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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의하면 피살된 중국인 2명은 중국어를 가르치
는 교사들로 IS와 연계된 현지 극단주의 이슬람 테
러단체에 납치되어 살해되었다. 당시 파키스탄군은

최근 중동, 유럽, 중앙아시아 국가들에서 연이어

인질구출 차원에서 비밀리에 특수부대를 출동시켜

발생하고 있는 각종 테러는 국제평화와 안정을 위

이슬람 테러단체들이 은신하는 비밀장소를 급습하

협하는 주요 문제로 갈수록 부각되는 중이다. 테러

였으나 구출에는 끝내 실패하였다.

혹은 테러리즘은 특정 단체 혹은 개인이 정치, 사
회, 민족, 종교적 목표 등을 달성하기 위해 극단적
폭력을 사용하여 특정 개인, 단체, 정부의 인식 혹
은 태도 변화를 유도하기 위한 폭력적 행위이다. 더
욱이 지난 2001년 9.11 테러 이후 테러 목적과 양
상도 갈수록 폭력적이고 잔인해지고 있는 추세이
다. 아프가니스탄-이라크 전쟁, 시리아 내전 등으

이미 테러문제는 과거 중동지역에 국한된 것이 아
닌 국제사회의 가장 심각한 안보위협이 되고 있으며
중국 신장(新疆) 위구르 자치구와 국경을 맞댄 아프
가니스탄과 파키스탄 지역에서 빈번하게 벌어지고 중
국인 겨냥 테러사건은 국제사회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로 인해 이슬람 국가(IS), 알카에다(Al-Qaeda), 탈
레반(Taliban), 알샤바브(Al Shabab), 보코하람

현재 중국은 일대일로(一帶一路)와 신장 위구르

(Boko Haram), 라슈카르 에 타이바(Lashkar-e-

안정 등을 위해 약 570억불(약 61조원)을 투자하

Taiba) 등과 같은 국제적 규모의 이슬람 근본주의

여 도로, 철도, 항만, 공항 등 대규모 기초 시설 인

테러단체들은 이슬람 종교 급진주의 사상과 폭력적

프라(SOC) 구축사업인 중국-파키스탄 경제회랑

극단주의형태로 결합되면서 테러의 수단과 방법이

(CPEC:中巴經濟走廊)을 적극 추진 중에 있다. 현

갈수록 교묘해지고 있다.

재 수만 명 규모의 중국인 노동자, 기업인들이 파키

따라서 이미 테러문제는 과거 중동지역에 국한된

스탄을 빈번히 왕래하며 각종 건설, 경제, 무역활동

것이 아닌 국제사회의 가장 심각한 안보위협이 되

을 벌이고 있는 중이다. 특히 중국-파키스탄 경제

고 있으며 중국 신장(新疆) 위구르 자치구와 국경을

회랑(CPEC) 사업은 중국이 매우 의욕적으로 추진

맞댄 아프가니스탄과 파키스탄 지역에서 빈번하게

중에 있는 대표적인 주변국 협력사업이다. 중국 서

벌어지고 중국인 겨냥 테러사건은 국제사회의 이목

부 신장지역에서 파키스탄 남서부 과다르 항구까지

을 집중시키고 있다. 특히 2월 6일 파키스탄 남부

약 3,000km 구간에 석유 송유관, 도로, 철도, 발

카라치에서 중국계 해운사에서 일하는 중국인 1명

전소 등을 건설하는 대규모 인프라(SOC) 구축사업

이 현지 극단주의 테러단체의 총격을 받아 사망하

으로 파키스탄은 사회기반시설을 개선하고 중국은

였으며 지난해 5월에는 파키스탄 남서부 발루치스

남중국해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본국으로 석유 등

탄주에서 사업비자로 입국하여 선교활동을 벌이던

을 반입할 수 있다.

중국인 교사 2명이 IS에 납치되어 처형되었다. 소식

더욱이 중국과 파키스탄간의 군사안보 협력은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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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르 해군기지 건설 이후 급속히 가까워지고 있는

것보다 시리아 내전이 종식되고 조속히 체제가 안

중이다. 지난 2016년 중국은 파키스탄에 약 50억

정되어야 신장 위구르 출신 이슬람 테러리스트들이

불 상당의 디젤 잠수함 8대를 수출하기로 하였으

시리아를 하나의 테러군사훈련 기지로 활용되는 것

며 이란 접경지역인 파키스탄 서부 남단 지와니 반

을 막을 수 있다고 보는 것이다. 일부 정보에 의하

도에 군사기지 건설까지 합의하였다. 실제로 2017

면 이미 중국 신장 위구르족 출신 약 5천여 명이 시

년 12월 26일 베이징에서 첫 중국, 파키스탄, 아프

리아 내전에 참여하여 각종 테러 훈련을 받거나 전

가니스탄 3국 외무장관 회담이 개최되었다. 당시 회

투에 참여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결국 시리아 지

담에서 중국-파키스탄 경제회랑(CPEC) 사업을 아

역의 안정은 신장 지역 안정을 위해서도 매우 중요

프가니스탄까지 확대하는데 합의를 이루었다. 향후

하며 신장 출신 이슬람 테러단체들의 훈련기지 억

중국은 아프칸 경제 재건을 적극 돕고 대테러 정책

제 역할에도 직접적인 관계가 있기 때문이다.

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며 아프칸 동북부 바다크
산 일대에 대테러 군사기지를 건설하는데 모든 비
용을 부담하기로 합의하였다.

이미 상당수 IS, 탈레반, 알카에다 등과 같은 이슬람
테러 단체들이 아프칸 및 파키스탄 국경을 통해 중국
에 침투하여 신장지역 이슬람 테러단체들과의 연계를
맺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 3월 수니파 극단주의 테러단체인 IS는 신장
지역 과격 이슬람 테러단체들과의 긴밀한 연대를 주장
하며 위구르어로 제작한 동영상까지 직접 만들어 배포
하면서 중국인들을 공격하여 한명도 빠짐없이 몰아낼
것이라 밝혔다. 이로 인해 그동안 IS 격퇴에 매우 소극
적으로 일관해온 중국의 대테러 정책이 과거와 달리
매우 적극적이고 자국 주도의 방향으로 변화되기 시
작하였다.

최근 중국 정부는 신장과 국경을 맞대고 있는 아
프칸 북동부 산악 지역인 와칸에 대테러 군사기지
를 건설하여 중국 신장 이슬람 테러단체들과 탈레
반, IS 등과의 연계를 차단하기 위한 특단의 조치
를 취하기 시작하였다. 이미 상당수 IS, 탈레반, 알
카에다 등과 같은 이슬람 테러 단체들이 아프칸
및 파키스탄 국경을 통해 중국에 침투하여 신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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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로 인해 현지 이슬람 극단주의 테러단체들의

지역 이슬람 테러단체들과의 연계를 맺고 있기 때

주요 공격목표와 대상이 중국으로 점차 바꿔가는

문이다. 이에 중국은 아프칸, 파키스탄 지역 이슬

추세이다. 이미 지난해 3월 수니파 극단주의 테러

람 테러단체들의 국경 침투를 막기 위한 조치로 약

단체인 IS는 신장 지역 과격 이슬람 테러단체들과

5,700km에 달하는 국경장벽을 세우는 구상을 밝

의 긴밀한 연대를 주장하며 위구르어로 제작한 동

혔다. 이는 미국-멕시코 장벽(3,144km)보다 훨씬

영상까지 직접 만들어 배포하면서 중국인들을 공

긴 국경장벽으로 주변국들에서 활동하는 이슬람

격하여 한명도 빠짐없이 몰아낼 것이라 밝혔다. 이

극단주의, 분열주의, 테러리즘을 막고 신장지역 사

로 인해 그동안 IS 격퇴에 매우 소극적으로 일관해

회적 안정에 상당한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인다.

온 중국의 대테러 정책이 과거와 달리 매우 적극적

한편 지난해 수잔 손튼 미 국무부 동아태 담당차

이고 자국 주도의 방향으로 변화되기 시작하였다.

관보 역시 중국과의 고위급 안보 대화에서 IS 등과

최근 치첸진(齊前進) 시리아 주재 중국대사는 “이제

같은 이슬람 테러조직들과의 전쟁에서 보다 많은

시리아 내전에서 벗어나 개발과 재건에 모든 노력을

정책적 지원과 노력을 요구하였다. 최근 소식에 따

집중할 때라면 중국은 시리아 국민과 정부에 보다

르면 미군의 IS 격퇴가 점차 마무리 단계에 들어서

많은 경제적 원조를 제공할 의사”를 강하게 내비쳤

면서 상당수 이라크 주둔 미군 병력과 장비가 아프

다. 이는 중국이 시리아 아사드 대통령을 지지하는

칸으로 이동하기 시작하였으며 아프칸 탈레반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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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미군의 군사작전도 확대되는 중이다. 금년 2월

국 정부가 지정한 신장 지역 분리독립을 부추기는

초 미군의 A-10 지상 공격기, B-52H 전략 폭격기

테러단체로는 동투르키스탄 이슬람 운동(ETIM:

등을 동원하여 중국 신장 웨이우얼족 자치구과 매

East Turkistan Independence Movement), 동

우 인접한 아프칸 북부 바다크샨주 탈레반 군사훈

투르키스탄 해방조직(ETLO: East Turkistan

련소(지원시설) 및 탈레반의 주요 수입원인 아편과

Liberation Organization), 우즈베키스탄 이슬람

마약 제조시설이 집중된 아프칸 남부 헬만드주 등

운동(IMU: Islamic Movement of Uzbekistan),

을 집중적으로 공습했다.

동투르키스탄 정보센터(ETIC: East Turkistan
Information Center), 세계 위구르 청년연맹

중국 신장(新疆) 위구르 지역 테러문제

(WUYC),1) 신장 위구르 해방조직(ULO), 동투르키
스탄 혁명기구(URFET), 타지키스탄이슬람당(TIP)

최근 시리아 내전 격화와 IS 세력 쇠퇴로 인해 주

등이 있다. 이중에서도 ETIM과 ETLO가 가장 대

요 근거지를 점차 중동, 북아프리카, 동남아, 아프

표적인 이슬람 테러조직으로 신장 위구르 자치구를

칸/파키스탄, 중국, 동남아, 유럽 등지로 옮겨가기

독립시켜 동투르크(Eastern Turkistan) 국가수립

시작하였다. 실제로 지난해 8월 스페인 바르셀로

을 목표로 하고 있다. 더욱이 이들은 중국 국경과

나 광장 차량테러, 10월 1일 미국 라스베가스 총기

맞대고 있는 아프칸, 파키스탄 등에서 활동하고 있

난사 사건 등이 연이어 벌어졌다. 지난 몇 년간 IS

는 IS 알카에다, 탈레반 등과 같은 이슬람 테러단

세력이 급격히 축소되면서 이슬람 극단주의 테러

체들과 직간접적으로 연계하여 각종 테러훈련 뿐만

단체들의 활동 범위가 점차 중동에서 벗어나 전 세

아니라 시리아 내전까지 참여하였다.2)

계 무슬림의 60% 이상 거주하는 서남, 중앙, 동남

그동안 중국 신장에서 가장 공격적인 활동을 벌

아시아 지역으로 옮겨가는 중이다. 따라서 중국 역

이고 있는 ETIM은 신장 위구르 카스(喀什) 출신

시 IS, 탈레반, 알카에다와 같은 이슬람 테러조직과

인 하산 마슘(Hasan Mahsum, 중국명: 艾山·買

중국 신장 위구르 출신 테러조직들과의 연계 및 침

合蘇木)이 1994년 결성한 조직으로 주로 탈레반과

투에 보다 적극적인 대응책 방안을 강구하기 시작

알카에다와 연계하여 각종 무장훈련과 테러 활동

하였다. 중국의 대표적인 국제문제 연구기관인 현대

을 벌이다 2003년 10월 2일 미군과 파키스탄(ISI)

국제관계연구원 지즈예(季志業) 원장은 “지난해 중

에 의해 사살되었다.3) 하산 마슘에 이어 제2대 지

국 신장 국경을 넘다가 붙잡힌 이슬람 출신 지하디

도자로 선출된 압둘 하크 투르키스타니(본명: 메

스트(이슬람 성전주의자)들이 전년에 비해 10배 이

메티밍 메메티)는 동투르키스탄 이슬람당(ETIP)

상 늘었으며 중국도 테러 위협에 상시 노출된 상황

을 이끈 지도자로 2005년 알카에다 슈라 회의(Al

이며 이미 시리아, 아프칸 내전 등 각종 전투와 테

Qaeda’s Shura Council) 일원이자 중앙위원에 임

러훈련을 받고 중국으로 귀국한 지하디스트만 약 3

명된 이후 본격적인 테러활동을 벌이기 시작하였

만 명 가까이 된다"고 언급하였다.

다. 지난 1994년부터 2010년 사망때까지 약 200여

지난 2009년 신장 위구르족과 한족간 내부 갈등

건 이상 각종 테러 활동을 벌여 약 200여명 이상

으로 약 200여명이 사망한 사건이후 신장 카스(喀
什) 바추(巴楚) 사건, 4·23 사건, 신장샨샨 6·26 사
건, 북경 천안문 10·28 사건, 쿤밍역 3·01 사건,
우루무치 기차남부역 4·30사건, 우루무치 샤이바
커구 공원 5·22 사건, 신장 샤쳐 7·28 사건 등 이
외에도 다수의 테러사건들이 발생하였다. 현재 중

1) 일부에서는 세계 위구르 청년연맹을 DUYQ: Dunya Uyghur
Yashliri Qurultiyi로 일컬어진다.
2) 최근 자료에 의하면 신장 위구르 자치구 무슬림 약 114명
이 시리아 및 이라크 등지로 건너가 IS에 가담하여 각종
테러 훈련 및 전투에 참여하였다.
3) 지난 2003년 중국 공안부는 ETIM의 주요 테러자금이 대
부분 오사마 빈 라덴이 이끄는 알카에다를 통해 자금지
원을 받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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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목숨을 잃었다.4) 제3대 지도자로 오른 압둘 샤

중국기업에 대한 테러 활동 역시 늘어나는 추세이

쿠르 달마(Shakoor Damla)는 2011년 8월 신장

다. 더욱이 과거처럼 직접적인 테러 개입보다는 이

카스(喀什)와 허텐(和田)지역 테러공격을 주도하였

슬람 테러단체들이 벌이고 있는 인터넷 동영상 및

으나 2012년 미군의 드론 공격으로 사망하였다. 이

SNS 유포, 비디오 설교 등을 통해 젊은 위구르인

후 중국, 미국, 파키스탄의 강력한 소탕작전으로 인

들을 대상으로 자생적 테러활동(지하드)을 부추기

해 현재 파키스탄 북부 와지리스탄(Waziristan) 지

고 있다.7) 이미 알카에다, 탈레반, IS 등과 같은 과

역을 주요 거점으로 아프칸, 파키스탄, 신장 등지에

격 이슬람 테러단체들이 신장 위구르 분리 운동에

약 1,000여명의 조직원이 활동하고 있으며 서남/중

개입하면서 주요 공격 목표로 중국을 지목하고 있

앙아시아, 터키, 미국, 유럽(독일) 등에도 4개 비밀

다. 탈레반 리더 무프티 아부 자르 알 부미는 인터

지부가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5)

더욱이 지난

넷 동영상을 통해 중국을 공격하고 아프칸 및 파키

2012년 알카에다 새 지도자로 불리던 아이만 알자

스탄에 있는 중국이 만든 각종 시설들을 공격하고

와히리(Zawahiri)는 시리아 형제들을 지지하라는

중국인들을 납치 및 살해할 것을 지시하였다. 또한

성명을 발표하고 ETIM과 함께 계획을 세워 시리아

알카에다 리더인 아부 야하 알 리비도 위구르 형제

성전(지하드)에 참여할 것을 촉구하였다. 이어 IS 지

들의 독립을 위해 중국인들을 대한 보복 테러와 지

도자 알바그다디(al-Badri) 역시 신장 위구르족 독

하드(성전)를 호소하는 중이다.

립지지와 중국의 이슬람 탄압정책을 강하게 비난하
면서 중국을 주요 공격대상국이라 밝혔다. 이로 인
해 ETIM 조직원뿐만 아니라 지하드(성전)를 위해
상당수 신장 위구르 젊은이들이 터키,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등 제3국을 거쳐 IS와 시리아 내전에
참여하였다.6)
한편 현재 중국 정부가 강력하게 추진하는 일

현재 중국 정부가 강력하게 추진하는 일대일로(一
帶一路)의 각종 인프라 건설사업이 아프칸, 파키스탄
에 본격적으로 추진되면서 ETIM와 ETLO은 탈레반,
IS, 알카에다 등과 같은 이슬람 테러단체들과 긴밀한
관계를 맺으며 중국인 혹은 중국기업에 대한 테러 활
동 역시 늘어나는 추세이다.

대일로(一帶一路)의 각종 인프라 건설사업이 아프
칸, 파키스탄에 본격적으로 추진되면서 ETIM와

한중간 대테러 안보협력 가능성

ETLO은 탈레반, IS, 알카에다 등과 같은 이슬람
테러단체들과 긴밀한 관계를 맺으며 중국인 혹은

현재 중국은 국가대테러공작업무소조(國家反恐
怖工作領導小組)를 중심으로 공안부, 무장경찰, 인

4) ETIM의 제2대 지도자인 압둘 하크는 알카에다와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며 동시에 아프칸 등지에서 아편과 마약재
배를 하여 상당한 수익을 올렸으며 탈레반, 우즈베키스탄
이슬람 운동과도 연계하여 각종 테러활동을 벌였다.
5) 중국 신장 위구르족 무장 세력화는 1979년 소련-아프칸
전쟁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중국은 구소련을 무너뜨
리기 위해 대 아프칸 지하드(성전)에 위구르족 출신 전사
들이 참여도록 직간접적으로 지원하였다. 아프칸 무자히
딘 전쟁에서의 참전 경험은 위구르 무장 세력들이 알카에
다. 탈레반, IS 등과 같은 다른 이슬람 테러단체들과 종
교, 문화, 군사, 전략적 연대가 가능하도록 만들었으며 각
종 테러활동의 기본적 토대를 만들어 주었다. 이후 2001
년 미국이 테러와의 전쟁을 시작하면서 ETIM은 탈레반,
알카에다와 함께 미국을 포함한 서방국가들을 상대로 싸
우기 시작하였다.
6) 일부 정보에 의하면 이미 과거부터 일부 ETIM 조직원들
은 러시아 체첸 분쟁 개입 및 아프칸 탈레반 세력과 연계
하여 테러활동을 벌여온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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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해방군, 국가안전부 산하 대테러 유관부서들이
테러 연구, 업무지침과 활동을 벌이고 있으며 북
경, 상해, 신장, 광저우, 티베트 등과 같은 테러위
협이 높은 주요 도시에는 대테러 담당조직을 별도
로 두고 있다. 2015년 12월 27일 중국정부는 반테
러법을 통과시켰으며 2016년 8월 1일부터 신장 자
치구는 테러 조직원 재교육을 포함한 모집훈련까지
도 테러행위로 포함시킨 새로운 테러규정과 법률을
채택하였다. 이와 함께 중국은 테러 사전예방과 근
7) 2014년 4월 30일 우루무치 기차역 폭탄테러 이후 인터넷에
올라온 동영상에서 지하드의 자살폭탄 공격에 나오는 영
상과 음악 등을 통해 지하드(성전)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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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 소탕을 위해 공안부, 국가안전부, 무장경찰뿐만

슬람 테러단체 조직원들의 외로운 늑대(lone wolf)

아니라 인민해방군 특수부대까지 대테러전에 참여

출현도 충분히 예상된다. 특히 자생적 테러리스트

하고 있다. 지난 2014년 3월 쿤밍역에서 발생한 테

인 외로운 늑대(lone wolf)는 특정조직 혹은 이념이

러사건 이후 중국정부는 테러와의 전쟁을 선포하고

아니라 정부에 대한 개인적 반감 혹은 불만을 이유

대대적인 테러조직 및 체포작전에 돌입하여 한 달

로 스스로 행동에 나서는데 테러 감행 시점이나 방

간 약 32개 유사 테러조직을 소탕하고 380여명을

식에 대한 사전 정보수집이 어려워 예방이 불가능

검거하였으며 폭발물 264개, 폭탄제조원료 3.15t,

하다는 점에서 매우 심각한 안보적 위협요소가 되

약 21개 테러훈련장소 등을 소탕하는 성과를 올렸

고 있다.

다. 중국 국가대테러안보위원이자 정협위원인 청궈
핑(程國平)은 중국의 대테러 정책에 있어 신장 위구
르족 분리 독립을 주장하는 ETIM 해결이 최우선
과제라고 밝히면서 그동안 ETIM 테러활동으로 인
해 수백 명이 목숨을 잃었다면서 강경한 대응책을

최근 테러 양상이 국가(민족)분쟁 및 대리전쟁 형태
로 변화되고 있어 한국 역시 테러방지를 위한 법제적
보완을 포함하여 주변국들과 긴밀한 정보협력을 통해
테러예방 및 역량을 더욱 강화해 나갈 필요가 있다.

제시하였다. 이미 신장 위구르 자치구는 테러 방지
차원에서 젊은 남자들은 턱수염을 기르지 못하며

최근 중국의 테러 양상과 흐름 변화로 인해 한국

젊은 여자들은 이슬람 전통 의상인 부르카를 착용

의 안보환경에도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시작하

하지 못하도록 법으로 규정하고 얼굴 인식(Facial

였다. 특히 국제결혼, 외국인 노동자, 새터민 증가

recognition) 감시망까지도 운영 중에 있다.

등으로 인해 자생적 테러발생 가능성도 점차 높아
지고 있다. 현재 한국에는 중국, 중앙아시아, 동남

신장 위구르 자치구는 테러 방지차원에서 젊은 남
자들은 턱수염을 기르지 못하며 젊은 여자들은 이슬
람 전통 의상인 부르카를 착용하지 못하도록 법으로
규정하고 얼굴 인식(Facial recognition) 감시망까지도
운영 중에 있다.

아시아를 비롯한 다양한 국적의 외국인이 입국하여
거주하고 있는데 10년 전보다 약 3배 이상 급증하
여 200만 명을 넘어섰으며 여러 사회계층의 충돌
및 다문화 사회진입에 따른 반사회적인 성향과 폭
력적 극단주의가 혼합된 외로운 늑대의 자생적 테
러 발생 가능성도 점차 높아지고 있다. 아울러 북

이처럼 최근 중국 내에서 발생하고 있는 다수의

한을 탈출하여 입국한 약 3만 여명의 탈북자 가운

테러사건들이 주변국 테러조직들과 (알카에다, 탈레

데는 한국에 동화되지 못하고 사회적 불만을 갖고

반, IS) 연계되어 발생하고 있어 갈수록 주변국들과

있는 자들도 일부 있어 이들이 이슬람 테러단체들

의 대테러 공조를 강화하는 중이다. 예컨대 중국은

과 연계하여 주요공공시설 및 내국인을 상대로 테

이슬람 테러 조직 자금 세탁 및 불법유입 차단을

러활동을 자행할 수 있는 개연성도 전혀 배제할 수

위해 2004년 설립된 EAG(유라시아 자금세탁방지

없는 상황이다.

지역기구) 창립 회원국으로 가입하였다. 이미 중국

더욱이 인터넷 발달로 인해 이슬람 과격주의 테

은 유엔을 비롯한 다자 혹은 양자간 국제공조를 통

러리즘 사상 및 수단이 갈수록 교묘해지고 국경과

해 테러단체 및 테러리스트들에게 제공되는 자금을

장벽도 없이 글로벌화 되어가고 있는 중이다. 머지

차단하였으며 대테러합동군사훈련 및 정보공유 등

않아 하나의 국가 또는 지역이 감당하기 어려운 심

을 통해 상당한 성과를 올렸다. 더욱이 테러 유형
도 소프트 타킷(soft target)8)으로 점차 변화되기
시작하였으며 중동지역에서 급격히 약화된 일부 이

8) 소프트 타킷(soft target)은 민간인들이 자주 찾는 병원,
학교, 지하철, 나이트클럽, 극장, 공공시설 등을 주요 공격
대상으로 설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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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3월호
최근 중국의 테러동향과 한중간 대테러 안보협력 가능성

각한 비전통 안보위협으로 다가올 가능성이 매우

뿐만 아니라 아프칸, 파키스탄, 시리아 등 주요 위

높아 보인다. 특히 최근 테러 양상이 국가(민족)분

험 국가의 이슬람 극단주의 테러 용의자들에 대한

쟁 및 대리전쟁 형태로 변화되고 있어 한국 역시 테

다양한 정보를 적극 공유하고 긴밀히 협력해 나가

러방지를 위한 법제적 보완을 포함하여 주변국들

야할 것이다.

과 긴밀한 정보협력을 통해 테러예방 및 역량을 더
욱 강화해 나갈 필요가 있다. 이를 반영하듯 지난
2016년 3월 2일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
러방지 법안”이 통과되어 본격적으로 대테러 국제협
력과 공조를 수행해야 되는 상황이다. 따라서 향후
한중양국은 신장 지역 이슬람 테러단체(조직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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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한중양국은 신장 지역 이슬람 테러단체(조직
원)들뿐만 아니라 아프칸, 파키스탄, 시리아 등 주요
위험 국가의 이슬람 극단주의 테러 용의자들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적극 공유하고 긴밀히 협력해 나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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