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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냉전시기 미국과 소련은 다양한 분야에서 치열한 체제경쟁을 해왔고 이러한 경쟁은 오
늘날 미국과 러시아의 우주 항법체계 경쟁으로 이어졌다. 경쟁의 증거는 양국 의사결정자의
발언에서 찾을 수 있다. 미국 국방부에 따르면 현재 과학기술 분야에서 미국과 경쟁하고 있
는 주요 국가는 러시아와 중국이다. 이 때문에 이들 사이에는 신흥안보 문제 (emerging
threats)가 대두되었고, 미국 국방부는 과학기술 발전을 위해 하원에 2019년도 관련 예산 증
액을 요청했다. 2018년 국방부의 과학기술 및 엔지니어링 책임자인 매리 밀러 (Mary Miller)
가 강조한 것처럼 중국과 러시아는 미국과의 기술 격차를 줄이기 위해 과학기술 분야에 대
한 집중 투자를 계속하면서(Cronk 2018) 추격의 고삐를 당기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2015년에 티토브 우주 주요 제어 센터 (Titov Main Test and Space
Systems Control Centre) 일리인 (Андрей Ильин) 소장은 러시아의 GLONASS가
북부 위도에서 미국 GPS보다 훨씬 더 정확하다며 항법체계 논쟁의 포문을 열었다. 즉,
GLONASS는 애초에 북부 위도에서 작동하도록 만든 특화된 시스템이라는 것이다. 또한 소
장은 GPS는 30개 위성 체제로 작동하지만 GLONASS는 24개 위성으로도 GPS를 능가하는
시스템을 유지할 수 있다며 GLONASS의 우월성을 강조했다 (Oko-Planet 2015). 미국
GPS와 러시아 GLONASS 간 우주 항법체계 경쟁을 둘러싼 이러한 신경전은 러시아 시민들
로 확산되고 있다. 2010년 러시아 모스크바 물리기술연구소 (Moscow Institute of Physics
and Technology, MPhTI)의 여론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1/4은 GLONASS가 GPS에 버금
갈만큼 경쟁력이 충분하다고 응답했으며, 또 다른 1/4의 응답자는 러시아 정부의 충분한 지
원이 제공되면 GLONASS가 미국 GPS와의 경쟁에서 승리할 것으로 예상했다. 즉, 응답자의
절반은 러시아의 GLONASS와 미국의 GPS를 라이벌 기술로 인식하고 있었으며, 이러한 기
술을 발전시키기 위한 국가적 차원의 투자 필요성을 강조했다.
러시아연방 대통령령 899호인 『러시아연방의 주요 과학기술 개발 우선순위 및 핵심기
술 목록』을 보면 GLONASS 시스템은 총 27개 조항 중 13번째 항목을 차지하고 있다. 러시
아는 GLONASS를 어떤 기술로 인식하고 있는가? GLONASS 시스템과 관련된 법규는 내용
과 목적에 따라 여러 범주로 분류할 수 있지만 GLONASS 시스템의 목적에 관한 조항은 러
시아의 이러한 인식을 잘 반영하고 있다. 다시 말하면 이 조항들을 통해 GLONASS 시스템
이 군용인지, 민수용인지, 아니면 이중 용도의 성격을 갖는지를 파악할 수 있고, 러시아 국
가전략에서 GLONASS가 차지하는 위상을 확인할 수 있다. 여기에 해당하는 법은 다음과 같
다. 러시아 연방 대통령 행정명령 38-rp호1), 러시아연방 대통령령 638호2), 러시아연방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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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령령 899호3), 러시아 하원인 국가두마의 연방법 23호 『위성항법법』4) 등이 그것이다. 예
를 들어 대통령령에서는 GLONASS 범지구 항법 위성 시스템(이하 GLONASS 시스템이라고
함)을 러시아연방의 국방, 안보, 과학적, 사회·경제적 목적으로 사용되는 이중용도의 우주
기술로 분류하고 있다. 이는 러시아 정부가 GLONASS 시스템에 정치적 의도를 투영했음을
알 수 있는 대목이다.
뿐만 아니라 GLONASS 시스템을 관리하는 주요 행정기관 간 업무 추진 및 분장과 관
련된 조항에서도 정치적 용어가 관찰된다. 『국가 방위 및 안전 보장, 러시아의 사회·경제적
발전, 국제 협력 확대 및 과학적 목적을 위한 GLONASS 범지구 항법 위성 시스템의 유지,
개발 및 사용에 관한 연방 집행 기관의 권한』을 담은 러시아 정부결의 323호5)를 보면 “안보
보장”, “사회·경제적 발전”, “국제 협력” 등이 자주 언급되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GLONASS 시스템은 기술적 의미도 크지만 러시아 정부는 안보적, 사회 및 경제적 가치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미국과 러시아의 위성항법체계 경쟁은 기술
경쟁의 틀을 뛰어넘어 정치적 경쟁으로 확대되고 있다.
본고의 연구목적은 정치적 관점에서 미국과의 위성항법체계 경쟁에서 러시아가 어떠한

1)

2)

3)

4)

5)

러시아어: Распоряжение Президента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 38рп от 18 февраля 1999 г.
한국어: 러시아연방 대통령 행정명령 38-rp호
러시아어: Указ Президента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от 17 мая 2007 г.
N 638. «Об использовании глобальной навигационной спутни
ковой системы ГЛОНАСС в интересах социально-экономиче
ского развития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한국어 『러시아연방의 사회 및 경제적 발전을 위한 GLONASS 범지구 항법 위성 시스템 사용에 관한』 러시아
연방 대통령령 638호
러시아어: Указ Президента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от 7 июля 2011
г. N 899 «Об утверждении приоритетных направлений развити
я науки, технологий и техники в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и п
еречня критических технологий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한국어: 『러시아연방의 주요 과학기술 개발 우선순위 및 핵심기술 목록』 러시아연방 대통령령 899호
러시아어: Федеральный закон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от 14 февра
ля 2009 г. N 22-ФЗ «О навигационной деятельности»
한국어: 연방법 23호 『위성항법법』
러시아어: Постановление Правительства РФ от 30 апреля 2008 г. №
323 "Об утверждении Положения о полномочиях федеральных
органов исполнительной власти по поддержанию, развитию
и использованию глобальной навигационной спутниковой
системы ГЛОНАСС в интересах обеспечения обороны и безо
пасности государства, социально-экономического развит
ия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и расширения международного с
отрудничества, а также в научных целях"
한국어: 『국가의 방위 및 안보 보장, 러시아의 사회·경제적 발전, 국제 협력 확대 및 과학적 목적을 위한
GLONASS 범지구 항법 위성 시스템의 유지, 개발 및 사용에 대한 연방 집행 기관의 권한』 러시아 정부결의
32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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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을 채택하고 있는지를 고찰하는 것이다. 이를 보다 자세히 파악하기 위해 위성항법체계
관련 러시아의 주요 법률 및 전략서, 보고서, GLONASS에 관련된 러시아 정부 다양한 집행
기관의 정책을 살펴볼 것이다. 본고는 이러한 분석 과정에서 미러 항법체계 경쟁에 대한 러
시아의 접근 방법은 복합지정학 (complex geopolitics) 패러다임에서 있다고 주장한다.

2. 미·러 항법체계 경쟁의 이론
2.1. 복합지정학으로 보는 미·러 위성항법 경쟁
미·러 항법체계 경쟁은 강대국으로서 미·러 전략 경쟁 패러다임의 맥락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 이런 경쟁은 2010년대에 두드러졌다. 2014년 9월에 뉴포트 (로드아일랜드
주) 남동부 뉴잉글랜드 방위 산업 연합 (the Southeastern New England Defense Industry
Alliance in Newport, Rhode Island)에서 척 헤이글 (Chuck Hagel) 미(美) 국방부 장관은
다음과 같은 연설을 했다. “이전에 선진국들의 특권이었던 첨단기술과 무기를 이제는 호전
적인 북한이나 이슬람 테러집단도 가질 수 있게 됐다. 특히 러시아와 중국의 막대한 군 현대
화 투자는 미국 군대의 기술적 우위를 무디게 만들고 있다. 러시아와 중국이 현재 개발하고
있는 무기들은 바로 대함미사일, 공중전, 전자 및 사이버 전쟁이며, 다른 특수작전 기술을
발전시키면서 미국의 전통적인 안보 지배에 도전하려고 한다.” (김미경 2014). 오늘날 미국
과 중국 그리고 러시아는 무역 및 투자 체제, 새로운 기술 인프라의 개발 및 규제를 포함한
전 세계 규범 및 관행뿐만 아니라 보안 아키텍처를 구축하기 위해 경쟁하고 있다 (Wilson
Center). 즉 항법체계 경쟁은 미·러 신흥기술·첨단기술 경쟁의 수많은 사례 중에 하나로
이해할 수 있다. 본고는 복합지정학의 개념을 통해 미·러의 위성항법체계 경쟁을 설명하고
자 한다.6)
냉전 시기 미국과 소련의 경쟁은 일반적으로 고전지정학의 개념으로 설명되어 왔다. 즉
미국과 그 동맹국, 소련과 동유럽 위성국가들은 이데올로기 갈등 관계에 있었고, 워싱턴과
모스크바는 이 게임 안에서 상대방보다 더 많은 동맹국을 얻고자 노력했다. 동맹국이 많을
수록 미국과 소련의 영향력의 범위가 확대된다는 점에서 냉전 시기의 강대국 게임은 결국
동맹을 위한 게임, 즉 영토를 늘리기 위한 강대국 하드파워 게임을 포함한다.

6)

복합지정학의 개념에 대하여 See 김상배. 2015. “사이버 안보의 복합지정학: 비대칭 전쟁의 국가전략과 과잉
안보담론의 경계.” 국제․지역연구 24권 3호 2015 가을 pp. 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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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전시기 과학기술 경쟁 속에서 미국과 소련은 오로지 자국을 위한 체계를 만들었으며,
위성항법 체계 역시 예외가 아니었다. 그러나 소련이 붕괴되면서 게임의 패러다임이 변하기
시작했다. 1996년 미국의 우주 사업화 촉진법 (Space Commercialization Promotion Act
1996)이 등장한 것이다. 미국은 1983년 국방부가 독점하던 GPS 이용을 민간에 개방했고,
1996년에는 민수용 GPS 장비 판매가 20억 달러에 이르렀으며, 이러한 수요는 향후 5년 이
내 80~110억 달러까지 증가할 것으로 보고되었다 (Space Commercialization Promotion
Act 1996: 64). 여기에 한 발 더 나아가 미국은 GPS의 영향력을 전세계로 확대하기 위해
유럽연합과 일본 등 동맹국과 GPS 사용에 관한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동맹국이 아닌 국가에
도 GPS 사용을 장려했다 (Space Commercialization Promotion Act 1996: 67). 이러한 맥
락에서 위성항법 시스템은 고전지정학의 개념을 넘어 강한 초국적인 성격을 가지며 비지정
학적인 특징을 지니고 있다. 마찬가지로 러시아도 결국 GLONASS를 개방하고 러시아와 우
호적인 관계에 있는 국가들에 사용을 타진하기에 이른다.
그런 가운데 러시아와 미국 간 위성항법 표준 경쟁 및 협력이 진행되고 있다. 2000년대
부터 GLONASS의 사용을 전 세계에서 대중화하고자 하는 러시아는 2007년에 국제 위성
항법 포럼 (International Satellite Navigation Forum)에서 GPS/GLONASS 시스템 통합 논
의에 동의했으며, 이에 따라 새로운 GPS/GLONASS 표준이 등장했다. 하지만 이러한 통합
이 러시아와 미국 간의 위성항법 경쟁 종식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이는 GLONASS 표준
으로만 GPS의 대중성을 뛰어넘기 어렵다고 판단한 러시아가 GPS/GLONASS 통합 표준을
통해 GLONASS의 중요성을 높이려는 전략으로 해석된다. 물론 서론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러시아 고위 공무원들의 공식적인 발언과 러시아 대중의 인식을 보면 GLONASS 시스템을
전세계 유일 위성항법 체계 표준으로 육성하려는 전략이 깔려있다. 러시아는 GLONASS 표
준을 전세계로 확산시키기 위해 GPS/GLONASS 표준을 활용하고 있으며, 구소련 국가들,
쿠바, 니카라과 등 친러 성향을 보이는 국가 또는 인도 등의 중립적 국가들과의 네트워킹을
강화하고 있다. 일부에서 협력을 진행하면서도 권력 투사를 계속하는 미러 위성항법 경쟁을
통해 비판지정학적 성격을 확인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위성항법시스템에 있어 러시아는 국가적인 행위자뿐만 아니라 다국적기업
등 비국가적 행위도 위성항법의 표준을 활용할 수 있도록 협력하면서 국제 네트워크를 확대
하고 있다. 예를 들면, 2012년 노키아는 GPS/GLONASS 표준을 사용하는 최초의 휴대전화
를 개발해 GLONASS의 표준 확대에 기여하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러시아는 핀란드 정부가
아니라 노키아라는 비국가적인 행위자와의 협력을 통해 GPS/GLONASS 표준을 확산시켰
다. 이러한 맥락에서 위성항법 경쟁 게임은 지역(place)봐는 흐름(flow)에 주목하는 탈지정학
적인 게임이기도 하다. 따라서 위성항법 경쟁은 고전지정학, 비지정학, 비판지정학과 탈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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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 등의 복합지정학의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다.
소련의 붕괴와 냉전의 종식으로 러시아인은 많은 위기와 도전에 직면하고 있다. 가장
큰 도전은 바로 예산 부족이다. 지금의 러시아는 과거 소련 시기만큼 우주 기술의 개발 및
기술 유지를 위한 과감한 투자를 하지 못 하고 있다. 그 결과 1990년대부터 우주 영역에서
러시아는 과거의 패권을 상실하기 시작했다. 특히 원격 탐지 및 위성항법 분야에서 러시아
는 다른 국가보다 많이 뒤쳐지게 되었다 (Defence Intelligence Agency 2019: 23). 또 다
른 도전은, 소련 시대 우주 기술 개발과 발사체 발사를 위한 인프라가 소련 구성 공화국에
산재되어 있었고, 소련 붕괴로 구성국들이 각자 독립하게 되면서 이러한 인프라를 제대로
활용할 수 없게 되었다는 사실이다 (U.S. Congress, Office of Technology Assessment
1995: 20). 이러한 문제는 현재까지 해결되지 않았으며 오늘날 러시아 우주정책의 핵심 과
제로

남아있다.

러시아

정부의

비판지정학의

상식은

“GLONASS

연방

프로그램

2002-2011” (Федеральная программа "Глобальная нав
игационная система 2002-2011")에 잘 반영되어 있다. 위성항법체계에
대한 러시아의 복합지정학 전략이 어떻게 반영되었는지 제3장에서 보다 더 자세히 살펴보도
록 하겠다.

2.2. 미·러 강대국 전략 경쟁 사례로 항법체계 경쟁 및 본 논문의 분
석 틀
항법체계 경쟁을 이해하기 위해 항법체계가 무엇이고 구조는 어떻게 되는지를 먼저 파
악할 필요가 있다. 유럽위성항법글로벌시스템당국 (European Global Navigation Satellite
Systems Agency)의 정의에 따르면 항법체계는 우주에서 지상에 있는 수신기에 신호를 보
냄으로서 위치 및 타이밍 파악할 수 있게 도와주는 우주 인공위성 복합체를 말한다
(European Global Navigation Satellite systems Agency 2017). 항법체계의 기본적 구조는
우주 부문 (Space Segment), 제어 부문 (Ground Control Segment) 및 사용자 부분 (User
Segment)으로 구성되어 있다. 미국 GPS, 러시아 GLONASS, 유럽연합 Galileo와 중국
Beidou 등의 글로벌 항법체계 물론 일본산 QZSS, 인도 IRNSS 등의 아시아·태평양 지역을
포함하는 지역항법체계도 기본적으로는 동일한 구조를 갖고 있다. 우주에 있는 위성은 지상
에 있는 많은 제어 기지를 연결하고, 제어 기지는 수신기로 신호를 보내 위성항법 체계를 작
동시킨다.
우주 부문은 일반적으로 우주에 있는 위성 인프라로 구성되어 있다. 우주 부문은 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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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전문 인력, 과학기술 능력, 인프라 등에 달려 있고 외교적 방법으로는 이 부분에 영향을
주기 어렵다. 그런데 위성항법체계 위성이 받는 신호의 범위를 확대하거나 신호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최대한 큰 규모의 영토에 제어 부문을 설치해야 한다. 물론 국가 간 국경으
로 인하여 한 나라의 영토는 제한될 수밖에 없다. 그런 가운데 위성항법체계를 갖고 있는 국
가는 자국의 동맹 관계를 활용하여 동맹국 또는 협조하는 국가의 영토에서 제어 부문을 설
치할 수가 있다. 미국은 항법체계 제어 부문을 개발하면서 동맹을 잘 활용하는 국가로 알려
져 있다. 그림 1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FiveEyes 미국과의 상호 첩보 동맹을 맺은 호주, 뉴
질랜드와 영국 및 대한민국은 미국 GPS의 제어 부문 설치 국가로 분류된다. 1947년부터 페
르시아 만에서 미국 해군 활동의 기반을 제공해온 바레인 역시 미국의 GPS 제어 부문을 가
졌다.
그림 1. 미국
GPS의 제어 부
문

위치

(gps.gov)

사용자 부문은 위성항법체계를 활용하는 사용자를 의미하며, 이것은 일반적으로 위에 언
급한 우주 부문과 제어 부문에 달려 있다. 즉 신호의 질이 더 좋거나, 위성이 더 많은 영토
를 커버하거나 제어 부문이 많을수록 사용자 부문의 범위가 늘어난다. 그리고 행정적인 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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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니즘을 활용해 국민들이 자국의 위성항법을 사용하도록 유도한다.
본 논문의 틀은 다음과 같다. 위성합법체계의 우주 부문 (Space Segment), 제어 부문
(Ground Control Segment) 및 사용자 부문 (User Segment) 등의 각각 주요 부문에 러시아
가 미국의 GPS보다 GLONASS 시스템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하여 어떤 정책을 도입하고 있
는지, 그리고 이 정책들이 복합지정학에 어떻게 해당되는지를 분석한다. 이를 위해 3장에서
는 위성합법체계 관련된 러시아의 주요 법률 및 전략서, 보고서, GLONASS에 관련된 러시
아의 정부의 다양한 정책을 분석한다.

3. 복합지정학으로 보는 미·러 항법체계 경쟁
3.1. 우주 부문 경쟁과 러시아 대응
냉전기 미·소간 군사경쟁은 매우 치열하게 진행되었고, 우주 영역은 그러한 군사경쟁
의 분야 중 하나였다. 1978년 미국은 최초로 GPS 위성을 발사했고, 이에 대응해 소련도 4
년 뒤 GLONASS 범지구 위성항법 시스템의 첫 위성인 코스모스-1413 위성을 궤도에 진입
시켰다. 소련은 1995년까지 발사를 계속하여 24개의 위성으로 구성된 GLONASS 시스템을
완성하였다.
소련 붕괴 후 GLONASS에 관한 최초의 법제는 옐친 정부가 발표한 대통령령 38-rp
호다. 이 명령은 러시아의 국가 전략에서 GLONASS 시스템이 어떠한 역할을 맡고 있는지
명시적으로 보여준다.

· 러시아 연방 대통령 행정명령 38-rp호 (GLONASS Herald 1999)
1. 러시아 정부의 다음과 같은 제안을 결정했다:
- GLONASS 범지구 항법 위성 시스템 (이하 GLONASS 시스템이라고 함)을 러시아연
방의 방위 및 국가 안보, 그리고 과학적, 사회·경제적 목적으로 사용되는 이중용도 우주 기
술로 분류한다.
- GLONASS 시스템의 개발에 필요한 자금 조달을 위하여, 국제 범지구 항법 위성 시
스템을 구축하는 기반 기술로 GLONASS 시스템을 제공하고 이를 위해 외국 투자를 유치해
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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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러시아 국방부와 더불어 러시아 우주청(현 로스코스모스)을 GLONASS 시스템의
주요 일반 고객 (general customer)으로 지정한다.
3. 러시아 정부는 다음과 같은 과제를 이행해야 한다.
- GLONASS 시스템의 보존 및 개발 보장
- 이중용도 기술로서 GLONASS 시스템의 유지보수, 사용 및 개발에 대한 연방 집행
기관 간의 책임 분담에 대한 규정 승인
- GLONASS 시스템의 유지 보수, 사용 및 개발을 조율하고 지속 가능한 자금 조달을
보장하기 위해 정부 기관 간 실무그룹을 구성
- GLONASS 시스템을 국제 위성항법 위성 시스템의 표준으로 제공하기 위해 러시아
연방 측의 준비 상태를 국제 사회에 통지. 끝. (알리나 쉬만스카 직접 러시아어-한국어 번
역)
이 법률에서 확인할 수 있는 GLONASS 범지구 위성 항법 시스템에 대한 인식은 다음
과 같다. 먼저, GLONASS는 냉전기 미·소 군사 경쟁 가운데 등장한 것으로 군사적인 함의
가 크다. 하지만 냉전 종식으로 군비경쟁의 강도가 낮아졌기 때문에 GLONASS 범지구 위
성 항법 시스템을 단순히 군용 목적으로 제한할 필요가 없어졌으며, 이에 따라 민·군 이중
용도 기술로 인식하게 되었다. 과거 GLONASS의 유일한 컨트롤 타워 역할을 수행했던 국방
부가 군사기관이 아닌 러시아 우주청 (로스코스모스)과 책임을 분담하게 됐다는 점도 이를
방증한다. 둘째, 1990년대에 경제난으로 러시아 우주 영역이 전반적으로 타격을 입으면서
GLONASS 시스템도 함께 기술적으로 퇴보하였다. 러시아 정부는 이를 보완하고 추가적으로
체계를 개발하기 위해 필요한 자금을 국제 민간 위성항법 시장에 GLONASS 시스템을 제공
함으로써 유치하고자 하였으나, 미국의 GPS 시스템이 패권을 장악한 국제 시장에서
GLONASS 시스템은 표준이 되지 못했고 결국 해외 투자 유치에도 실패했다.
소련의 붕괴와 냉전의 종식은 러시아가 우주 영역에서 서방과 협력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는 했으나, 그만큼 많은 위기와 도전도 야기했다. 가장 큰 도전은 예산 부족으로 인하여
소련 시대만큼 우주 기술의 개발과 기존 기술 유지에 많은 투자를 하지 못 하게 된 것이었
다. 그 결과 1990년대부터 우주 영역에서 러시아는 과거의 패권을 상실하기 시작했다. 특히
위성항법 분야에서 러시아는 다른 국가보다 많이 뒤떨어지게 되었다 (Defence Intelligence
Agency 2019: 23). 공식 전략문건인 『2006-2015년 러시아연방 우주프로그램』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1990-2000년대 사이 GLONASS 시스템을 포함하여 러시아의 모든 위성 수가
⅔ 수준으로 감소했다. 이시기 위성시스템을 보유하고 있는 타국의 위성 수는 평균 2배 증
가해 러시아가 서방보다 많이 뒤쳐지게 되었다. 그뿐만 아니라 설계수명, 처리량, 데이터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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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 속도, 데이터의 자율 분석 등의 다양한 기능적인 차원에서도 러시아산 위성은 경쟁력이
약한 것으로 평가된다 (알리나 쉬만스카 2019: 99). 따라서 「2006-2015년 러시아연방 우
주프로그램」이 보여주는 바와 같이 이러한 상황이 개선되지 않으면 러시아는 우주에서 경쟁
력을 상실하게 될 가능성이 크다 (『GLONASS 연방 프로그램 2002-2011』 (러시아어).
2002). GLONASS 범지구 위성 항법 시스템은 러시아의 군사적 및 경제적인 우위를 내세
우는 데에 필요할 뿐만 아니라 러시아가 가진 강대국으로서의 자부심과도 직결되기에, 러시
아로서는 결코 낙후된 위성항법 시스템을 방관할 수 없다.
이러한 상황에서 2001년 러시아는 『GLONASS 연방 프로그램 2002-2011』을 추진하기
시작했다. 이 프로그램은 새로운 위성 개발 및 지상 발사·통제시설 개선을 촉진했고, 그 결
과 2003-2007 년 사이에 차세대 GLONASS 위성인 GLONASS-M 위성이 여러 차례 발사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GLONASS는 완전한 작동 능력을 회복하지 못했으며, 정
확도도 떨어지는 등 문제점을 안고 있다.
2008년의 러시아-조지아 전쟁의 경험은 GLONASS를 포함하는 러시아의 위성 시스템
의 복원이 러시아 우주 프로그램의 최우선순위에 오르는 계기가 되었다 (알리나 쉬만스카
2019: 100). 그 결과 보다 구체화된 목표를 제시하는 『2012-2020년간 GLONASS 시스템
의 유지, 개발 및 사용에 관한 연방 프로그램』이 수립되었다. GLONASS가 타국의 범지구 위
치 결정 시스템 (특히 미국의 GPS와 중국의 베이더우)과 기술적으로 동등한 수준으로 업그
레이드하기 위한 미래 개발, 그리고 해외 GLONASS 사용자 네트워크의 확대를 통한 경쟁력
의 확보 등이 그 핵심 목표라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러시아 위성 시스템의 역량과 기술 수
준 증대를 위해 2011년부터 3세대 GLONASS 위성인 GLONASS-K 위성의 발사가 시작되
었으며, 2020년 현재는 4세대 위성인 GLONASS-V가 개발 중이다.
서론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러시아 GLONASS 시스템과 관련해 일린 소장은 GLONASS
는 GPS보다 북 위도에서 정확성 우위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 사실은 많은 전문가들도 인정
하는 부분이다. 그림2에서와 같이 GLONASS의 이러한 장점은 바로 위성 궤도의 강사 (傾
斜) 각도에서 찾을 수 있다. 즉 미국 GPS 및 중국 Beidou의 위성 궤도 각도는 55이고, 유럽
연합 GALILEO는 56도의 궤도 강사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64.8도의 궤도 강사를 자랑하는
러시아 GLONASS가 이 네 가지의 범지구 위성 항법 시스템보다 북쪽 위도의 더 높은 범위
를 맡을 수 있는 것이다. 이는 GLONASS의 큰 장점이며, GLONASS가 핀란드 같은 북유럽
국가에서 사용자 중에서 GPS에 이어 2위를 자치하고 있는 것은 원인이기도 한다 (Ministry
of Transport and Communication (Finland) 2017). 즉 유럽 우주국의 멤버인 핀란드가 유
럽우주국이 운용하고 있는 GALILEO 범지구 위성항법 시스템보다 러시아 GLONASS을 선호
하는 이유는 바로 북쪽 위도에서의 정확성 때문인 것이다. 핀란드의 교통통신부의 보고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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볼 수 있는 바와 같이 핀란드에서 아직도 패권을 유지하고 있지만 GLONASS은 북유럽 민
용 시장에서 많은 잠재력을 가진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 향후에 북쪽 위도 국가에서 GPS를
추월할지도 모르는 일이다.
그림 2. 범지구 위성 항법 시스템의 궤도 및 지리공간적 범위 (geospatial coverage)7)

그런데 GPS보다 뛰어난 항법체계를 만들고자 하는 러시아 정부의 바람은 우주 영역에
관련된 GLONASS의 단점 때문에 실현 불가능한 일이 될 수도 있다. 첫 번째, GLONASS 위
성의 설계 수명 기간이 GPS의 위성보다 짧은 편이다. 예를 들면, GLONASS의 제 2세대인
GLONASS-M의 설계수명은 7년이고 GLONASS-K과 K2의 경우에는 10년인 반면, 미국이
현재 활용하고 있는 GPS 체계의 경우 2세대인 Block II과 3세대인 Block III 위성의 설계수
명이 공히 12-15년에 달한다. 하지만 그런 가운데 러시아 내부 부패와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한 대 러시아 국제 경제 제재로 인하여 러시아 경제는 많은 피해를 입었다. 따라서 러시아
는 기대만큼 위성 발사를 하지 못하고 있다. 2019년 우주 안보 지수 (Space Security
Index) 보도에 따르면 2018년에 러시아가 2개의 GLONASS 위성을 발사했고 미국은 1개의
GPS 위성만 발사했다 (Space Security Index 2019: 48).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이는 러시
아 위성의 짧은 기대수명 때문이다.
GLONASS의 또 다른 단점은 위성 발사대 부족, 카자흐스탄 바이코누르 발사대에 지나

7)

Gu, Heidbrink, Huang, Pock, Ohnesorge, Pustovitovskij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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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 의존도이다. 2012년 기준으로 러시아 내부에 있는 플레세츠크 (Плесецк) 우주 기
지는 전체 발사의 25%만을 담당했으며, 나머지는 75%는 주로 카자흐스탄에서 위치하고 있
는 바이코누르에서 진행되었다 (Samofalova 2012). GLONASS 위성은 물론 군사 위성의 경
우에도 바이코누르에서만 발사할 수가 있다. 자국의 군사 안보와 경제가 타국과의 정치적
관계에 의존하는 상황에 놓여 있다는 국내 전문가의 지적이 잇따르면서, 바이코누르 우주
기지에 대한 지나친 의존으로부터의 탈피는 러시아 우주 영역의 핵심 과제 중 하나가 되었
다.

3.2. 제어 부문에서 경쟁과 러시아의 대응
제어 부문은 위성항법을 제어하기 위하여 필수적인 부분이다. GPS와 GLONASS 두 가
지의 시스템은 원래 군용으로 만들어졌다. 하지만 1983년 9월 1일 소련 전투기가 사할린
인근 269 명의 승객과 승무원이 탑승하고 있는 한국 보잉 여객기를 격추시킨 사건을 계기
로 로널드 레이건 미국 대통령은 이러한 비극을 피하기 위해 전 세계 국가들이 민간 목적으
로 GPS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사실, 신호의 정확도는 특수 알고리즘에 의해 감소되
고 거칠어졌다. 빌 클린턴 대통령은 2000년에 그의 마지막 법령 중 하나에서 이 알고리즘을
폐지하여 모든 사람이 GPS 신호를 완전하게 수신 할 수 있게 했다.
전 세계 다양한 사람들이 GPS를 사용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타국에 제어 부문 네트
워크를 설치할 필요가 있었다. 향후 GPS의 성능과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2005년 미국은 다
음과 같은 동맹국 또는 친미 국가에서 지상관제 제어 기지를 설치했다.
- 호주 (Adelaide)
- 아르헨티나 (Buenos Aires)
- 영국 (Hermitage)
- 바레인 (Manama)
- 에콰도르 (Quito).
뿐만 아니라 당년 미국 워싱턴 D.C.에서도 GPS 지상관제 기지가 생겼다. 다음 5개의
기지는 2006년도에 신설되었다.
- 대한민국 (오산 시)
- 아이티 (Papeete)
- 남아프리카 공화국 (Pretoria)
- 뉴질랜드 (Wellingt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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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알라스카 주 (Fairbanks).
표 1. GPS 제어 부문 네트워크 위치 국가의 미국과 관계
국가
호주
뉴질랜드
영국
대한민국
바레인
남아프리카 공화국
아르헨티나
에콰도르
아이티

미국과 관계
FiveEyes
FiveEyes
FiveEyes
한미동맹
친미, 미국 해군 부대 위치
2019년도 기준으로 미국의 가장 큰 무역
파트너, 아프리카에서 미국 경제 지원 최고
recipient8)
걸프 전쟁 파트너, 미국 경제 지원 recipient
미국 경제 지원 recipient
미국 경제 지원 recipient

표1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미국의 GPS 에어 부문 네트워크는 주로 미국과 안보, 국방
또는 경제 협력을 하는 국가의 영토 내 위치하고 있다. 따라서 글로벌 위성항법의 제어 부문
네트워크의 개발은 지정학 특히 동맹 정치와 깊은 관계가 있다.
2010년대 들어 러시아 정부도 러시아산 항법시스템의 향상을 중요한 정책적 과제로 인
식하게 되었다. 이를 반영하여 2012년 정부결의 189호에 따라

『2012-2020년간

GLONASS 시스템의 유지, 개발 및 사용에 관한 연방 프로그램』이 승인되었다 (GLONASS
Herald 2012). 러시아 정부는 GLONASS 시스템 개발을 위하여2012-2020 년 사이 3200
억 루블을 투자하고 있으며, 다음과 같은 단계를 거쳐 GLONASS 시스템의 사양 업그레이드
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GLONASS Herald 2012).
1) 항법시스템의 우주 부분(space segment)을 유지하기 위하여 차세대 위성인
GLONASS-M 13기와 GLONASS-K 위성 22기를 궤도에 올린다.
2) 이를 위해 새로운 신호체계를 도입한 GLONASS-K 위성의 운용실험을 완료한다.
3) 항법시스템의 지상관제 부분 (ground control segment)을 개발한다 (GLONASS
Herald 2012).
GLONASS의 우주 부문에 개발에 따라 러시아는 지상관제 부문 (제어 부문) 개발에 집
중하게 되었다. 러시아는 제어 부문 네트워크를 발전시키기 위하여 동맹 정치의 메커니즘을
작동시켰다. 하지만 러시아의 경우에 미국만큼 동맹국이 많지 않기 때문에 러시아가 타국
Congressional Research Service. 2019. "South Africa: Current Issues, Economy, and
U.S. Relations." https://fas.org/sgp/crs/row/R45687.pdf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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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개발할 수 있는 제어 부문은 매우 제한적이다. 2009년에는 브라질이 GLONASS 시스
템 개발에 대해 러시아와 각서를 체결했고, 그 결과 현재 GLONASS 지상관제센터 (ground
control) 중에서 4개소가 브라질에 위치하고 있다. 브라질은 러시아와 BRICS을 통해서 관계
를 발전시키고 있다. 뿐만 아니라 친러 성향의 정치인들이 많은 니카라과에도 GLONASS 지
상관제 기지가 설치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Global Affairs (Universidad de Navarra)
2018). 현재 러시아의 GLONASS 타국 지상관제 기지의 위치는 그림3과 같다.

그림 3. 중남미에서 GLONASS 제어 부문 네트워크 (Global Affairs (Universidad de
Navarra)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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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트베예프 (Matveev, Олег Матвеев), 나자로프 (Nazarov, Андрей Н
азаров) 및 베르비츠키 (Verbitskiy, Андрей Вербицкий)에 따르면,
GLONASS 관련 양자협력의 역사는 다음과 같다 (Matveev, Nazarov, Verbitskiy 2016:
74). 먼저 2004년 러시아와 인도 간의 GLONASS-K 제 3세대 위성의 공동 개발에 대한 논
의가 있었고, 2007년에 러·인 양국은 인도가 평화로운 용도로 GLONASS 범지구 위성 항
법 시스템의 신호를 사용할 수 있게 하는 각서에 서명했다. 러시아 Ria-Novosti 신문은
2019년 로스코스모스가 인도의 벵갈루루에서 GLONASS의 지상 기지의 설치를 위해 인도
정부와 논의 중이라고 보도했다 (Ria-Novosti 2019).
2008년에는 쿠바와 시리아가 러시아의 GLONASS 시스템을 사용하기 위한 협정에 서
명했다. 2010년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와 GLONASS 항법 시스템의 사용에 대한 쌍무적인 각
서를 체결했었고, 추가 논의를 통해 GLONASS에 필수적인 장비를 우크라이나에서 공급받기
로 합의하는 데도 성공했다. 그러나 2014년 우크라이나 크림반도의 러시아 합병과 뒤이은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하여 러시아·우크라이나 협력은 곧바로 중단되었다 (Matveev,
Nazarov, Verbitskiy 2016: 76).
러시아 정부는 2013년 『러시아연방의 GLONASS 범지구 위성 항법 시스템의 사용 및
개발에 관한 러시아연방과 벨라루스 정부 간의 협정 서명에 대한』 정부 시행령 951-r호9)를
발표했다. 해당 시행령의 부록 제 2조에 따르면 벨라루스와 러시아의 협력 목표는
GLONASS 범지구 위성 항법 시스템의 제어 기지의 개발이다.
2014년에 러시아는 미국 정부에 미국 영토 내 GLONASS 제어기지 설치를 제의했으나
거절을 당했다. 그 대응으로 2014년부터 러시아는 러시아의 영토에서 있는 모든 GPS 기지
를 러시아연방의 소유권으로 선포했고, 미국은 그것을 군용 용도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봉쇄
하였다. 미국의 정부의 거절에 대해 러시아의 외교부는 “불공정한 경쟁”이라 발끈했고, 같은
해 발생한 러시아의 크림반도 불법 강탈로 러시아와 미국 관계는 위기에 빠졌다
(Ria-Novosti 2014). 한편, 러시아 정부는 2014년 GLONASS의 제어 네트워크를 늘리기 위
하여 쿠바의 정부와 GLONASS 제어 부문의 기지 설치 가능성을 논의하기도 했다 (Tass
2014).
또한 러시아 국가두마의 러시아연방법 273호 『GLONASS 및 Beidou 범지구 위성 항법
9)

러시아어: Распоряжение Правительства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 951-р от 10 июня 2013 года
한국어: 『러시아연방의 GLONASS 범지구 위성 항법 시스템의 사용 및 개발에 관한 러시아연방과 벨라루스
정부 간의 협정 서명에 대한』 러시아 정부 시행령 95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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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스템의 평화적인 이용을 위한 러시아연방과 중화 인민 공화국 정부 간의 협정 승인』10)에
따르면 러시아는 중국과 협력을 통하여 GLONASS 시스템의 향후 발전을 구상하고 있다. 연
방법 273호에 따르면 러시아는 자국 영토에 Beidou의 기지 설치를 허용하는 대신 러시아
GLONASS의 제어 기지를 중국 영토에 설치하게 된다.
이처럼 러시아는 지정학을 넘어 비정학의 협력을 사용하고 있으며. 많은 국가와 협조를
통해 GLONASS의 제어 부문 기지를 확대하려는 전략을 추진하고 있으며, 협력국들은 대부
분 구소련, 반미 또는 중립 국가로 확인된다. 즉 구소련 벨라루스와 2014년까지의 우크라이
나, 반미 중국, 쿠바, 니카라과, 미국과 러시아의 사이에 중립을 지키는 브라질과 인도11) 등
은 러시아 네트워킹 전략의 주요 목표다.

3.3. 사용자 부문 경쟁과 러시아 대응
2010년대에 이르기까지 러시아 국내시장에서 GPS 위성 항법 시스템은 GLONASS보
다 더 폭넓게 보급되어 있었다. 러시아 정부는 이러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정부 및 민간
협력을 통해 국내 GLONASS 항법 도입 사업을 의욕적으로 추진했다. 러시아 정부는 민간
영역의 GLONASS 항법 연방 네트워크 서비스 제공자 (Federal network operator)들을 중
심으로 협력을 강화했다. 이에 따라 연방 네트워크 서비스 제공자는 비록 민간 영역에 속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러시아 정부의 이해를 반영하게 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결의 549호 『위성항법 분야의 연방 네트워크 서비스 제공자에 관
한 결의』가 발표되었다. 러시아 정부는 GLONASS 항법시스템을 러시아 내에서 표준으로 만
들기 위해 주식회사 “Navigation-Information System GLONASS" ("NIS GLONASS")를 창립
했으며, NIS GLONASS를 연방 네트워크 서비스 제공 사업자로 선정했다. 연방 네트워크 서
비스 제공자의 주요 업무를 살펴보기 위하여 정부결의 549호의 내용을 살펴본다.

·『위성항법 분야의 연방 네트워크 서비스 제공자에 관한』 러시아 정부결의
10)

11)

러시아어: Федеральный закон от 2 августа 2019 г. N 276-ФЗ "О ратифи
кации Соглашения между Правительством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
рации и Правительством Китайской Народной Республики
о сотрудничестве в области применения глобальных нави
гационных спутниковых систем ГЛОНАСС и Бэйдоу в мирных
целях"
한국어: 『GLONASS 및 Beidou 범지구 위성 항법 시스템의 평화적인 이용을 위하여 러시아연방과 중화 인민
공화국 정부 간의 협정 승인에 대한』 러시아 연방법 273호
러시아와 BRICS 파트너이기도 함.

- 16 -

19/24

№ 549 (GLONASSS Herald 2009)
러시아연방법 23호 『위성항법법』에 따라 러시아 정부는 다음을 결정한다.
1. 러시아 우주청 (로스코스모스), 국방부, 교통부, 경제개발부, 산업통상부 등 기관과
GLONASS 시스템에 관심을 보이는 다른 집행기관이 제안한 바와 같이, 러시아 정부는 러시
아연방의 공익을 위하여 GLONASS 위성 항법 시스템의 서비스를 일관성이 있게 도입할 유
일한 연방 네트워크 서비스 제공자를 승인한다.
2. 연방 네트워크 서비스 제공자의 주요 임무는 다음과 같이 정의된다.
a) 항법 시스템의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의 개발, 도입, 서비스 제공. 정보 유지 관
리 등의 위성 항법 기술을 사용하는 집행기관, 법인 및 개인 소비자에게 인력 교육 및 정보
제공 서비스 제공.
b) GLONASS 범지구 위성 항법 시스템 (이하 GLONASS 시스템)의 도입 및 사용의
일관성을 보장하기 위해 국영 및 민간 통신사와 협력
c) 타국 위성 항법 시스템과 GLONASS 시스템의 상호운용성을 보장하기 위해 러시
아 연방 집행 기관과 업무 조율
d) 고객의 요구에 따라 GLONASS 시스템 장치를 주문제작
e) 러시아연방 집행 기관, GLONASS 시스템 총괄 설계자 및 주요 항법 소비자 장
치 디자이너와 함께 『GLONASS 연방 프로그램 2002-2011』 일환으로 러시아산 항법 시스
템을 설계 및 구축
f) 국가비상사태 발생 시 대응을 위해 위성 항법 시스템으로부터 정보를 수집 및 처
리할 수 있는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개발
g) 범지구 위성 항법 시스템 항법 필드 (navigation field) 모니터링에 참여, 그의
현황 및 위성 항법 시스템의 정보 보강
h) GLONASS 시스템의 총괄 설계자와 소비자를 위한 GLONASS 위성항법 장치 설
계와 함께 GLONASS 시스템 및 기타 점지구 위성 항법 시스템에 사용에 대한 전문 평가
i) 과학기술의 연구 결과를 활용하여 범지구 위성 시스템과 관련된 경쟁력이 있는
서비스와 제품 개발, 러시아내와 국제 시장에서 그의 도입
j) 평시, 전시와 비상 상황을 예방을 위하여 연방 집행기관의 요청에 따라 연방 네트
워크 서비스 제공자가 보유하는 정보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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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로스코스모스와 다른 집행기관이 제안한 바와 같이 연방 네트워크 서비스 제공자로
주식회사 “NIS GLONASS"를 선정한다. 끝. (알리나 쉬만스카 직접 러시아어-한국어 번역)
이후 2012년에는 "NIS GLONASS" 대신 러시아연방 네트워크 서비스 제공자로 비영리
단체인 "GLONASS Union"이 선정되었다. GLONASS Union의 대표이사인 알렉산드르 구르
코 (Alexander Gurko)는 GLONASS 기반의 항공 및 정보 기술 개발을 위한 대통령 산하위
원회 소속 위원이며, GLONASS Union은 본 기관의 하위 조직이다. 현재 GLONASS Union
은 MegaFon, MTS, VimpelCom, Rostelecom 등 러시아 주요 통신사 및 인터넷 제공자
Yandex와 업무협력을 추진 중이다. 비영리 단체네트워크 서비스 제공자인 “GLONASS
Union"의 주요 임무는 위에 언급한 러시아 정부결의 № 549에 명시되어 있다.
러시아에서 GLONASS 시스템은 주로 교통 분야에서 많이 활용되고 있다. 따라서
GLONASS 시스템에 대한 법제 중 대다수는 교통 감시와 관련되어 있다. 러시아 정부결의
641호 『교통수단 및 기술 시스템에 대한 GLONASS 또는 GLONASS/GPS 위성 항법 장치
장착에 관한 시행령』, 정부결의 503호 『위성항법 사용제한 특수구역에 관한 시행령』, 정부결
의 620호 『해상 운송 시설 안전규정의 승인에 대한 시행령』, 정부결의 623호 러시아 정부결
의 № 602 『내륙 수로 시설의 안전에 관한 기술 규정 승인에 대한 시행령』 등은 그 중 일부
다. 또한 상술한 바와 같이 러시아 교통부도 많은 법규를 제정 및 시행하고 있다. 몇 가지
예를 들면, 교통부 세부시행규칙 23호 『항공 항법 서비스, 항공 우주 수색 및 구조 기술 시
스템에 대한 GLONASS 또는 GLONASS/GPS 위성항법 장치 장착에 관한 세부시행규칙』,
세부시행규칙 55호 『GLONASS 또는 GLONASS/GPS 위성항법 장치를 갖추어야 하는 승객
및 위험물 운송차량 목록』 등이 있다.
또한 2013년 러시아 국가두마는 러시아연방법 395호 『ERA-GLONASS 국가자동화정
보시스템법』을 제정하였으며, 이에 따라 2015년부터 ERA-GLONASS (충돌 시 운전자에게
신속한 도움을 주는 비상 시스템) 서비스가 러시아 국내에서 제공되기 시작했다. 앞서 언급
한 일련의 법규에 의거해, 러시아연방의 모든 차량은 GLONASS 또는 GLONASS/GPS 장치
를 의무적으로 탑재하고 있다. 여기서 언급한 이 부분들이 러시아가 국가 내부에서
GLONASS 사용을 권장하는 정책을 반영한다.
러시아 외부에서는 러시아가 탈지정학의 방법을 활용하면서 국가적인 행위자 아닌 다국
적기업 등 비국가적인 행위자를 통해 GLONASS 사용을 확대시킨다. 2011년부터 미국 업체
인 Qualcomm Incorporated는 러시아 GLONASS 위성 시스템에 대한 제품 지원 및 더 나
은 위치 성능을 위해 GPS/GLONASS 네트워크를 동시에 사용할 수 있는 기능을 지닌 휴대
전화 칩을 생산하고 있다 (TSNIIMASH 2011). 스웨덴의 Swepos는 러시아의 GLONASS 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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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기술을 사용하는 최초의 외국 기업이 되었다. 이는 북부 위도에서 GPS보다 GLONASS가
우수하다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다 (East-West Digital News 2011). Samsung,
Lenovo, Xiomi, Oppo, LG, Vivo, Huawei 등 글로벌 전자기업들도 기본적으로 GPS 또한
GPS/GLONASS 리시버를 탑재하고 있다 (Gu, Heidbrink, Huang, Pock, Ohnesorge,
Pustovitovskij 2019: 16-17). 스마트폰 호환성 측면에서 볼 때 GLONASS은 미국 GPS에
이어 2 위를 기록하고 있다 (그림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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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항법체계 스마트폰 호환성 비교12)

4. 결론

탈냉전기 미국과 러시아 간의 항법체계 경쟁은 고전지정학보다는 복합지정학의 요소가
관찰된다. 복합지정학이란 우리에게 잘 알려진 고전지정학은 물론, 비지정학, 비판지정학 및
탈지정학의 복합적인 이론적 프레임워크이다. 고전지정학의 렌즈로 미국과 러시아의 항법체
계 경쟁을 보면 각국은 최대한 많은 국가에 제어 부문 네트워크를 설치하려한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안정적인 체계 유지를 위해서는 자국의 영토만으로 부족하기 때문에 타국과 협력
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제어 부문을 개발하고자 하는 러시아는 중국, 벨라루스, 인도, 브라
질, 쿠바, 니카라과, 시리아 등의 국가들과 협조하며, 경우에 따라서는 미국과의 협력을 추진
하기도 한다. 인도의 경우에는 제어 부문뿐만 아니라 우주 부문 개발에서도 협력 시도가 있
었다. 이러한 맥락에서 러시아의 네트워킹 전략은 비지정학적인 차원에서 논의되어야 한다.
두 번째, 항법체계에 있어 러시아와 미국의 표준 경쟁이 벌어지고 있다. 그런데 이것은
단순히 GPS 및 GLONASS 경쟁보다 GPS과 복합항법체계인 GPS/GLONASS 경쟁이다.
GLONASS의 표준을 전세계로 확대하기 위해 러시아는 GPS/GLONASS 표준을 활용하면서
구소련 및 쿠바, 니카라구아 등의 친러의 성격을 지닌 국가 또는 인도 등의 중립한 국가와의
네트워킹을 발전시키고 있다. 협력을 추진하면서도 동시에 권력 투사를 멈추지 않는 미러
위성항법 경쟁에서 우리는 비판지정학 성격을 발견할 수 있다.
세 번째, Samsung, Lenovo, Xiomi, Oppo, LG, Vivo, Huawei 등 다국적 전자기업들은
GPS/GLONASS 표준을 확대시키는 데 상당한 역할을 하고 있다. 물론 이 기업들도 한국 기
12)

Gu, Heidbrink, Huang, Pock, Ohnesorge, Pustovitovskij 2019: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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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 중국 기업, 미국 기업 등 고유의 정체성을 갖고 있지만 기본적으로 글로벌 시장에서 활
동하는 기업이기 때문에 국경은 비즈니스의 장벽이 되지 못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GPS/GLONASS 표준 확대에서 탈지정학적인 패러다임도 관찰된다.
결론적으로, 항법체계 표준 경쟁은 복합지정학적인 형상을 보인다. 항법체계의 기본적
구조는 우주 부문 (Space Segment), 제어 부문 (Ground Control Segment) 및 사용자 부분
(User Segment)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미국과 러시아 표준 경쟁은 이 3가지 부문에서
이루어진다. 우주 부문에 대한 경쟁이 기술적이라는 점에서 복합지정학적으로 의미 있는 함
의가 있다고 주장하기 어렵지만 제어 부문과 사용자 부문에서의 경쟁은 복합지정학적인 성
격을 지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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