO 를 팔레스타인을 대표하는 유일한 기구로 인정하였다. 이스라엘에 이어 
미국도 이 기구를 테러조직이 아닌 팔레스타인 사람들의 대표자로 보기 

																																																								
159 Khaled Mishaal, “Hamas and the Islamic Nation,” Speech at the Islamic International University in 

Malaysia (December 2013). 
160 Yousef M. Aljamal, "HAMAS: A Terrorist Organization or Liberation Movement?" Politics and 

Religion, Vol.8, No. 1 (December 2016) pp. 39-58. 
161 US Code (Washington D.C., 1987). https://2009-2017.state.gov/j/ct/rls/crt/2006/index.htm (검색일 

2020 년 6 월 6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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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하였다. 따라서 언젠가 이스라엘이 하마스와 협상을 시작한다면, 미국도 
하마스를 중동 평화 프로세스에 대한 협상자로 인정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주장할 수 있다.  

반면에, 러시아는 하마스를 이미 중동 평화 협상의 참가자로 보고 있다. 
러시아 정부 입장에서는 하마스가 테러 조직이 아니라 합법적인 단체이다. 
하마스 대표단은 2006 년에 팔레스타인 자치 정부 총선거에서 유권자의 지지를 
받아 큰 압승을 했을 때부터 2020 년까지 러시아 정부의 초대로 모스크바를 다섯 
차례나 방문하였다. 푸틴에 의하면 하마스는 민주주의적인 선거를 통해서 
정권을 장악하게 되었기 때문에 러시아는 팔레스타인인들의 선택을 존중해야 
하였다162. 그러한 입장으로 인해 러시아는 미국과 유럽 연합에서 비난을 많이 
받았지만 이스라엘-팔레스타인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 한편을 무시하는 
것보다 대화하는 것이 낫다고 보았다163. 푸틴은 하마스에 대한 러시아의 입장이 
미국과 서유럽의 입장과 다르다는 것을 인정하지만164 하마스를 격리시키는 것이 
오히려 하마스의 과격화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하였다.  

2017 년에 왜 러시아가 하마스를 테러조직으로 지정하지 않았느냐는 
질문에 당시 주 이스라엘 대사였던 알렉산더 쉰(Alexander Shein)은 “하마스와 
헤즈볼라라는 이슬람 단체들이 러시아에서 테러공격이나 러시아의 국익에 
위배되는 공격을 수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러시아는 해당 단체를 테러 조직으로 
간주하지 않는다165”고 답하였다. 그러나 러시아가 테러조직으로 지정한 조직 
리스트를 보면 러시아 영토에서 혹은 러시아의 이익에 반하지 않은 조직들도 
포함되어 있다. 무슬림 형제단은 이런 조직들 중의 하나이다. 하마스가 1987 년에 
무슬림 형제단의 팔레스타인 지부로 설립되었다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166. 

																																																								
162 Президент России. Стенограмма пресс-конференции для российских и иностранных 

журналистов, 2006. http://kremlin.ru/events/president/transcripts/23412 (검색일 2020 년 6 월 6 일). 
163 Президент России. Стенограмма пресс-конференции для российских и иностранных 

журналистов, 2006. http://kremlin.ru/events/president/transcripts/23412 (검색일 2020 년 6 월 6 일). 
164 Президент России. Стенограмма пресс-конференции для российских и иностранных 

журналистов, 2006. http://kremlin.ru/events/president/transcripts/23412 (검색일 2020 년 6 월 6 일). 
165 Sue Surkes, “Hamas, Hezbollah ‘not terrorists,’ Russian envoy to Israel says,” The Times of Israel, 14 

June 2017. https://www.timesofisrael.com/hamas-hezbollah-not-terrorists-russian-envoy-to-israel-says/ 

(검색일 2020 년 6 월 6 일). 
166 Gus Martin, Understanding Terrorism: Challenges, Perspectives, and Issues (Thousand Oaks: SAGE, 

2010), pp. 92-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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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다가, 무슬림 형제단은 오랫동안 하마스에 자금을 공급하였다 167 . 하지만 
러시아는 하마스를 테러조직으로 간주하지 않고 무슬림 형제단만 테러조직으로 
본다.  

추가적으로, 아프가니스탄전쟁에서 하마스가 소비에트 군대에 대항한 
사실이나 체첸이 포함된 이슬람 운동(Islamic movements)을 지지한 사실168은 
러시아가 하마스를 테러조직으로 지정할 충분한 이유가 될 수 있었다. 
아비그도르 리베르만 전직 이스라엘 외무부 장관은 "Hamas is exactly like the 
Chechen terrorists and [Hamas chief Khaled] Meshal is exactly like Chechen leader 
Shamil Basayev,"라고 말하였다169. 리베르만은 하마스에 대한 러시아의 입장을 
비난하며 러시아와 같은 선진국이 지리적 위치에 따라 좋은 테러리스트와 나쁜 
테러리스트를 나눌 수는 없다고 주장하였다170 . 위에 언급한 것을 고려하면 
러시아는 하마스를 테러조직으로 지정할 충분한 이유를 가지고 있는데 왜 
아직도 하마스의 합법적인 지위를 강조하고 있는가? 그 이유는 다양하다.  

중동은 세계 정치에서 주요 지역 중 하나로 간주된다. 소련의 붕괴 후 
러시아는 외교정책에서 주로 서구 국가들 그리고 독립국가연합의 회원국들과의 
관계에 주안점을 두었다. 그러나 푸틴의 제 2 임기 때부터 러시아는 중동에 
위치한 국가들에 눈을 돌렸으며 중동에서 효과적인 역할을 확립하려는 목표를 
세웠다. 2006 년에 팔레스타인 자치 정부 총선거에서 하마스가 승리하자, 미국과 
유럽연합은 이에 반감을 가지고 새로운 팔레스타인 자치 정부로 흘러 들어가는 
자금 지원을 차단하였다. 다른 한편으로 하마스의 승리는 러시아가 하마스와 
대화를 시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였다. 하마스에 대한 서구의 입장을 따르지 
않은 러시아는 이스라엘-팔레스타인 분쟁에 대한 독립적인 입장을 보여 

																																																								
167 Jonathan Schanzer, "Hamas’s Benefactors: A Network of Terror", Foundation for Defense of 

Democracies, September 9, 2014, p. 3. 

https://docs.house.gov/meetings/FA/FA13/20140909/102629/HHRG-113-FA13-Wstate-SchanzerJ-

20140909.pdf (검색일 2020 년 6 월 6 일). 
168 Elaheh Koolaee, Hamidreza Azizi, “Expansion of Russia – Hamas Relations: Sources and 

Implications”, Journal of Power, Politics & Governance, December 2015, Vol. 3, No. 2, pp. 41-59.  
169 "Israel to Russia: Hamas Is Like the Chechen Terrorists", Haaretz, May 12, 2010. 

https://www.haaretz.com/1.5119477 (검색일 2020 년 6 월 6 일). 
170 "Israel to Russia: Hamas Is Like the Chechen Terrorists", Haaretz, May 12, 2010. 

https://www.haaretz.com/1.5119477 (검색일 2020 년 6 월 6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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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었다171. 무슬림 인구가 많은 러시아는 하마스와 공식적인 대화를 할 때 이슬람 
운동에 반대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이 덕분에 러시아는 
아랍국가들로부터 호의를 얻었고 아랍국가에서 영향력을 서서히 확대하기 
시작하였다172.  

 러시아는 이스라엘-팔레스타인 분쟁 해결을 목표로 한 중동평화 
4 자회담의 참가국으로서 하마스와 관계를 맺음으로써 미국과 유럽연합에 비해 
아랍과 이스라엘의 중재에 더 효과적인 역할을 할 수 있었다. 하마스 수석요원인 
Mousa Mohammed Abu Marzook 는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 협상을 중재하는 
미국이 완전히 이스라엘에 동조하기 때문에 러시아가 미국보다 갈등을 해결하는 
데에 더 많은 기여를 할 수 있다고 강조한다. 한편, 러시아와 하마스의 소통을 
러시아가 일방적인 미국의 질서(unilateral American order)를 방해하려는 시도로 
보는 견해도 존재한다173. 푸틴 대통령은 러시아-하마스 관계를 공인했을 때 
팔레스타인 자치 정부 총선거에서 하마스의 승리가 중동에 대한 미국 외교에 큰 
타격을 주었다고 주장하였다174. 이란의 지지를 받고 미국의 영향을 받지 않은 
하마스에 대한 러시아의 공인은 하마스를 테러조직으로 지정하는 것보다 
러시아의 이익에 더 가까웠다. 러시아는 이스라엘과 하마스 사이에서 중재인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이 지역에서 자국의 영향력과 존재감을 확대시키고 있으며 
'다극성의 원리'를 추진함으로써 중동평화 과정에서 미국의 독점적인 지위에 
균형을 맞추고 있다. 

(2) 탈레반(Taliban) 

이스라엘-팔레스타인 분쟁처럼 탈레반과 아프간 정부 간의 분쟁은 
오래전부터 지속되고 있다. 탈레반이라는 이슬람 조직은 1994 년에 

																																																								
171 Elaheh Koolaee, Hamidreza Azizi, “Expansion of Russia – Hamas Relations: Sources and 

Implications”, Journal of Power, Politics & Governance, December 2015, Vol. 3, No. 2, pp. 41-59. 
172 Elaheh Koolaee, Hamidreza Azizi, “Expansion of Russia – Hamas Relations: Sources and 

Implications”, Journal of Power, Politics & Governance, December 2015, Vol. 3, No. 2, pp. 41-59. 
173 Президент России. Стенограмма пресс-конференции для российских и иностранных 

журналистов, 2006. http://kremlin.ru/events/president/transcripts/23412 (검색일 2020 년 6 월 6 일). 
174 Президент России. Стенограмма пресс-конференции для российских и иностранных 

журналистов, 2006. http://kremlin.ru/events/president/transcripts/23412 (검색일 2020 년 6 월 6 일). 

Путин: «Это большой удар, сильный удар по американским усилиям на Ближнем Востоке, очень 

серьезный уда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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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프가니스탄과 파키스탄에서 결성되었다. 이 단체에는 파슈툰족의 종교 
단체들과 무하마드 오마르(Mohammed Omar)가 지도하는 소련–아프가니스탄 
전쟁의 참전 용사들이 포함되어 있었다. 탈레반은 1990 년대 중반부터 영향력을 
확대하며 1997 년에 정권을 장악하였다. 탈레반은 스스로를 파슈툰 민족주의 
단체로 규정했기 때문에 그들의 관심사는 아프가니스탄에서 벗어나지 않는 
것이었다175.  

탈레반이 9.11 테러의 용의자인 빈 라덴을 미국에 인도하기를 거부한 후에 
미국은 2001 년에 나토군, 아프가니스탄의 탈레반 반군과 함께 군사 작전을 
시작하였다. 탈레반은 미국의 공격으로 인해 축출되었지만 아프가니스탄의 
일부를 통치할 수 있는 세력을 여전히 가지고 있었다. 그로 인해 미국과 탈레반이 
싸우기 시작한 지 약 20 년이 되었지만 탈레반은 아직도 아프가니스탄 영토의 
40%를 통제하고 있다 176 . 탈레반과 아프간 정부 간의 분쟁을 끝내기 위해 
미국뿐만 아니라 러시아, 중국, 파키스탄 등 지역 강국들(regional powers)도 평화 
프로세스를 구축하는 데에 기여하고 있다.  

2003 년에 유엔 안전 보장 이사회는 탈레반을 테러조직으로 규정하였다. 
체첸 테러리스트를 지지하고 오사마 빈 라덴을 비호한 탈레반이 미국과 
러시아의 각 테러조직 지정 리스트에 필수적으로 포함되어 있을 것이라고 
추측할 수 있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 즉 한 국가는 탈레반을 테러조직으로 
간주하는 반면에 다른 한 국가는 아직도 탈레반을 테러조직으로 지정하고 있지 
않다. 탈레반을 테러조직으로 지정하는 국가는 바로 러시아이다.  

탈레반은 러시아 정부가 2003 년에 처음으로 테러조직 지정 리스트를 
공개할 때 리스트에 이미 포함되어 있었다. 공식적인 지정 이유는 테러를 투쟁 
수단으로 이용하고 체첸의 불법 무장 단체들과의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는 
것이다 177 . 아프가니스탄 관련 러시아의 주요 관심사는 아프가니스탄-중앙 
아시아 지역의 안보를 유지하는 것이다. 러시아는 언젠가 커질 수 있는 탈레반의 

																																																								
175 "США признали Пакистанских талибов террористами", TCN UA, Сентябрь 2010. 

https://tsn.ua/ru/svit/ssha-priznali-pakistanskih-talibov-terroristami.html (검색일: 2018 년 4 월 15 일).  
176 "US, Russia, China, Pakistan urge Taliban to agree for ceasefire, begin talks with Afghan government", 

Business Line, July 2019.  https://www.thehindubusinessline.com/news/world/us-russia-china-pakistan-

urge-taliban-to-agree-for-ceasefire-begin-talks-with-afghan-govt/article28423292.ece (검색일: 2019 년 

10 월 18 일). 
177 Решение Верховного Суда РФ от 14 февраля 2003 г. N ГКПИ 03-116. 

http://nac.gov.ru/zakonodatelstvo/sudebnye-resheniya/reshenie-verhovnogo-suda-rf-ot-14-fevralya.html 

(검색일 2020 년 6 월 6 일). 



	

	 69	

세력은 타지키스탄, 키르기스스탄, 카자흐스탄 등 중앙 아시아 국가들에게 
불안정을 야기할 수 있다고 본 것이다. 러시아가 탈레반을 위험세력으로 
경계하는 데에는 다양한 이유가 존재한다. 첫 번째로, 탈레반은 자신이 통제하는 
영토에서 발생하는 마약 밀매를 막을 의지를 보이지 않는다. 이로 인해 마약은 
중앙 아시아 국가를 통해 러시아 시장에 도달하기 때문에 러시아의 안보에 
위험을 초래한다. 2012 년 Russi Today 채널에서 이뤄진 인터뷰에서 푸틴은 
아프가니스탄에서 유통되는 마약이 증가하면서 상황이 계속 악화되고 있는데 
이는 러시아의 국가안보에 매우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특히 
나토가 아프가니스탄에 개입한 2001 년이후 불법 마약 거래량이 급증하였다는 
것이다. 푸틴은 아프가니스탄에 배치된 국제안보지원군과 미국이 마약 문제에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것은 대부분의 아프가니스탄 사람들이 마약 판매를 
통해 수익을 올리기 때문에 투자나 경제 개혁 없이 단순히 마약상인을 기소하게 
될 경우 새로운 적이 나타날 것을 경계하기 때문이라고 보았다178 

두 번째로, 체첸 전쟁에 체첸 테러리스트를 지지하고 체첸의 독립을 
인정한 탈레반은 구소련 중앙 아시아 국가들뿐만 아니라 무슬림 인구를 가진 
러시아 공화국에도 무장한 이슬람 형태를 전파할 수 있다179. 그리하여 탈레반 
활동으로 인해 불안정해질 수 있는 아프가니스탄은 러시아의 안보에 우려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아프간 분쟁에서 탈레반이 아니라 민주주의적 정부가 
아프가니스탄 영토를 장악하는 것이 러시아의 이해관계에 가장 부합한다180. 
그래서 러시아는 탈레반-이프간 정부 간의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서 중국, 이란, 
파키스탄의 대표자들과 함께 지금까지 세 번의 협상을 진행하였다181.  

 반면에 미국은 러시아와 달리 탈레반을 테러조직으로 지정하지 않는다. 
사실 탈레반이라는 테러조직은 2 개가 있다. 하나는 Tehrik-I Taliban 라고 불리는 
것으로, 주로 파키스탄에서 활동한다. 다른 탈레반이라는 조직은 위에 서술한 
것처럼 오랫동안 아프가니스탄 정권의 반대 세력으로 국제사회에 널리 알려졌다. 
둘 다 테러활동을 하고 민간인들을 위협한다. 그런데 파키스탄 탈레반은 미국의 

																																																								
178 Интервью телеканалу Russia Today. http://kremlin.ru/events/president/news/16393 (검색일 
2020 년 6 월 6 일). 
179 Christopher L. Gadoury, "Should the United States officially recognize the Taliban? the international 

legal and political considerations," Houston Journal of International Law, Vol.23, No. 2 (2001), p. 397.  
180 Dmitri Trenin, Oleg Kulakov, "A Russian Strategy for Afghanistan After the Coalition Troop 

Withdrawal," Carnegie Moscow Center (May 2014). https://carnegie.ru/2014/05/22/russian-strategy-for-

afghanistan-after-coalition-troop-withdrawal-pub-55669 (검색일 2020 년 6 월 6 일). 
181 "США уводят у России афганские переговоры. Москва сопротивляется," РИА Новости, Август 

2018. https://ria.ru/20180828/1527314793.html. (검색일 2020 년 6 월 6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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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테러조직 지정 리스트에 포함된 반면에, 아프간 탈레반은 아직도 리스트에 
없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 이러한 의문에 대해서 에릭 슐츠(Eric Schultz) 백악관 
부 대변인은 2015 년 언론 브리핑 때 아프간 탈레반이 테러조직이 아니라 정권 
장악을 목표로 하는 반란세력이라고 해명하였다182. 그러나 아프간 탈레반은 
테러행위를 하면서 미국 안보를 위협하는 테러 조직으로서의 공식적인 요건들을 
이미 오래전부터 충족시키고 있다.  

2001 년 10 월 아프가니스탄에 대한 미국의 개입 이후 탈레반은 아프간 
영토에 대한 통제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미군, 아프간 군대와 민간인을 상대로 
테러공격과 자살 폭탄 테러를 계속 펼치고 있다183. 2008 년부터 2018 년까지 미국 
국무부 대테러 금융 및 지정 사무소(Counterterrorism Finance and Designations 
Office)에 원장으로 재직한 제이슨 블라자키스(Jason Blazakis)는 “It really makes 
for a lot of confusion when you have a group that’s been as deadly as the Taliban, who 
provided sanctuary for al Qaeda to stage its 9/11 attacks, that it had never been added 
to the FTO list. That’s incredibly problematic”라고 FTO 리스트에 탈레반이 없는 
사실에 문제제기를 하였다184. 

2012 년 미국이 하카니 네트워크를 테러조직으로 지정함으로써 이러한 
혼란은 더 가중되었다. 2012 년 9 월 7 일에 힐러리 클린턴은 하카니 네트워크가 
해외 테러조직으로 지정되기 위한 법정 기준을 모두 충족한다고 
발표하였다185. 그 근거로서 이 조직이 주로 파키스탄에 기반을 두고 탈레반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며 아프가니스탄과 미군에 대한 국경 간 작전을 수행한다는 
사실을 들었다. 2013 년에 미국 국무부가 발표한 국가별 테러보고서(Country 
Reports on Terrorism)에 의하면 미국은 하카니 네트워크가 아프간 탈레반, 

																																																								
182 Press Briefing by Principal Deputy Press Secretary Eric Schultz, The White House, Office of the Press 

Secretary (January 28th, 2015). https://obamawhitehouse.archives.gov/the-press-office/2015/01/28/press-

briefing-principal-deputy-press-secretary-eric-schultz-1282015. (검색일 2020 년 6 월 6 일). 
183 Faith Stewart. “Peace Talks with the Taliban - Is the United States Negotiating with Terrorists?” Real 

Clear Defense, January 20, 

2020.https://www.realcleardefense.com/articles/2020/01/23/new_terrorism_in_the_wake_of_withdrawal_

114990.html (검색일 2020 년 6 월 6 일). 
184 Conor Finnegan. “Taliban peace talks reignite debate over whether US is negotiating with 'terrorists',” 

ABC News. https://abcnews.go.com/Politics/taliban-peace-talks-reignite-debate-us-negotiating-

terrorists/story?id=61723458 (검색일 2020 년 6 월 6 일). 
185 Report to Congress on the Haqqani Network, Press Statement (September 7, 2012) https://2009-

2017.state.gov/secretary/20092013clinton/rm/2012/09/197474.htm (검색일 2020 년 6 월 6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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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카에다와 연계되어 있고 미군과 민간인들을 대상으로 공격을 벌이며 미국과 
서구 국가의 국익을 해치고 있기 때문에 하카니 네트워크를 해외 테러조직으로 
지정하였다186.  

그런데 사실상 하카니 네트워크는 자신을 독립적인 테러조직으로 선포한 
적 없고 탈레반 계열의 무장 단체로 자리를 잡았다. 하카니 네트워크를 연구하는 
Don Rassler 는 “the Haqqani network operates as a semi�autonomous component of 
the Taliban with primacy in southeastern Afghanistan”라고 하카니 네트워크를 
탈레반의 일부로 인정한다187. 즉, 탈레반을 테러조직으로 인정하지 않은 미국이 
탈레반과 연계되어 활동하고 있는 하카니 네트워크만 테러조직으로 지정한 것은 
모순된다고 볼 수 있다. 

위에 언급한 근거들을 통해 23 년 동안 탈레반이 한 번도 테러조직 
리스트에 포함되지 않은 이유는 테러조직 지정에 대한 기준 때문이 아니라 
정치적 이해관계와 관련된다고 파악할 수 있다. 탈레반이 테러조직으로 지정될 
경우 탈레반과 미국, 아프간 정부의 외교적 접촉이 제한되어 평화 회담이 더 
어려워질 것이라는 우려가 오래전부터 있었기 때문이다 188 . 아프가니스탄과 
파키스탄의 전직 미국 특별 대표인 제임스 도빈스(James Dobbins)에 의하면 
아프간 탈레반은 실수로가 아니라 의도적으로 민간인을 종종 공격하기 때문에 
테러조직으로 지정될 수 있지만 그러한 조치가 미국과 아프가니스탄 정부에 
도움이 될 것인지, 아니면 더 부정적인 효과를 야기할 것인지에 대한 논란이 
여전히 존재한다189.  

																																																								
186 Country Reports on Terrorism 2013, Bureau of Counterterrorism. https://2009-

2017.state.gov/j/ct/rls/crt/2013/224829.htm (검색일 2020 년 6 월 6 일). 
187 Don Rassler, Vahid Brow, "The Haqqani Nexus and the 

Evolution of al�Qa’ida" The Combating Terrorism Center at West Point, July 2011, 

https://web.archive.org/web/20110725024028/http://www.ctc.usma.edu/wp-

content/uploads/2011/07/CTC-Haqqani-Report_Rassler-Brown-Final_Web.pdf# (검색일 

2020 년 6 월 6 일). 
188 Masood Farivar, "Why Isn't Afghan Taliban on US List of Foreign Terror Groups?", VOA News, 

February 20, 2017. https://www.voanews.com/usa/why-isnt-afghan-taliban-us-list-foreign-terror-groups 

(검색일 2020 년 6 월 6 일). 
189 Masood Farivar, "Why Isn't Afghan Taliban on US List of Foreign Terror Groups?", VOA News, 

February 20, 2017. https://www.voanews.com/usa/why-isnt-afghan-taliban-us-list-foreign-terror-groups 

(검색일 2020 년 6 월 6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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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알누스라 전선 

알누스라 전선 190 (Al-Nusrah Front)이라는 테러조직은 2012 년에 
형성되었고 주로 시리아와 레바논에서 활동하고 있는 알카에다 분파 조직이다. 
이 테러조직은 시리아 대통령인 아사드(Assad)의 정권을 전복시키고 시리아를 
수니파 이슬람 국가로 전환하는 것을 목표로 삼는다. 2018 년 기준으로 191 
조직에는 약 12,000 명의 구성원이 있으며 시리아 내전에서 "가장 공격적이고 
성공적인 반군"으로 불린다192. 미국과 러시아는 이 테러조직의 활동을 양국의 
안보에 대한 위협으로 보기 때문에 미국은 2014 년 5 월에, 러시아는 2014 년 
12 월에 알누스라 전선을 테러조직으로 지정하였다. 

2014 년 12 월 29 일에 발표한 러시아 대법원의 판결193에 의하면 러시아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인해 알누스라 전선을 테러조직으로 지정하였다. 첫째로, 
시리아를 이슬람 국가로 전환하는 것이 조직의 목표이다. 둘째로, 러시아를 
비롯한 CIS 국가의 국민들을 포함한 급진 이슬람교도의 결합을 주장하고 있다. 
셋째로, 러시아 영토에서 조직원 모집 활동을 벌이고 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테러활동을 수행하기 위해서 필요한 능력을 보유하게 된 러시아인들이 러시아로 
복귀하고 있다. 러시아 정부는 이 모든 이유들을 러시아의 불안정성과 안보에 
대한 위협의 요인으로 본다. 2015 년 9 월부터 러시아는 알누스라 전선이 
활동하는 지역에 대한 공습을 시작하였다. 러시아는 또한 이 내전에서 아사드 
시리아 대통령의 편을 듦으로써 국제 관계에서 주권과 국토의 보존에 대한 
가치의 중요성을 계속 강조하고 있다. 

																																																								
190 2016 년에 알누스라 전선은 알카에다와 분리되었고 이름을 자브하트 파테 알샴으로 바꿨다. 

미국과 러시아 정부는 조직이 이름을 바꾸었지만 여전히 테러조직으로 인정하고 아직도 알누스라 

전선이라는 이름을 자주 사용한다.  
191 Country Reports on Terrorism, 2018. 
192 David Ignatius, "Al-Qaeda affiliate playing larger role in Syria rebellion," The Washington Post, 

November 30, 2012. https://www.washingtonpost.com/blogs/post-partisan/post/al-qaeda-affiliate-playing-

larger-role-in-syria-rebellion/2012/11/30/203d06f4-3b2e-11e2-9258-ac7c78d5c680_blog.html (검색일 

2020 년 6 월 6 일). 
193 Решение Верховного Суда РФ т 29 декабря 2014 г. N АКПИ14-1424С — признать 

международные организации "Исламское государство" и Джебхат ан-Нусра (Фронт победы) 

террористическими и запретить их деятельность на территории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http://nac.gov.ru/zakonodatelstvo/sudebnye-resheniya/reshenie-verhovnogo-suda-rf-t-29-dekabrya.html 

(검색일 2020 년 6 월 6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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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에, 민주주의의 가치를 추구하고 권위주의 정권에 반대하는 미국은 
시리아 내전에서 반대 세력의 편을 들었다. 그러나 미국 정부는 알누스라 전선에 
대한 지정을 통해서 테러를 퍼뜨리는 반대 세력을 지지하는 것은 아니라는 
자국의 입장을 드러내고자 하였다. 따라서 미국은 2014 년 5 월에 알누스라 
전선을 알카에다 이라크 지부(Al-Qaeda in Iraq, AQI)의 새로운 동맹 단체로서 
테러조직으로 지정하였다. 미국은 “알누스라 전선이 자신을 합법적인 시리아 
반군 세력의 일부로 묘사하려고 노력하지만 실제로는 AQI 가 자신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시리아 국민들의 투쟁을 이용하려는 시도이다”라고 
주장하였다194. 

 알누스라를 테러조직으로 지정하는 문제와 관련된 문서들을 
살펴봄으로써 알누스라와 온건 반대 세력(moderate opposition)의 관계, 
알누스라의 커지는 영향력 그리고 아사드 후(post-Assad)의 시리아에서 
알누스라의 정권 장악 가능성이라는 요인들이 미국이 알누스라를 테러조직으로 
지정하는 데에 영향을 많이 끼쳤다고 주장할 수 있다.  

알누스라는 시리아 정부에 반대하여 대규모 공격을 진행하고 있다. 이는 
아사드 대통령을 권력에서 제거한다는 반대세력들의 목표와 일치하기 때문에 
일부 반란자들이 알누스라를 협력자로 보게 되었고 알누스라가 통치하는 
지역에서 자리를 잡으며 시리아 군대에 반대하여 알누스라와 나란히 싸우고 
있다. 한편, 알누스라는 자신과의 협력을 거부하는 반란 그룹들을 적으로 여기고 
파괴한다 195 . 따라서 미국 입장에서는 알누스라에 협력하는 그룹과 관련된 
상황이든 협력하지 않는 그룹과 관련된 상황이든 모두 자국의 이익에 피해를 
주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미국이 반란 그룹들에게 보내는 원조196가 테러조직의 
손에 넘어갈 수도 있고 알누스라가 통치하는 지역에서 활동하는 온건 반대 

																																																								
194"Al-Nusrah has sought to portray itself as part of the legitimate Syrian opposition while it is, in fact, an 

attempt by AQI to hijack the struggles of the Syrian people for its own malign purposes." Terrorist 

Designations of the al-Nusrah Front as an Alias for al-Qa'ida in Iraq, Press Statement, Office of the 

Spokesperson, Washington, DC (December 11, 2012). https://2009-

2017.state.gov/r/pa/prs/ps/2012/12/201759.htm (검색일 2020 년 6 월 6 일). 
195 Country Reports on Terrorism 2016. 

Bureau of Counterterrorism. https://www.state.gov/reports/country-reports-on-terrorism-2016/ (검색일 

2020 년 6 월 6 일). 
196Terrorist Designations of the al-Nusrah Front as an Alias for al-Qa'ida in Iraq, Press Statement, Office 

of the Spokesperson, Washington, DC (December 11, 2012). https://2009-

2017.state.gov/r/pa/prs/ps/2012/12/201759.htm (검색일 2020 년 6 월 6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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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력의 인원이 미국과 러시아의 공습으로 인해 줄어들 가능성도 있다. 더불어, 
시리아에서 공급을 진행하는 러시아는 반대 세력이 알누스라 전선과 거리를 
두지 않으면 공급의 적당한 대상으로 인정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197 .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의 외교부 장관은 “They(the U.S.) are telling us not to 
hit it(Al-Nusrah), because there is 'normal' opposition next to it, but that 
opposition must leave terrorists' positions, we long have agreed on that.198”라고 
말하였다. 그러므로, 미국 정부는 알누스라를 테러조직으로 지정함으로써 
테러리스트와 온건 반대 세력을 구분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는 온건 반대 세력이 지정 이후 공급의 목표로 된 알누스라와의 협력을 
거부하게 만들고자 했기 때문이다. 

알누스라의 커지는 영향력과 그의 이데올로기도 미국의 국익에 반하는 
것이다. 미국은 민주주의의 가치를 추구하고 권위주의적 아사드 레짐을 
전복시키기 위해서 시리아 민주군을 비롯한 반군을 지지한다 199 . 반면에, 
알누스라는 아사드 레짐을 전복시킨다는 미국과 같은 목표를 가지고 있지만 
시리아를 민주주의적 국가가 아닌 수니파 이슬람 국가로 전환하기를 원한다. 
알누스라가 테러조직으로 지정된 것에 대한 특별 브리핑을 할 때, 미국 선임 
정부고관에 의하면 “the Nusrah Front, extremists like it, have no place in the future 
of the Syrian society, in a tolerant society. And so we have made clear that Nusrah also 
is an extremist organization and it has to be isolated and that more moderate forces 
need to carry the work of the political transition forward200.” 따라서 알누스라와 미국 

																																																								
197Sarah Almukhtar, Tim Wallace "No Easy Target: U.S. and Russia Take On Nusra Front Fighters in 

Syria," The New York Times, August 3, 2016.  

https://www.nytimes.com/interactive/2016/07/26/world/middleeast/nusra-isis-syria-us-russia.html 

(검색일 2020 년 6 월 6 일). 
198Vladimir Isachenkov, "U.S. asks Russia to not hit Nusra Front in Syria, Moscow says,"The Associated 

Press, June 3, 2016. https://www.militarytimes.com/news/your- military/2016/06/03/u-s-asks-russia-to-

not-hit-nusra-front-in-syria-moscow-says/ (검색일 2020 년 6 월 6 일). 
199 Terrorist Designations of the al-Nusrah Front as an Alias for al-Qa'ida in Iraq. Press Statement. Office 

of the Spokesperson. Washington, DC (December 11, 2012). https://2009- 

2017.state.gov/r/pa/prs/ps/2012/12/201759.htm (검색일 2020 년 6 월 6 일). 
200 Senior Administration Officials on Terrorist Designations of the al-Nusrah Front as an Alias for al-

Qaida in Iraq. Special Briefing. Senior Administration Officials. Washington, DC 

(December 11, 2012). https://2009-2017.state.gov/r/pa/prs/ps/2012/12/201797.htm (검색일 

2020 년 6 월 6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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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아사드 레짐과 관련하여 비슷한 목표를 가지고 있지만 아사드 이후의 
시리아 미래에 대해서 미국은 민주주의 국가, 알누스라는 이슬람 국가라는 서로 
용납되지 않는 입장을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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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결론  

미국과 러시아는 9·11 테러 및 2000 년대 전반에 러시아에서 벌어진 테러 
사건들로 인해 주로 테러조직 네트워크로 구성된 테러를 복합성을 지닌, 
21 세기의 새로운 주요 안보 위협으로 인식하기 시작하였다. 9.11 사건 이후 
테러와의 전쟁을 통해 마침내 두 국가의 관심사가 공유되면서 양국이 공통의 
적에 대항하기 위해 단결하고 이에 이어 다른 분야에서도 양국의 협력이 더 
활발해질 것이 기대되었다. 하지만 미•러 관계의 전체 역사에서 2001 년부터 
2003 년까지 미국과 러시아 간의 테러 방지를 위한 협력이 최고조에 달하였으나 
2003 년 이라크 침공 이후 미국과 러시아의 협력은 줄어들고 있다. 오바마 
행정부는 2009 년에 임기를 시작했을 때 테러 방지에 대한 러시아와의 협력 
의사를 밝혔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시리아 전쟁, 돈바스 전쟁 등 국제문제들에 
대한 양국의 입장 대립은 대테러를 위한 양국의 협력을 줄어들게 만들었다. 

본고의 주요 목표는 미국과 러시아의 테러조직 지정 제도를 중심으로 
테러와의 전쟁에서 많은 피해를 입은 미국과 러시아가 왜 대테러 정책을 
수립하는 데에 있어 예상과 달리 유사점보다 차이점을 더 많이 가지고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하는 것이었다. 양국의 국가 안보 개념과 테러에 대한 인식을 
살펴봄으로써 본고는 테러에 대한 역사적 경험과 인식, 안보의 이해, 국제질서의 
상황파악 등 많은 요인들이 테러조직 지정에 영향을 주면서 미국과 러시아는 
국가의 안보를 위협하는 테러조직에 대한 공식적인 정의를 공유하지만 양국의 
안보 개념, 안보와 관련 국익의 우선순위, 테러에 대한 인식형성에 영향을 준 
역사적 경험이 상이하기 때문에 테러조직 지정에 대한 양국 간의 유사점보다 
차이점이 더 많이 나타났다는 결론에 도달하였다. 

이처럼 국제테러라는 공동 위협과 테러와의 전쟁에 대한 공통 
관심사에도 불구하고 미국과 러시아는 테러 대응 시 고려하는 우선순위가 
다르다. 각 정부는 국민과 영토에 대한 즉각적인 위협에 중점을 두고 있다. 
미국은 글로벌 지도자의 역할을 맡고 자국 안보뿐만 아니라 동맹국과 파트너 
국가의 안보를 보장하기 위해 군대를 해외에 배치하면서 테러와 관련된 글로벌 
안보(global security) 문제를 자국 안보 문제로 보는 반면에, 러시아는 지리적 
위치와 역사적 배경으로 인해 우선 테러를 국가(national) 및 지역(regional) 안보 
문제로 본다. 이러한 이유로 미국뿐만 아니라 동맹국, 파트너 국가의 안보를 
위협하는 테러조직들이 모두 리스트에 포함됨으로써 미국과 러시아가 지정한 
테러조직의 수에 큰 격차가 벌어지게 되었다. 또한, 우선적으로 국가, 그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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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안보에 초점을 둔 러시아가 지정한 테러조직들은 미국이 지정한 
테러조직과 달리 주로 중앙아시아나 중동에서만 활동을 한다. 

더불어, 대테러 전략을 세우는 데에 있어, 미국과 러시아가 우선적으로 
내세우는 가치가 다르다. 그러한 차이점들이 우선 미국과 러시아의 테러에 대한 
공식적인 정의에서 나타난다. 미국은 테러를 폭력행위나 폭력의 위협으로 보는 
반면에 러시아는 테러를 폭력행위 및 폭력의 이데올로기로 인식한다. 이에 따라 
테러를 폭력행위의 사용이나 사용의 위협으로 보는 미국은 주로 조직이 
테러공격을 벌인 후에 테러조직으로 지정하는 반면에 폭력의 이데올로기에 
역점을 두는 러시아는 테러공격을 실행하지 않지만 극단적인 이슬람 혹은 정권 
전복에 관한 선전 활동을 하는 조직도 테러조직으로 지정한다. 이뿐만 아니라, 
양국이 우선시하는 국가 가치가 다르기 때문에 테러와의 전쟁에 대한 전략에도 
차이가 보인다. 미국 입장에서는 독재정권이 테러 강화에 큰 역할을 하기 때문에 
테러를 막으려면 우선 자유민주주의의 가치를 촉진하며 독재 정권을 타도해야 
한다. 따라서 미국은 헤즈볼라 같은 조직들이 독재 정권을 지지하기 때문에 
이러한 조직을 테러조직으로 지정한다. 반면에, 주권, 정당한 권력 등 헌법의 
원칙을 우선 가치로 보는 러시아는 선거를 통해 권력을 잡는 헤즈볼라 같은 
조직들을 정당한 권력으로 보며 테러조직으로 지정하지 않는다. 또한, 러시아는 
미국이 타국의 레짐을 전복시키는 것을 오히려 테러 강화의 원인 중의 하나로 
본다. 그리하여 미국과 러시아는 테러와 테러조직에 대한 정의 방법, 테러조직의 
활동을 막는 처리 방법 등 테러와의 전쟁에 대해 서로 다른 접근 방식을 취하게 
되었고 이러한 차이로 인해 테러와의 전쟁에서 미국과 러시아의 협력이 
제한되었음을 알 수 있다.  

한편으로, 본 논문은 다음과 같은 한계를 지닌다. 연구의 시기가 오바마 
행정부와 푸틴의 2017 년 정부까지로 한정되어 트럼프 대통령 시기의 지정 
제도와 테러에 대한 러시아와의 협력에 어떠한 변화가 생겼는지를 살펴보지 
못하였다. 본 연구는 미국과 러시아의 테러조직 리스트에 있는 테러조직으로만 
한정적으로 살펴보았기 때문에 추후 연구에서는 양국이 지정하지 않은 국제 
테러조직들을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더불어, 미국과 
러시아는 나토, 집단 안보 조약 기구, 상하이 협력 기구 등의 적극적인 
회원국으로서 자국이 발표한 테러조직 리스트를 해당 기관의 국제 테러조직 
리스트로 추천하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국가 수준을 넘어서 국제 테러조직 지정 
제도에 대한 후속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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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4> 미국의 해외 테러조직 리스트  

# President Date added Organization 

1 Bill Clinton 1997.10.08 National Liberation Army (ELN) 

2 Bill Clinton 1997.10.08 Revolutionary Armed Forces of Colombia (FARC) 
3 Bill Clinton 1997.10.08 Gama'a al-Islamiyya (Islamic Group - IG) 

4 Bill Clinton 1997.10.08 Kahane Chai (Kach) 

5 Bill Clinton 1997.10.08 Aum Shinrikyo (AUM) 

6 Bill Clinton 1997.10.08 Hizballah 
7 Bill Clinton 1997.10.08 Harakat ul-Mujahidin (HUM) 

8 Bill Clinton 1997.10.08 HAMAS (Islamic Resistance Movement) 

9 Bill Clinton 1997.10.08 Palestine Liberation Front (PLF) 
10 Bill Clinton 1997.10.08 Palestine Islamic Jihad (PIJ) 

11 Bill Clinton 1997.10.08 Popular Front for the Liberation of Palestine (PFLP) 

12 Bill Clinton 1997.10.08 PFLP-General Command (PFLP-GC) 

13 Bill Clinton 1997.10.08 Shining Path (Sendero Luminoso, SL) 
14 Bill Clinton 1997.10.08 Abu Sayyaf Group (ASG) 

15 Bill Clinton 1997.10.08 Basque Fatherland and Liberty (Euskadi Ta Askatasuna, ETA) 

16 Bill Clinton 1997.10.08 Liberation Tigers of Tamil Eelam (LTTE) 
17 Bill Clinton 1997.10.08 Revolutionary People's Liberation Party/Front (DHKP/C) 

18 Bill Clinton 1997.10.08 Kurdistan Workers Party (PKK, aka Kongra-Gel) 

19 Bill Clinton 1999.10.08 al-Qa'ida (AQ) 
20 Bill Clinton 2000.09.25 Islamic Movement of Uzbekistan(IMU) 

21 George W. Bush 2001.05.16 Real Irish Republican Army (RIRA) 

22 George W. Bush 2001.12.26 Jaish-e-Mohammed (Army of Mohammed) (J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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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George W. Bush 2001.12.26 Lashkar-e Tayyiba (Army of the Righteous) (LeT) 

24 George W. Bush 2002.03.27 al-Qaida in the Islamic Maghreb (AQIM) 

25 George W. Bush 2002.03.27 Asbat al-Ansar (AAA) 
26 George W. Bush 2002.03.27 Al-Aqsa Martyrs Brigade (AAMB) 

27 George W. Bush 2002.08.09 Communist Party of the Philippines/New People's Army 

28 George W. Bush 2002.10.23 Jemaah Islamiya (JI) 

29 George W. Bush 2003.01.30 Lashkar i Jhangvi (LJ) 
30 George W. Bush 2004.03.22 Ansar al-Islam (AAI) 

31 George W. Bush 2004.07.13 Continuity Irish Republican Army (CIRA) 

32 George W. Bush 2004.12.17 Islamic State of Iraq and the Levant(QJBR)) 
33 George W. Bush 2005.06.17 Islamic Jihad Union (IJU) 

34 George W. Bush 2008.03.05 Harakat-ul-Jihad-i-Islami/Bangladesh (HUJI-B) 

35 George W. Bush 2008.03.18 al-Shabaab 

36 Barack Obama 2009.05.18 Revolutionary Struggle (RS) 
37 Barack Obama 2009.07.02 Kata'ib Hizballah (KH) 
38 Barack Obama 2010.01.19 al-Qa'ida in the Arabian Peninsula (AQAP) 
39 Barack Obama 2010.08.06 Harakat ul-Jihad-i-Islami (HUJI) 
40 Barack Obama 2010.09.01 Tehrik-e Taliban Pakistan (TTP) 
41 Barack Obama 2010.11.04 Jaysh al-Adl (formely Jundallah)  
42 Barack Obama 2011.05.23 Army of Islam (AOI) 
43 Barack Obama 2011.09.19 Indian Mujahedeen (IM) 
44 Barack Obama 2012.03.13 Jemaah Anshorut Tauhid (JAT) 
45 Barack Obama 2012.05.30 Abdallah Azzam Brigades (AAB) 
46 Barack Obama 2012.09.19 Haqqani Network (HQN) 
47 Barack Obama 2013.03.22 Ansar al-Dine (AAD) 
48 Barack Obama 2013.11.14 Boko Haram 
49 Barack Obama 2013.11.14 Ansar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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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Barack Obama 2013.12.19 al-Mulathamun Battalion (AMB) 
51 Barack Obama 2014.01.13 Ansar al-Shari'a in Benghazi 
52 Barack Obama 2014.01.13 Ansar al-Shari'a in Darnah 
53 Barack Obama 2014.01.13 Ansar al-Shari'a in Tunisia 
54 Barack Obama 2014.04.10 ISIL Sinai Province (formerly Ansar Bayt al-Maqdis) 
55 Barack Obama 2014.05.15 al-Nusrah Front 
56 Barack Obama 2014.08.20 Mujahidin Shura Council in the Environs of Jerusalem (MSC) 
57 Barack Obama 2015.09.30 Jaysh Rijal al-Tariq al Naqshabandi (JRTN) 
58 Barack Obama 2016.01.14 ISIL-Khorasan (ISIL-K) 
59 Barack Obama 2016.05.20 Islamic State of Iraq and the Levant's Branch in Libya (ISIL-Libya) 
60 Barack Obama 2016.07.01 Al-Qa'ida in the Indian Subcontinent 
61 Donald Trump 2017.08.17 Hizbul Mujahideen (HM) 
62 Donald Trump 2018.02.28 ISIS - Bangladesh 
63 Donald Trump 2018.02.28 ISIS - Philippines 
64 Donald Trump 2018.02.28 ISIS - West Africa 
65 Donald Trump 2018.05.23 ISIS - Greater Sahara 
66 Donald Trump 2018.07.11 al-Ashtar Brigades (AAB) 
67 Donald Trump 2018.09.06 Jama'at Nusrat al-Islam wal-Muslimin (JNIM) 
68 Donald Trump 2019.04.15 Islamic Revolutionary Guard Corps (IRGC) 
69 Donald Trump 2020.01.10 Asa'ib Ahl al-Haq (AAH) 
70 Donald Trump 2020.04.07 Russian Imperial Movement 



	

	 86	

<표 5> 러시아의 테러조직 리스트  
 

# President Date added Organization 

1 Vladimir Putin 2003.02.14 The Taliban Movement 
2 Vladimir Putin 2003.02.14 Two Holy Mosques (Al-Haramain) 

3 Vladimir Putin 2003.02.14 al-Qa'ida (AQ) 

4 Vladimir Putin 2003.02.14 The Holy War (Al-Jihad or The Egyptian Islamic Jihad) 

5 Vladimir Putin 2003.02.14 Gama'a al-Islamiyya (Islamic Group - IG) 
6 Vladimir Putin 2003.02.14 The Muslim Brothers (Al-Ikhwan al-Muslimun) 

7 Vladimir Putin 2003.02.14 Islamic Party of Liberation» (Hizb ut-Tahrir Al-Islami) 

8 Vladimir Putin 2003.02.14 The Social Reform Society (Jami’yyat al-Islah al-Ijtima’i) 
9 Vladimir Putin 2003.02.14 The Revival of Islamic Heritage Society  

10 Vladimir Putin 2003.02.14 Asbat al-Ansar (AAA) 

11 Vladimir Putin 2003.02.14 Lashkar-e Tayyiba (Army of the Righteous) (LeT) 
12 Vladimir Putin 2003.02.14 The Islamic Group (Jamaat-e-Islami) 

13 Vladimir Putin 2003.02.14 The Supreme Military Majlis ul-Shura of the United Mujahideen Forces  

14 Vladimir Putin 2003.02.14 Congress of the Peoples of Ichkeria and Dagestan» 

15 Vladimir Putin 2003.02.14 Islamic Movement of Uzbekistan (IMU) 
16 Vladimir Putin 2006.06.02 Jund al-Sham (The Force of Greater Syria) 

17 Vladimir Putin 2006.06.02 Islamic Jihad Union (IJU) 

18 Dmitry Medvedev 2008.11.13 al-Qaida in the Islamic Maghreb (AQIM) 
19 Dmitry Medvedev 2010.02.08 Imarat Kavkaz (The Caucasus Emirate) 

20 Vladimir Putin 2013.06.28 Syndicate "Autonomous combat terrorist organization" (ACTO) 

21 Vladimir Putin 2014.12.17 The Terrorist Society 

22 Vladimir Putin 2014.12.29 al-Nusrah Fro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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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Vladimir Putin 2014.12.29 The Islamic State of Iraq and the Levant 

24 Vladimir Putin 2015.02.18 The Minin and Pozharsky Public Militia Movement 

25 Vladimir Putin 2015.12.28 Ajr Allah Subhanu wa Ta'ala SHAM  

26 Vladimir Putin 2016.09.20 Aum Shinrikyo (AUM) 
27 Vladimir Putin 2017.03.23 Chistopol Jamaat 

28 Vladimir Putin 2017.04.28 Mujahideen of Jamaat al-Tawhid wal-Jihad 

29 Vladimir Putin 2018.02.22 Rohnamo ba Sui Davlati Islomi (Guide to the Islamic State) 
30 Vladimir Putin 2019.01.17 Terrorist community «Net» 

31 Vladimir Putin 2019.06.05 Katibat al-Tawhid wal-Jih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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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ussia	and	the	United	States	have	been	on	the	front	line	of	the	fight	against	
terrorism	for	a	long	time,	and	at	first	glance	it	may	seem	that	they	are	fighting	against	
the	same	enemy.	However,	upon	careful	comparison	of	the	U.S.	Department	of	State	
list	 of	 Foreign	 Terrorist	 Organizations(FTO)	 and	 corresponding	 list	 of	 the	 Russian	
Federation	 the	 distinctions	 are	 strikingly	 obvious.	 The	 organizations	 designated	 by	
each	 country	outnumber	 the	ones	 that	were	appointed	by	both.	This	 study	aims	 to	
examine	the	factors	behind	the	differences	in	the	approaches	that	Russia	and	the	U.S.	
took	to	defining	the	enemy.	

It	 is	argued	 that	 the	designation	method	 is	mainly	determined	by	 two	broad	
aspects	–	the	security	concept	and	the	perception	of	terrorism.	Through	the	analysis	
of	the	national	security	strategies	from	1997	to	2015,	this	study	investigated	several	
crucial	 issues:	 the	 ways	 Russia	 and	 the	 United	 States	 had	 been	 perceiving	 the	
international	 order,	 their	 place	 and	 role	 in	 it,	 as	 well	 as	 changes	 in	 their	 national	
interests	over	time,	and	most	importantly,	what	constituted	the	perceived	threats	to	
the	 national	 security.	 Supporting	 this	 with	 the	 examination	 of	 the	 perception	 of	
terrorism	 through	 the	word	 frequency	analysis	of	Russian	and	American	presid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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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eeches,	 the	 study	 concluded	 that	 despite	 the	 fact	 that	 both	 countries	 claim	
terrorism	to	be	their	main	threat,	the	approach	to	defining	it	is	not	the	same	as	each	
country	bases	it	on	their	own	historical	experience	and	national	priorities.	

The	 United	 States	 views	 terrorism	 largely	 as	 a	 part	 of	 the	 global	 security	
framework,	 inseparably	 associated	 with	 other	 issues	 (such	 as	 the	 threat	 of	 WMD	
proliferation)	 that	 are	 claimed	 to	 emanate	 from	 rogue	 states	 and	 tyrannies.	
Consequently,	 the	 strategy	 in	 the	 fight	against	 terrorism	has	been	derived	 from	the	
desire	to	converse	these	regimes	to	democracy.	On	the	other	hand,	Russia	was	found	
to	view	terrorism	as	a	more	direct	threat	to	the	country's	national	security.	For	Russia,	
terrorist	 organizations	 are	 separate	 entities	 that	 try	 to	 violate	 the	 country's	
constitutional	 order	 through	 separatist	 and	 extremist	 slogans.	 Unlike	 the	 United	
States,	Russia	does	not	view	terrorist	organizations	as	an	instrument	in	the	hands	of	
tyrannical	 regimes,	 therefore	 it	 condemns	 the	 American	 unilateral	 approach	 that	 is	
structured	around	interference	into	the	internal	affairs	of	other	states.	

These	differences	are	reflected	in	the	formation	of	the	terrorist	organizations	
lists.	The	 list	of	 the	United	States	 is	more	comprehensive	and	geographically	global.	
The	FTO	list	includes	not	only	the	organizations	that	directly	threaten	US	security,	but	
also	the	ones	that	harm	the	partners	and	allies	of	the	United	States.	At	the	same	time,	
Russia	is	focused	on	designating	the	organizations	that	directly	threaten	the	security	
of	the	country	and	the	nearest	region	 like	Central	Asia.	There	are	also	organizations	
on	 the	 list	 that	 do	 not	 commit	 terrorist	 acts,	 but	 undermine	 the	 values	 of	 Russia's	
constitutional	system	through	the	conduct	of	propaganda	on	the	Internet.	

After	 September	 11	 and	 the	 Beslan	 school	 siege	 in	 2004,	 there	 is	 a	
convergence	 in	 the	 perception	 of	 the	 US	 and	 Russia	 on	 the	 rise	 of	 terrorist	
organizations	 network	 as	 a	 major	 transnational	 threat	 in	 the	 21st	 century.	 This	
explains	why	there	are	same	ten	organizations	on	both	lists.	The	vast	majority	of	the	
organizations	that	have	been	designated	by	both	countries	are	affiliates	of	al-Qaeda,	
which	 are	 fighting	 not	 one	 specific	 country,	 but	 the	 entire	 modern	 international	
society.	 However,	 despite	 a	 similar	 logic	 in	 terrorism	 perception,	 it	 was	 concluded	
that	 it	 is	 the	differences	 in	national	security	priorities	and	promoted	values	that	are	
accountable	for	the	ways	that	Russia	and	the	United	States	define	the	enemy	in	the	
fight	against	terrorism.	

Keywords	:	terrorist	organizations,	designation,	security,	FTO,	terrorism,	blacklist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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