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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는 위험성 분석 기법을 통해 화학 산업 시설에서 발생 가능한 화학 테러에 대한 원인을 규명하고， 기존의 

테러 대응 방법에 대한 분석 및 평가를 함으로써 효과적 대응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프로그램 개발이다 테러 위험성 

평가 프로그램은 자산 분석 (Asset Charactel없tion) ， 위협 평가(Threat Assessment), 취약성 분석 (V비nerabi l ity Analysis), 위험 

성 평가(Risk Assessment), 대응책 제시(New Countermeas llre)의 총 5단계의 순차적 알고리즘으로 구성되어 있다 개발된 프 

로그램을 항만에 위치한 석유 저장 및 정제 공정 에 적용하여 테러 위험성과 그 원인을 분석함으로써 위험성 평가 프로그램 

의 효용성과 신뢰성을 검증하였다， 화학 산업 시설에서의 보안 및 테러리즘에 대한 문제성 제기를 통해 그 해결책을 제시하 

고 테러의 취약점과 원인을 규명함으로써 테 러나 재해 (extreme event) 발생 시 효과적인 대응책 마련이나 대응 전략 수립 에 
기여하고자 개발된 프로그램이다 

액심용어 테러리즘， 위험성 평가， 화학 시설， 테러 대응 방안 

ABSTRACT This study focuses on assessing the secllrity risk or the terrorism in chemical process industries. Th is 

research modifies conventional method for assessing the terrori sm risk. The risk assessment method is deve loped and it is 

implemented as software to ana lyze the possibility of terrori sm and sabotage. This program includes five steps; asset char

acter없tion， threat assessment, vulnerabili ty analysis, risk assessment and new countermeasllres. It is a systematic, risk based 

approach in which risk is a function of the severity of conseqllences of an lIndesired event, the likelihood of adversary attack, 
and the likelihood of adversary success in causing the undesired even t. The rel iabi lity of the program is verified using a dock 

zone case. The case dock zone incllldes a storage farrn , a manufacturing plant, an electrical supply lItility, a hydrotreater unit, 

many containers, and administration buildings. Th is study represents chemical terrorism response technology, the prevention 

plan, and new counterrneasllre to mitigate by using risk assessment methods in the chemical indus따 and Pllblic sector. This 

study suggests an effective approach to the chemical terrorism response management 

KEYWORDS terrori sm, ri sk assessment, chemical process industry, terrorism response 

1. 서 료: 
‘-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우리나라도 이제는 테러로부터 안 

전한 지역이 아니며 ， 전 세계 각지로 진출한 한국 기업의 

수도 증가 추세이기 때문에 화학 산업을 위한 대테러 통합 

관리 시스템 구축은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중요한 사안으 

로 부각되고 있다(Kriz 등， 2003). 

21세기가 시작되면서 테러리즘도 새로운 경향을 보여주 

고 있다. 90년대 까지는 군사시설이나 외교 시설 등의 하 

드 타켓(hard target)에 치중되어 있던 것이 사실이다. 하지 

화학 산업에서의 태러 방지에 대한 중요성은 미국 9.11 

테러 사건이 있기 오래 전부터 인식되어 왔으나 국내에서 

는 그 심각성과 중요성에 대하여 현재까지는 간과하여 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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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2000년도로 넘어오면서 테러의 대상이 비교적 보안대 

책이 미비한 곳， 즉 소프트 타켓(soft target)으로 전환되고 

있다. 화학 산업도 물론 이러한 소프트 타켓의 하나라고 

볼 수 있다. 그리고 한 국가의 기간산업이 되고， 대부분 대 

단지를 형성하고 있는 화학 산업은 경제적 가치와 중요성， 

접근의 용이성， 복구의 어려움， 파급효과 등을 고려할 때 

테러 대상이 될 가능성이 크다고 볼 수 있다(Drell 등， 

2000) 

본 연구에서는 화학적 테러리즘에 대한 위험성을 분석 

하고 평가하여 사전 대응방안을 도출할 수 있는 프로그램 

을 개발하였다 화학 산업에서의 화학적 테러 위험성 분석 

에 초점을 맞추어， 화학적 테러리즘에 대한 원인을 규명하 

고，테러 대응방법 분석 및 평가를통해 효과적 대응개선 

방안을 제시하는 것이 본 논문의 목적이다. 단계적으로 1) 

테러 발생 가능성이 있는 대상(asset)에 대한 대응 전략 및 

영향도 분석 2) 대상별 위협 (threat)이 될 수 있는 테러 위 

협 분석 3) 가상사고 시나리오 작성 및 특정 분석을 통해 

취약성(vuLnerabi lity) 분석 및 취약도 산정 4) 태러에 따른 

위험성 (risk)의 우선순위 결정 5) 테러 대응 방법분석과 평 

가를 통해 대응 개선 방안(counterrneasures)을 도출하고 그 

에 따른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순차적 알고리즘을 기반으 

로 위험성 평가 프로그램을 개발하였고 이를 항만에 위치 

한 석유 저장 및 정제 설비 공정에 적용하여 그 신뢰성을 

검증하였다. 

우리나라도 테러의 위협에서 안전할 수만은 없는 상황 

에서 본 연구는 화학 산업에서의 테러대응 기법， 완화 및 

대응책 마련에 초점을 두어 진행하였으며 화학 산업에서 

테러나 재해(exσeme event) 발생 시 대응책 마련이나 대응 

전략 개발에 큰 역할을할수 있다 

2. 이론적 배경 

2.1 보안 취Q썽 운석(호a.rty V매g호훌yAI냉ysis， SVA)의 

개요 

SVA는 위험 화흑ι물질을 처리하는 공장이 직면하고 있 

는 보안 위험요인， 위협， 그리고 취약성을 확인하는 분석 

을 수행하고， 일반 공중， 직원， 국가적 이익， 환경， 그리고 

기 업을 보호하기 위한 대응조치를 평가함에 있다 SVA는 

총 4개의 절차로 구성되어 있으며 다음과 같다 . 

• 1 단계: 공장 설비의 특징 

공장설비 특정에는 잠재적인 공격표적 자산 분석을 지 

원하기 위한 기술적 세부 내용을 기술한 정보의 배치， 공 

장설비 및 주변에 대한 위험요인 및 영향 관련사안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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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1. Asset 
c야harac야t e안rl zatlon 

Step 2. Threat 
assessment 

Step 3 
V비nera미 IIty 

analysls 

Step 4. Maki ng 
countermeasures 

R，vltw미' 1lIet 

HUlrdsldent’nc:atlon 

Ev잉u빼。n exlstlna countermeasure‘ 
Estimm stverttv of loss or damage 

Severtty ranklng {S 

Adver'1lfY id.ntffication 

Advtrslrv chlracterlzation 

AnetfThreat matrix oa씨n 

그림 1 보안 취약성 분석 

기본 보호 계층 확인， 그리고 가능성(공격 표적 선호도)등 

이포함된다 

• 2단계: 위협 평가 

잠재적인 위협요인과 관련된 사안은 내부적 위협， 외부 

적 위협이 포함되며 위협의 특징 또한기술하여 상황에 맞 

는 위협요소를 결정한다 . 

• 3단계: 취약성 분석 

취약성 분석에는 공정안전 이벤트와 관련된 잠재적인 

취약성을 확인하기 위해 1 ，2단계의 공장설비와 위협요소 

를 연결시켜 가능성 있는 시나리오를 작성한다. 또한 취약 

성 분석을 통하여 얻어진 여러 개의 시나리오의 위험성을 

분석하고 위험도를 결정한다 

• 4단계 대응조치 및 권고사항 

취약성， 위험성 평가를 토대로 하여 보안 대응책에 대한 

적합한 강화 방안을 권고하며 여기에는 예방， 지연， 최소 

화， 완화조치 방법이 포함된다. 

3. 테러 위험성 평가 프로그램 개발 

3.1 테러 위험성 평가 프로그램 시스템의 알고리즘 

본 연구에서 개발한 테러 위험성 평가 프로그램은 크게 

5개의 단계로 구분된다. 테러 발생 가능성이 있는 대상 

(asset)에 대한 대응 전략 및 영향도를 분석하고 대상 별 

위협 (threat)이 될 수 있는 테러 위협 분석하여 가상사고 

시나리오 작성하였다. 또한 대상에 대한 특정 분석을 통 

해 취약성 (vulnerab ili ty) 분석 및 취약도를 산정하여 테러 

에 따른 위험성 (risk)의 우선순위를 결정하였다. 마지막 

으로 테러 대응 방법분석과 평가를 통해 대응 개선 방안 

( counterrn easures)을 도출하고 그에 따른 우선순위를 결 

정하는 순차적 알고리즘을 기반으로 위험성 평가 프로그 

램을개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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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테러 위험성 평가 프로그램 

본 클라이언트용 프로그램은 사용자가 윈도우 98/2000/ 

xp를 운영체제로 사용한다는 가정으로 개발되었다. 프로 

그램은 비쥬얼 베이직을 이용하여 제작되었으며 사용자가 

손쉽게 사용될 수 있는 순차적 알고리즘에 의해 제작되었 

다. 이 프로그램은 의도된(intensive) 위협에 대한 시설의 

취약성을 분석하고 평가하는데 그 목적이 있으며， 기존의 

위험 성 평 가 방법 (HAZOP, ETA, FTA, Dispersion Model 

등)과 호환이 가능한 장점을 가지고 있다 이 프로그램의 

정확성과 완전성을 기하기 위해서는 공정안전 및 보안 전 

문가에 의한 사전모의토의가 이루어져 정확한 정보입력이 

이루어져야한다. 

3.2.1 대상 특성(Asset Characterization) 

1) 기존 보안 대책(Existing Countenneasures) 

현재 대상공정 및 시설에 대한 보안 및 대응정책을 통해 

보안수준을 알아보는 단계이다. 보안방법을 크게 Delay, 

Prevention, Protection, Mitigation, Response, Detection으로 

나누어 테러 발생이 일어났을 경우의 방법뿐만 아니라 예 

방 및 사후 대응 방법에 대해서도 분석할 수 있게 하였다. 

이 단계를 통해 현행 보안 대책이 예측 불가능한 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으며 그 

수준을 펑가함으로써 중요자산의 선정 및 대응대책 수립 

의 근거 자료로쓰인다 

2) 심각도 수준 결 정 (Severity Ranking) 

각 자산에 대한 공격 시 심각도를 산정하는 단계이다. 

심각도는 전적으로 정성적인 측면을 평가하며 원재료， 자 

산의 위치， 위험물질 취급 정도， 공정조건， 기업의 평판 및 

파급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 

심각도 수준은 각 항목의 심각도의 합산에 의해 산정되 

며 Level 5는 5점을 Level 1은 I점을 부여한다. 각 항목에 

대한 심각도의 합이 40-35일 경우 심각도 수준은 Level 5, 

35-30은 Level 4, 30-25는 Level 3, 25-20은 Level 2, 20미 

만은 Level 1 이 부여된다.3-5 Level의 심각도 수준을 부여 

받은 자산에 대해서는 주요자산(critical asset)로 취급되어 

이후 단계의 과정을 거쳐 위험성을 평가 받게 되며， 1- 2 

Level의 자산은 테러 위험성이 적은 자산으로 간주되어 일 

반적인 대응조치만을 적용한다. 

3.2.2 위 협 요소 평 가(Threat Assessment) 

주요 자산에 대한 위협 요소를 평가하는 단계이다. 위협 

에 대한 규명을 통해 위협수준을 산정하고， 주요 자산에 

대한 선호도(attractiveness)을 고려해 표적 순위을 산정하 

는 것을 주요 과정으로 한다. 

1) 위 협 규명 (ldentify Adversary) 

위협에 대한 규명을 하는 단계로 크게 내부， 외부 둘로 

나뀐다. 세부적인 위협의 종류는 Terrorism, Insurgent 

Group, 1ntemational Terrorists, Chemical!B iological Attack, 

Collateral Damage from proximity to other Terrorist Target, 

Threats against facility, Sabotage, Vandalism, Bombings / 

80mb Threats, Trespassing, Labor, Strikes, Violence, Activists, 

Vehicle-jacking, Thefts등이 있다. 

2) 위협수준 결정 및 자산 선호도 평가 

위협에 대한 분석이 완료되면 위협의 수준을 결정한다 

위협의 수준은 동기， 역사적 경험， 가능성， 파장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한다. 자산에 대한 평가를 위해 

서는 위협의 수준과 함께 자산에 대한 선호도를 같이 고려 

해야 한다. 모든 공격 표적이 공격자들에게 동일한 가치가 

있는 것은 아니며， 이러한 차이점은 테러 가능성에 영향을 

미치는 또 다른 요인이다. “Pa비 등” 

3) 표적 순위 (Target Ranking) 

자산에 대한 위협 수준은 전 단계에서 분석한 심각도와 

선호도의 조합으로 구해진다. 두 항목에 대한 레벨을 메트 

릭스법에 의해 구하고 최종적인 주요자산을 산출해낸다 

선택된 주요자산에 대해서는 전 단계에서의 분석을 바탕 

으로 취약성을 분석하여 시나리오를 생성하게 된다. 

3.2 .3 취약성 분석 (Vulnerability Analysis) 

1,2 단계 분석을 통해 얻어진 주요자산에 대한 취약성을 

분석하는 단계이다 자산에 취약성을 찾아내 보안 이벤트 

와 그에 대한 결과 등을 기술하여 예상 시나리오를 작성한 

다. 작성한 시나리오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여러 단 

계의 절차를 거쳐 검증한다. 또한 작성한 시나리오의 대한 

취약성 수준을 평 가한다(Dong、，yoon 등， 2006). 

3.2.4 위험성 평가(Risk Assessment) 

위험성 평가 단계는 전 단계의 취약성 분석을 근간으로 

가상 시나리오가 실질적으로 일어났을 경우의 위험성을 

평가하는 단계이다. 작성 된 시나리오의 파급효과 및 피해 

정도에 대해 종합적으로 분석해 그 수준을 결정하며 낮은 

위험성을 가진 시나리오의 경우 다른 상황을 적용하여 새 

로운 시나리오를 작성하여 평가한다(Grossel， 2000). 

3.2 .5 새로운 대응책(New Countenneasures) 

자산에 대한 보안 위협에 대한 대응책을 구성하는 단계 

이다. 기존의 대응책 이외에 자산에 대한 취약성과 위험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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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극복할 수 있는 물리적 장치와 보안대책을 세워야 하며， 

위험 수준이 높은자산에 대해 우선적인 평가와분석이 이 

루어 져 야 한다(HyOLm잉0011 등， 2000). 

4. 항만에 위치한 석유 저장 및 정제공정에 적용 

여천， 여수단지를 비롯해서 우리나라의 석유단지는 항 

만에 집중되어 있다. 석유화학 산업은 국가의 근간을 이루 

는 에너지 산업이며 테러 발생 시 국가경제에 파급효과가 

커 테 러 대상으로는 상당히 매력적이다. 본 연구에서는 개 

발 된 테러위험성 평가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석유화학단 

지에 적용해 그 신뢰성을 검증하여 보았다. 

@ 항만에 위치한 석유화학 단지 

대상 석유화학단지는 저장시설， 제조 공장， 전기공급시 

설， 수첨처리 시설， 관리 사무실 등을 포함하고 있는 항 

만에 위치한 가상의 석유화학단지이다. 접근의 용이성， 

물질 누출 시 환경적 영향， 많은 위험물질이 저장되어 있 

어 테러 위험성이 높다. 대상 항만은 그림 2에서 나타내 

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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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립 2 함만에 위치한 석유화학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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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할만의 심각도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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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할만 시설의 표적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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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항만 시설의 취약성 분석 

AJ잎꽉」 

=느느r슨l 
프~ 

,--- 1 
1 ，쓰-- 1 

-二~
二」

」르얻쓰느」 
」느므브!...J 

되 

흐=얻=니 

.- ’… 
~~‘· “-- ---
_l a. .. _ .. tzetl.n n. .... “ ... 1 V .. ’ne，.‘”야 Anlyllll R“_ .. ’l'…·’m'_'"1 

‘·‘fl야 “ ... “”’ l 

… .. 11' ... “’·‘ I • • ‘’‘_, 1_ I 1_ I V." 이‘ 
“ l' t L_ I “ 1 “ 1'.이 l‘ I V • .., l _ 

{ 

김‘~ 

그림 6. Dock 1 의 위험 순위 

@ 대상 특성 (Asset Characterizatiol1) 

각 자산에 대한 각각의 특정과 위험성을 기술해 심각도 

수준을결정한다. 

@ 위 협 요소 평 가(Threat Assessmel1t) 

각 자산에 대한 위협요소의 특정과 발생 가능성 등을 고 

려해 위협 수준을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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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 새로운 대응책 

@ 취약성 분석 (Vulnerab i l i ty Analys is) 

전 단계에서의 자산과 위협 평가를 기반으로 취약성을 

분석하는 단계이다. 가상사고 시나리오는 각 단계에서의 

자료를 종합해서 보고서로 출력된다 

@ 위 험 성 평 가(Risk Assessment) 

시나리오에 대한 위험성을 평가한다. 심각도와 가능성 

를 함께 고려하여 그 위험성 레벨을 결정한다 Dock 1 의 

경우 항만으로부터의 접근이 쉽고 감지 장치가 없는 취약 

성이 있어 폭발물 테러 시 많은 휘발성， 독성 물질로 인해 

많은피해가예상된다 

@ 새로운 대응책(New Countermeasures) 

취약성을 근거로 새로운 보안절차 및 장치를 권고하는 

단계이다 Dock 1 의 경우 항만으로의 접근이 쉽고， 모니터 

시스템과 밝기가 약해 감시가 어려워 CCTV, Access 

Contro l 등과 같은 물리적 보안장치가 펼요하다 

5. 결 료르 
‘-

본 연구에서는 화학시설에 대한 테러 위험성과 취약성 

을 평가하기 위한 새로운 알고리즘을 개발하였다. 또한 화 

학시설에 대한 테러 위험성 평가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항 

만에 위치한 석유화학 시설에 적용하여 화학시설에 대한 

보안 안전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연구를 수행하였다. 자산 

분석， 위협평가， 취약성분석， 위험성평가， 대응방안 제시의 

총 5단계의 테러리즘 위험성 평가 알고리즘을 개발하여 

화학시설의 보안 및 테러 위협에 대비할 수 있게 하였으며， 

테러리즘 위험성 펑가 프로그램을 개발함으로써 화학 시 

설에 대한 간단한 정보만으로도 테러 위험성 평가를 수행 

할수 있게 하여 전문성 문제를 극복할수 있는 기틀을 마 

련하였다. 기존 공정 안전에만 국한되었던 안전기법에 쉽 

게 추가되어 통합 안전 시스템 구축을 할 수 있게 하였다. 

본 연구에서 개발된 프로그램은 자산에 대한 테 러 위험 

성을 평가하고 예방책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하지 

만 태러 발생 후 그 피해 범위예측에 대해서는 펑가할 수 

없다. 개발된 프로그램에 확산 모댈과 지 리정보체계를 더 

한다면 더 효과적인 프로그램이 될 수 있을 것이다. 한국 

은 더 이상 태러대상 예외국이 아니다 테러리즘에 대비한 

연구가계속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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