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학습과목명 테러학 학 점 3 교·강사명

강의시간 3시간 이론 / 실습 이론 전화번호

학습목표

 현재 테러에 안전한 국가가 없다고 할 정도로 전 세계가 테러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 실제로 최근 몇 년간 테러가 발생하

며 무고한 사람들이 희생되는 경우가 발생하였다. 이러한 시점에서 본 수업의 목표는 먼저 테러에 대한 개념과 발생원인 그리

고 현황, 유형에 대하여 살펴보면서 테러와 발생이유에 대하여 이해하도록 한다. 또한 테러리즘의 역사와 국제테러리즘 그리고 

테러에 대비하는 주요국가의 대테러리즘 정책 등을 알아보면서 테러의 추세변화와 그에 대응하는 대테러 기법에 대하여 알아

보고 현재의 테러에 대응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들을 모색할 수 있도록 한다. 그리고 현대에 발생했던 또는 발생 가능한 테러

에 대한 위협에 대하여 파악하여, 그에 따른 예방대책과 대응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는데 학습 목표를 두고 있다.

교재 및 참고문헌

테러학 / 진영사 / 강영숙 /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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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별 강의(실습·실기·실험) 내용

주차 차시 강의(실습·실기·실험) 내용 주교재 목차 과제 및 기타 참고사항

1

1

1. 강의주제

  - 테러리즘의 이해

2. 강의목표

  - 테러리즘의 개념을 이해하고, 과목에

    대한 전체적인 배경을 알 수 있다.

3. 강의 세부내용

  - 테러는 국가와 기관 간에 정의하는

    내용이 조금씩 다르지만 결론적으로

    폭력을 이용하여 상대편을 공포에

    빠뜨리게 한다는 점에서 같은 의미를

    사용하고 있다. 본 시차에서는 

    이러한 테러에 대한 개념정의와

    발생원인에 대하여 알아 보도록 한다. 

4. 강의방법

  - 이론(강의계획서, 주교재, 부교재,

    PPT활용)

1. 테러리즘의 의의

    1) 테러리즘의 본질

    2) 테러리즘의 개념

    3) 테러리즘의 발생원인

p9~23

- 오리엔테이션

- 과제물부여

  · 911테러 이전과 이후에

   대한 테러방법 비교분석

   (13주차 제출)

- 수시평가(5문항) 

  · 1주차~6주차 내용에

    대한 쪽지시험 시행

   (6주차 시행).

- 부교재 

  · Page 17~46

- 빔프로젝터, 전자교탁

2

1. 강의주제

  - 테러리즘의 이해

2. 강의목표

  - 테러리즘의 유형을 알 수 있다.

3. 강의 세부내용

  - 이번 시차에서는 테러의 여러 형태의 

   유형 중 테러의 주체에 따른 분류,

   수단과 방법에 따른 분류, 테러대응

   정책에 따른 유형에 대하여 알아

   보도록 한다. 

4. 강의방법

  - 이론(주교재, 부교재, PPT활용)

1. 테러리즘의 의의

    4) 테러리즘의 유형별 분

류

p24~39

- 부교재 

  · Page 145~292

- 빔프로젝터, 전자교탁

3 1. 강의주제 2. 테러리즘의 역사 - 부교재 



  - 테러리즘의 역사

2. 강의목표

  - 테러리즘의 기원과 변천 과정에 대하여

    알 수 있다.

3. 강의 세부내용

  - 테러의 기원은 과거 프랑스의 공포정치

    시대로 거슬러 올라간다. 과거

    정치적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행해지던 테러가 현대에 와서는

    정치뿐만 아니라 종교적 그리고

    기타 다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 따라서

    이번 시차에서는 테러의 기원과

    시대적인 변천 과정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한다. 

4. 강의방법

  - 이론(주교재, 부교재, PPT활용)

    1) 테러리즘의 기원

    2) 테러리즘의 시대적 변

천과정

p43~49

  · Page 1~17

- 빔프로젝터, 전자교탁

2

1

1. 강의주제

  - 테러리즘의 역사

2. 강의목표

  - 뉴테러리즘의 양상과 특징에 대하여

    알 수 있다. 

3. 강의 세부내용 

  - 911테러를 기점으로 하여 과거

   테러리즘과 뉴테러리즘으로 구분된다.

   본 시차에서는 뉴테러리즘이 무엇인지,

   과거테러리즘과 뉴테러리즘의 차이점

   그리고 뉴테러리즘의 특징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한다.

4. 강의방법

  - 이론(주교재, 부교재, PPT활용) 

2. 테러리즘의 역사

    3) 뉴테러리즘의 양상과

       특징

p50~59

- 부교재 

  · Page 1~17

- 빔프로젝터, 전자교탁

2

1. 강의주제

  - 국제테러리즘과 국제관계

2. 강의목표

  - 국제테러리즘을 이해하며, 국제

    테러조직에 대하여 알 수 있다.

3. 강의 세부내용

  - 국제테러리즘의 양상은 1990년을

    전후로 격변하였다. 이러한 변화로

    인하여 테러 목표와 방법도 역시

    변화하고 있다. 따라서 이번

    시차에서는 변화하는 국제테러 

    정세를 알아보고, 테러의 목표와

    방법의 변화과정에 대하여 파악하고,

    또한 기존의 국제테러조직과 새로운

    테러조직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한다. 

4. 강의방법

  - 이론(주교재, 부교재, PPT활용)

3. 국제테러리즘과 국제관계

    1) 국제테러리즘의 이해

    2) 국제테러조직

p63~82

- 부교재 

  · Page 93~144

- 빔프로젝터, 전자교탁

3

1. 강의주제

  - 국제테러리즘과 국제관계

2. 강의목표

  - 테러사건의 증가원인에 대하여 알

    수 있다.

3. 강의 세부내용

  - 현재 테러는 중동지방을 중심으로

    전 세계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공격대상은 경성적 표적에서 연성적

    표적으로 바뀌고 있다. 이는 

3. 국제테러리즘과 국제관계

    1) 국제테러리즘의 이해

    2) 국제테러조직

p63~82

- 부교재 

  · Page 93~144

- 빔프로젝터, 전자교탁



    테러범들이 전 세계적으로 여러

    나라에서 불특정 여러 사람을 

    상대로 테러를 저지르고 있다는

    뜻으로 볼 수 있다. 이에 따라

    본 수업에서는 테러리즘의 발생

    현황과 더불어 공격대상과 그

    수단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한다.

4. 강의방법

  - 이론(주교재, 부교재, PPT활용)

3

1

1. 강의주제

  - 국제테러리즘과 국제관계

2. 강의목표

  - 테러의 주체와 현황을 살펴보고

    테러조직의 전략 및 전술에 대하여

    알 수 있다. 또한 테러조직의 구성

    및 유형에 대하여 파악할 수 있다.

3. 강의 세부내용

  - 테러는 시대에 따라 변화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테러조직들도 점차 발전하고

    증가함에 따라 테러방법과 유형도

    변화하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이번 시차에서는 테러조직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과 전략 및 전술에

    대하여 알아보고자 한다. 

4. 강의방법

  - 이론(주교재, 부교재, PPT활용)

3. 국제테러리즘과 국제관계

    1) 국제테러리즘의 이해

    2) 국제테러조직

p63~82

부교재 Page 93~144

- 빔프로젝터, 전자교탁

2

1. 강의주제

  - 국제테러리즘과 국제관계

2. 강의목표

  - 국제적으로 테러리즘의 이슈인 빈라덴과

    알카에다 그리고 주변국들의 테러

    원인에 대하여 이해할 수 있다.

3. 강의 세부내용

  - 이번 시차에서는 탈레반과 알카에다가

    생기게 된 원흉이라고 할 수 있는

    미소냉전과 아프카니스탄 전쟁 

    그리고 빈라덴과 알카에다에

    대하여 알아보고 이해하도록 한다. 

4. 강의방법

  - 이론(주교재, PPT활용)

3. 국제테러리즘과 국제관계

    3) 미소전쟁과

       아프가니스탄전쟁

    4) 빈 라덴과 알카에다

    5) 이라크 전쟁

p82~110

- 빔프로젝터, 전자교탁

3

1. 강의주제

  - 국제테러리즘과 국제관계

2. 강의목표

  - 테러조직의 네트워크에 대하여 알

    수 있다.

3. 강의 세부내용

  - 이번 시차에서는 테러조직의 주요

    자금원과 자금원, 조직원에 대한

    모집방법 그리고 이들의 관계망인

    네트워크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한다.

    또한 미국무부에서 선정한 테러

    지원국에 대하여서도 알아보도록 한다. 

4. 강의방법

  - 이론(주교재, 부교재, PPT활용)

3. 국제테러리즘과 국제관계

    6) 테러조직의 주요

       자금원

    7) 불량국가

       (테러지원국가)

p110~127

부교재 Page 81~92

- 빔프로젝터, 전자교탁

4 1

1. 강의주제

  - 국제 정치구조와 현대사회의 구조

2. 강의목표

  - 테러 발생의 사회·심리이론에 대하여

3. 국제테러리즘과 국제관계

    6) 테러조직의 주요

       자금원

    7) 불량국가

부교재 Page 81~92

- 빔프로젝터, 전자교탁



    알 수 있다. 또한 국제 정치구조와

    현대사회의 구조에 대하여 알 수 있다.

3. 강의 세부내용

  - 테러가 발생하는 원인으로는 환경적

    원인과 사상적 원인, 그리고 심리적

    원인으로 나눌 수 있다. 이러한

    원인으로 미루어 보았을 때, 급작

    스러운 산업발달과 더불어 불평등한

    사회에 대한 울분 및 편집증적인

    생각으로 인하여 테러를 저지르는

    등의 문제점이 대두되고 있다.

    따라서 이번 시차에서는 이를

    파악하기 위하여 테러 발생이론에

    대해 알아보고, 국제 정치구조와 

    현대사회의 구조를 파악하도록 한다.

4. 강의방법

  - 이론(주교재, 부교재, PPT활용)  

       (테러지원국가)

p110~127

2

1. 강의주제

  - 이슬람교와 아랍문화의 이해

2. 강의목표

  - 이슬람이라는 종교에 대하여 알

    수 있다.

3. 강의 세부내용

  - 이번 시차에서는 세계에서 가장 많은

    신도를 가졌으면서 테러조직과

    관계망이 가장 많은 이슬람교에

    대하여 알아보고, 이슬람의 원리

    주의가 어떤 것인지 그리고 이슬람

    원리주의자들의 폭력화 배경에

    대하여서도 알아보도록 한다.

4. 강의방법

  - 이론(주교재, 부교재, PPT활용)

4. 이슬람교와 아랍문화의 이

해

    1) 이슬람교의 개교

    2) 이슬람 원리주의

p131~161

- 부교재 

  · Page 47~80

- 빔프로젝터, 전자교탁

3

1. 강의주제

  - 이슬람교와 아랍문화의 이해

2. 강의목표

  - 이슬람의 문화에 대하여 알 수 있다.

3. 강의 세부내용

  - 이번 시차에서는 다양한 이슬람의

    문화와 이슬람 의상에 대하여

    이해하는 시간을 갖는다. 또한

    이슬람 여성들의 베일에 대한

    논쟁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한다. 

4. 강의방법

  - 이론(주교재, 부교재, PPT활용)

4. 이슬람교와 아랍문화의 이

해

    3) 이슬람(아랍) 문화의

       이해

p162~180

- 부교재 

  · Page 47~80

- 빔프로젝터, 전자교탁

5

1

1. 강의주제

  - 이슬람교와 아랍문화의 이해

2. 강의목표

  - 이슬람의 문화에 대하여 알 수 있다.

3. 강의 세부내용

  - 자신들이 믿는 종교를 최우선으로

    하는 이슬람인들은 우리와는 많은

    문화적 차이가 있다. 따라서 이번

    시차에서는 기본적인 이슬람문화와

    생활관습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한다.

4. 강의방법

  - 이론(주교재, 부교재, PPT활용)

4. 이슬람교와 아랍문화의 이

해

    3) 이슬람(아랍) 문화의

       이해

p180~200

- 부교재 

  · Page 47~80

- 빔프로젝터, 전자교탁

2
1. 강의주제

  - 대량살상무기

5. 대량살상무기

    1) 대량살상무기 테러의

- 부교재 

  · Page 287~292



2. 강의목표

  - 대량살상무기 테러의 양상 및 특징에

    대하여 알 수 있다.

3. 강의 세부내용

  - 인류를 위협하는 무기인 대량살상

    무기에 대한 통제는 예전부터 진행

    되어 왔으나 일부의 과격 테러

    단체들로 인하여 위험성은 다시

    표면위에 드러나고 있다. 따라서

    이번 시차에서는 인류를 위협하는

    무기는 대량살상무기의 양상 및

    특징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한다. 

4. 강의방법

  - 이론(주교재, 부교재, PPT활용),

    동영상 시청

       양상 및 특징

p203~206

- 빔프로젝터, 전자교탁

- 동영상 시청

  · 테러무기와 대테러장비

3

1. 강의주제

  - 대량살상무기

2. 강의목표

  - 대량살상무기 중 핵무기에 대하여

    알 수 있다. 

3. 강의 세부내용

  - 이번 시차에서는 대량살상무기 중

    강력한 살상능력을 자랑하는

    핵무기의 테러 이용, 핵무기의 위력

    및 핵무기에 대한 사용규제 등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한다.

4. 강의방법

  - 이론(주교재, 부교재, PPT활용)

5. 대량살상무기

    2) 대량살상무기의 종류

p206~224

- 부교재 

  · Page 287~292

- 빔프로젝터, 전자교탁

6

1

1. 강의주제

  - 대량살상무기

2. 강의목표

  - 대량살상무기 중 생물무기에 대하여

    알 수 있다. 

3. 강의 세부내용

  - 이번 시차에서는 대량살상무기 중

    강력한 살상능력을 자랑하는 생물

    무기의 테러 이용과 생물테러의

    역사적 사례, 그리고 생물무기의

    위력 및 생물무기에 대한 사용규제

    등과 이러한 생물무기에 대한 대책

    마련 방안에 대해서도 알아보도록 한다. 

4. 강의방법

  - 이론(주교재, 부교재, PPT활용)

5. 대량살상무기

    2) 대량살상무기의 종류

p224~250

- 부교재 

  · Page 287~292

- 빔프로젝터, 전자교탁

2

1. 강의주제

  - 대량살상무기

2. 강의목표

  - 대량살상무기 중 화학무기에 대하여

    알 수 있다. 

3. 강의 세부내용

  - 이번 시차에서는 대량살상무기 중

    강력한 살상능력을 자랑하는 화학

    무기의 테러 이용과 화학테러의

    역사적 사례, 그리고 화학무기의

    위력 및 화학무기에 대한 사용규제

    등과 이러한 화학무기에 대한 대책

    마련 방안에 대해서도 알아보도록 한다. 

4. 강의방법

  - 이론(주교재, 부교재, PPT활용)

5. 대량살상무기

    2) 대량살상무기의 종류

p250~262

- 부교재 

  · Page 287~292

- 빔프로젝터, 전자교탁



3

1. 강의주제

  - 대량살상무기

2. 강의목표

  - 대량살상무기 중 방사능무기에 대하여

    알 수 있다. 

3. 강의 세부내용

  - 이번 시차에서는 대량살상무기 중

    강력한 살상능력을 자랑하는 방사능

    무기의 테러 이용과 방사능테러의

    역사적 사례, 그리고 방사능무기의

    위력 및 방사능무기에 대한 대책

    마련 방안에 대해서도 알아보도록 한다. 

4. 강의방법

  - 이론(주교재, 부교재, PPT활용)

5. 대량살상무기

    2) 대량살상무기의 종류

    3)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문제

p262~277

- 부교재 

  · Page 287~292

- 빔프로젝터, 전자교탁

- 수시평가(5문항) 

  · 1주차~6주차 내용에

    대한 쪽지시험 시행

7

1 중간고사

2 중간고사

3 중간고사

8

1

1. 강의주제

  - 사이버테러리즘

2. 강의목표

  - 사이버테러리즘의 기본개념과 공격

    방법에 대하여 알 수 있다.

3. 강의 세부내용

  - 현대사회는 각종 통신기술과

    인터넷의 발달로 인하여 사람들에게

    편리함을 제공하나 테러범으로

    인하여 사이버 테러에 노출되는 등

    부작용이 있다. 현재 사이버 테러는

    전산망을 침투하여 파괴하는

    해킹에서부터 전자우편 폭탄과

    컴퓨터의 오작동을 유도하는 전자

    무기에 이르기까지 기존의 테러와는

    전혀 다른 차원의 위험요소로서

    자리 잡고 있다. 이에 따라 본 수업

    에서는 사이버 테러의 개념과 목적

    그리고 대책 마련 방안에 대하여

    알아보고자 한다. 

4. 강의방법

  - 이론(주교재, 부교재, PPT활용)

2. 테러리즘의 역사

    3) 뉴테러리즘의 양상과

       특징

p50~57

- 부교재 

  · Page 231~292

- 빔프로젝터, 전자교탁

2

1. 강의주제

  - 사이버테러리즘

2. 강의목표

  - 사이버테러리즘의 목적을 살펴보고

    그에 따른 대책을 활용할 수 있다.

3. 강의 세부내용

  - 전 시차에서 알아보았던 사이버

    테러에 대한 개념과 공격방법을

    기본으로 하여 사이버 테러리즘의

    안보전략과 대응방법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한다.

4. 강의방법

  - 이론(주교재, 부교재, PPT활용)

2. 테러리즘의 역사

    3) 뉴테러리즘의 양상과

       특징

p50~57

- 부교재 

  · Page 231~292

- 빔프로젝터, 전자교탁



3

1. 강의주제

  - 해외 한국인 인질납치테러

2. 강의목표

  - 인질납치테러의 본질에 대하여 알

    수 있다.

3. 강의 세부내용

  - 인질납치테러는 테러집단이 인간의

    안전과 생명을 담보로 해당 국가 및

    관련 국가에 자신들의 목적달성을

    위해 요구사항을 수용하도록 강요

    하는 행위라 할 수 있다. 이번 시차

    에서는 이러한 인질납치테러에 대한

    본질과 해외 한국인에 대한 인질

    납치 사례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한다.

4. 강의방법

  - 이론(주교재, 부교재, PPT활용)

6. 해외한국인 인질납치테러

    1) 인질납치테러의 본질

    2) 해외한국인에 대한 인

질

       납치테러 사례

p281~293

- 부교재 

  · Page 191~230

- 빔프로젝터, 전자교탁

9

1

1. 강의주제

  - 해외 한국인 인질납치테러

2. 강의목표

  - 인질테러의 협상과 전략

3. 강의 세부내용

  - 이번 시차에서는 인질테러에 대비한

    전략적인 협상 방법과 협상팀의

    구성, 성공적인 협상을 위한 원칙

    등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한다. 또한

    인질에게 나타나는 심리 현상에

    대하여서도 알아보도록 한다. 

4. 강의방법

  - 이론(주교재, 부교재, PPT활용)

6. 해외한국인 인질납치테러

    3) 인질테러 협상과 전략

    4) 인질에게 나타나는

       대표적 심리현상

p294~319

- 부교재 

  · Page 191~230

- 빔프로젝터, 전자교탁

2

1. 강의주제

  - 북한과 테러리즘

2. 강의목표

  - 북한의 테러 방법과 주요사례에

    대하여 알 수 있다.

3. 강의 세부내용

  - 대한민국은 북한에 의한 각종

    군사적·비군사적 공격을 포함한다면

    지금까지 사실상 거의 모든 종류의

    테러공격을 경험해왔다. 따라서 이번

    시차에서는 북한의 시기별 테러

    방법과 내용에 대하여 알아보고,

    그동안 발생한 북한테러리즘의

    주요사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한다. 

4. 강의방법

  - 이론(주교재, 부교재, PPT활용)

7. 북한과 테러리즘

    1) 북한 테러리즘의

       시기별 특징

    2) 북한 테러리즘의

       주요 사례

p323~355

- 부교재 

  · Page 329~350

- 빔프로젝터, 전자교탁

3

1. 강의주제

  - 북한과 테러리즘 

2. 강의목표

  - 북한의 뉴테러리즘의 위협과

    가능성에 대하여 알 수 있다.

3. 강의 세부내용

  - 최근 북한은 핵뿐만 아니라 생화학

    무기에 대한 개발 및 전력 강화를

    노리고 있다. 이러한 시점에서

    우리는 사전에 대응할 수 있는

    방어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이번

    시차에서는 북한의 뉴테러리즘

    위협과 가능성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7. 북한과 테러리즘

    3) 북한의 뉴테러리즘

       위협과 가능성

    4) 북한의 뉴테러리즘

       위협과 가능성

p356~363

- 부교재 

  · Page 329~350

- 빔프로젝터, 전자교탁



    한다.

4. 강의방법

  - 이론(주교재, 부교재, PPT활용)

10

1

1. 강의주제

  - 주요 국제테러 사건

2. 강의목표

  - 아태지역과 구주지역에서 발생한

    테러 사건을 조사·분석할 수 있다.

3. 강의 세부내용

  - 이번 시차에서는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테러 사건 중 아태

    지역과 구주지역에서 발생한 테러

    사건을 찾아보고 분석해보도록 한다. 

4. 강의방법

  - 이론(주교재, PPT활용)

8. 주요 국제테러사건

p367~388

- 빔프로젝터, 전자교탁

2

1. 강의주제

  - 주요 국제테러 사건

2. 강의목표

  - 아주지역과 미주지역에서 발생한

    테러 사건을 조사·분석할 수 있다.

3. 강의 세부내용

  - 이번 시차에서는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테러 사건 중 아주

    지역과 미주지역에서 발생한 테러

    사건을 찾아보고 분석해보도록 한다. 

4. 강의방법

  - 이론(주교재, PPT활용)

8. 주요 국제테러사건

p367~388

- 빔프로젝터, 전자교탁

3

1. 강의주제

  - 주요 국제테러 사건

2. 강의목표

  - 중동지역에서 발생한 테러 사건을

    조사·분석할 수 있다.

3. 강의 세부내용

  - 이번 시차에서는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테러 사건 중 중동

    지역에서 발생한 테러 사건을 찾아

    보고 분석해보도록 한다. 

4. 강의방법

  - 이론(주교재, PPT활용)

8. 주요 국제테러사건

p367~388

- 빔프로젝터, 전자교탁

11

1

1. 강의주제

  - 주요국가의 대 테러리즘

2. 강의목표

  - 미국과 영국의 테러리즘 대응정책에

    대하여 알 수 있다.

3. 강의 세부내용

  - 전 세계적으로 테러 사건이 벌어지는

    가운데 주요국가에서는 이러한

    테러와의 전쟁을 치르고 있다.

    이러한 시점에서 주요국이 펼치고

    있는 대테러정책으로는 어떠한 것 

    들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한다.

    따라서 이번 시차에서는 미국과

    영국의 테러리즘 대응정책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한다.

4. 강의방법

  - 이론(주교재, 부교재, PPT활용)

9. 주요국가의 대테러리즘

    1) 미국의 테러리즘

       대응정책

    2) 영국의 테러리즘

       대응적책

p391~400

- 부교재 

  · Page 419~446

- 빔프로젝터, 전자교탁

2
1. 강의주제

  - 주요국가의 대 테러리즘

9. 주요국가의 대테러리즘

    3) 독일의 테러리즘

- 부교재 

  · Page 419~446



2. 강의목표

  - 독일과 일본의 테러리즘 대응정책에

    대하여 알 수 있다.

3. 강의 세부내용

  - 전 세계적으로 테러 사건이 벌어지는

    가운데 주요국가에서는 이러한

    테러와의 전쟁을 치르고 있다.

    이러한 시점에서 주요국이 펼치고

    있는 대테러정책으로는 어떠한 것

    들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한다.

    따라서 이번 시차에서는 독일과

    일본의 테러리즘 대응정책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한다. 

4. 강의방법

  - 이론(주교재, 부교재, PPT활용)

       대응정책

    4) 일본의 테러리즘

       대응정책

p400~403

- 빔프로젝터, 전자교탁

3

1. 강의주제

  - 주요국가의 대 테러리즘

2. 강의목표

  - 이스라엘과 한국의 테러리즘 대응

    정책에 대하여 알 수 있다.

3. 강의 세부내용

  - 전 세계적으로 테러 사건이 벌어지는

    가운데 주요국가에서는 이러한

    테러와의 전쟁을 치르고 있다.

    이러한 시점에서 주요국이 펼치고

    있는 대테러정책으로는 어떠한 것

    들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한다.

    따라서 이번 시차에서는 이스라엘과

    한국의 테러리즘 대응정책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한다.

4. 강의방법

  - 이론(주교재, 부교재, PPT활용)

9. 주요국가의 대테러리즘

    5) 이스라엘의 테러리즘

       대응정책

    6) 한국의 테러리즘

       대응정책

p404~409

- 부교재 

  · Page 419~446

- 빔프로젝터, 전자교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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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 강의주제

  - 테러리즘과 정보활동

2. 강의목표

  - 대테러 정보의 개념에 대해 이해하고

    정보이론을 알 수 있다.

3. 강의 세부내용

  - 이번 시차에서는 대테러정보에 대한

    기본개념과 정보이론에 대해 알아

    보도록 한다. 

4. 강의방법

  - 이론(주교재, 부교재, PPT활용)

9. 주요국가의 대테러리즘

p392~409

- 부교재 

  · Page 401~418

- 빔프로젝터, 전자교탁

2

1. 강의주제

  - 테러리즘과 정보활동

2. 강의목표

  - 대테러 정보의 순환과 보안에 대하여

    알 수 있으며, 대테러 정보기관과

    세계정보기관에 대하여 알 수 있다.

3. 강의 세부내용

  - 이번 시차에서는 테러범과 테러

    단체에 대한 사건을 예방하고, 테러

    발생 시 대응하는 세계정보기관의

    주요업무와 그 업무수행 방식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한다.

4. 강의방법

  - 이론(주교재, 부교재, PPT활용)

9. 주요국가의 대테러리즘

p392~409

- 부교재 

  · Page 401~418

- 빔프로젝터, 전자교탁

3 1. 강의주제 9. 주요국가의 대테러리즘 - 동영상 시청



  - 주요국가의 대 테러리즘

2. 강의목표

  - 세계의 주요 대테러부대에 대하여

    알 수 있다.

3. 강의 세부내용

  - 전 세계적으로 테러 사건이 발생하는

    가운데 주요국가에서는 이러한 테러

    사건에 맞서 싸울 수 있는 특수

    부대들을 운영하고 있다. 이번 시차

    에서는 이러한 주요국가의 특수

    부대의 운용사례에 대하여 알아

    보도록 한다. 

4. 강의방법

  - 이론(주교재, PPT활용), 동영상 시청

    5) 세계의 주요 대테러부

대

p410~436

- 빔프로젝터, 전자교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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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강의주제

  - 테러리즘과 해외안전

2. 강의목표

  - 해외여행 시 안전과 예방에 대하여

    알 수 있다.

3. 강의 세부내용

  - 세계화 시대에 우리 국민들의 해외

    여행이 보편화함에 따라 해외로 진출

    하거나 여행을 떠나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테러에 대한 위험도도

    많이 높아지고 있다. 따라서 이번

    시차에서는 해외여행 중 발생할 수

    있는 테러 사건을 대비한 안전과

    예방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한다.

4. 강의방법

  - 이론(주교재, PPT활용)

10. 테러리즘과 해외안전

    1) 해외 안전과 예방

p440~449

- 빔프로젝터, 전자교탁

2

1. 강의주제

  - 테러리즘과 해외안전

2. 강의목표

  - 해외 여행경보 제도에 대하여 알

    수 있다.

3. 강의 세부내용

  - 이번 시차에서는 외교부에서 안내

    하고 있는 해외여행 시 국가의 위험

    수준과 행동지침에 대하여 알아

    보도록 한다. 

4. 강의방법

  - 이론(주교재, PPT활용)

10. 테러리즘과 해외안전

    2) 해외 여행경보제도

p450~458

- 빔프로젝터, 전자교탁

3

1. 강의주제

  - 테러리즘과 해외안전

2. 강의목표

  - 해외에서의 위기상황별 대처요령에

    대해서 습득할 수 있다.

3. 강의 세부내용

  - 이번 시차에서는 해외여행 시 발생

    가능한 테러상황들을 예측해보고

    테러상황 발생 시 대처요령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한다.

4. 강의방법

  - 이론(주교재, PPT활용)

10. 테러리즘과 해외안전

    3) 해외에서의 위기상황

       별 대처요령

p458~474

- 과제물

  · 911테러 이전과 이후에

    대한 테러방법 비교분석

    (13주차제출)

- 빔프로젝터, 전자교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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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 강의주제

  - 한국의 테러방지법

2. 강의목표

  - 한국의 테러방지법에 대하여 알

    수 있다.

3. 강의 세부내용

  - 테러방지법은 분산된 대테러업무를

    대테러센터로 집중시킴으로써 새로운

    국가안보 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처

    하기 위한 것이 목적이다. 이번

    시차에서는 이러한 테러방지법의

    제정 경과와 제정 이유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한다. 

4. 강의방법

  - 이론(주교재, 부교재, PPT활용)

11. 한국의 테러방지법

    1) 테러방지법의 제정 경

과

    2) 테러방지법 제정이유

p477~479

- 부교재

  · Page 419~446

- 빔프로젝터, 전자교탁

2

1. 강의주제

  - 한국의 테러방지법

2. 강의목표

  - 한국의 테러방지법에 대하여 알

    수 있다.

3. 강의 세부내용

  - 이번 시차에서는 국민 보호와 공공

    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의 내용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한다. 

4. 강의방법

  - 이론(주교재, 부교재, 첨부자료, PPT활용)

11. 한국의 테러방지법

    1) 테러방지법의 제정 경

과

    2) 테러방지법 제정이유

p479~487

- 첨부자료

  ·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국가법령정보센터)

3

1. 강의주제

  - 국제 사회의 테러대응활동

2. 강의목표

  - 주요국가의 테러 대응체계를 살펴보고

    우리나라의 대테러 정책의 발전

    방향에 대하여 생각할 수 있다.

3. 강의 세부내용

  - 테러와 테러단체에 대응하기 위한

    국제협력 및 주요국가의 테러 대응

    체계를 살펴보고, 우리나라의 대테러

    정책 발전방향을 논의해본다. 또한

    테러에 대한 사례를 분석하고, 이에

    따른 대응책에 대한 상호토론을 진행

    하도록 한다. 

4. 강의방법

  - 이론(주교재, 부교재, PPT활용)

9. 주요국가의 대테러리즘

   (국제사회의 테러대응

   활동 요약)

p392~487

- 부교재 

  · Page 447~462

- 토론주제

  · 테러를 발생시키는 근본

    적인 원인과 우리

    나라에서 꼭 필요

    한 테러 대응방안(14주차)

    토론을 통해 학습의

    효과를 고취하되, 평가

    점수에는 반영하지

    않도록 한다. 

- 빔프로젝터, 전자교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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