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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2014년 2월 러시아의 크림반도 점령과 합병 및 잇따라 전개된 우크라이나 동부 지역에서
의 친러 분리주의 세력과 우크라이나 정부군과의 교전으로 이어진 우크라이나 사태는 그동안 러
시아의 군사력에 대해 대체로 높게 평가하지 않았던 서구의 군사 전문가들에게 충격을 주었다.
이들에게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서 보여 준 군사적 행동의 효율성은 어떤 무기 및 무기체계의
위력에 의한 것이 아니라 교리, 작전, 기술, 병참 등 군사전략의 기본적인 구성 요소들에 있어 서
구가 예측하지 못했던 새로운 방식으로 이루어져 있었다는 점이 부각되었다. 러시아는 러시아 안
보 목표의 최우선 가치인 러시아 근외지역(near abroad)에서의 안정성(stability) 유지를 위해 우
크라이나에 개입했다. 그러나 2015년 9월부터 본격적으로 개입한 시리아 내전은 러시아 대외
안보정책의 우선적인 대상이라고 볼 수 없고, 그동안 러시아가 전혀 군사적으로 개입하지 못했던
지역의 국내 갈등이었다. 더구나 시리아는 러시아에서 출격하기 힘든 원거리에 위치해 있었다.
그러나 러시아는 국제 사회의 예상을 깨고 시리아 내전에 개입하여 성공적으로 정책 목표를 달
성했다.
2010년대 러시아의 잇따른 군사적인 성과에 대해 관심이 증가하면서 서구에서는 러시아
군사력의 실체와 성공적인 군사작전을 분석하는데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다. 그 결과, 다수의 전
문가들이 러시아가 독자적인 군사전략을 운용해왔으며, 서구는 이에 대한 대비가 없었기 때문에
러시아의 군사력과 군사전략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대비가 필요하다는 의견에 동의하였다. 러시
아의 독자적인 전쟁 방식으로 등장한 것이 ‘하이브리드 전쟁(hybrid warfare)’으로써, 하이브리드
전이 완전히 새로운 것은 아니지만 러시아가 과거의 하이브리드전 방식보다 다양한 수단을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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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활용하고 있다고 강조되었다. 이에 대해 러시아의 군사전문가들과 푸틴 대통령 등 정치지도
자들은 러시아가 하이브리드전을 수행한 적이 없으며, 이는 러시아로부터의 위협 인식을 과장하
기 위해 서구에서 만들어 러시아를 비판하는 용어로 쓰이고 있다고 반박하였다. 특히 군지도자들
은 하이브리드전은 러시아가 아니라 미국이 1990년대 이후 줄곧 사용해온 새로운 방식의 대외
개입 유형이며, 러시아가 이에 대응책을 모색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서구와 러시아 간에 러시아의 군사력과 군사전략을 놓고 벌어진 이같은 다툼은 러시아의
군사력과 군사전략을 평가하고, 러시아의 미래전 관념을 파악하는데 있어 다음과 같은 문제를 제
기한다. 즉, “러시아는 미국의 영향을 받아 군사혁신(Revolution in Military Affairs, RMA)을 강조
하고 군사혁신을 이루기 위해 노력했는가?”, “러시아의 군사전략은 잠재적 적인 미국과 나토
(NATO)의 위협에 주로 대비하기 위한 것인가, 아니면 전쟁의 성격에 대한 본질적인 접근에서 비
롯된 것인가?”, “러시아의 미래전 대비의 강조점은 무엇이며, 여기서 러시아가 갖고 있는 독자적
인 성격은 무엇인가?”
군사혁신과 미래전 연구에서 러시아는 중요한 위치를 점하고 있다. 러시아는 세계 제2위의
군사대국으로 군사적으로 미국 및 서방세계와 맞설 수 있는 유일한, 잠재적 적대 세력이다.
1990년대 지역 군사 강국에서 유라시아의 최대 군사강국으로 부상한 러시아의 군사개혁은 러시
아의 주변 국가들에게 상당한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원거리 지역 및 국가들에게도 지대한 역할
을 수행하는 강국으로 부각되고 있다. 본 논문은 이같은 인식을 토대로 상기한 질문에 대한 대답
을 위주로 구성하면서, 러시아의 군사전략과 미래전 전략과의 상관성을 제시하고 실천적 과제를
살펴보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이를 위해 제2장에서 러시아의 군사혁신과 군사사상에 대해서 서
술하고자 한다. 제3장에서는 미래전 대비 전략에 대해 제시할 것이다. 제4장에서는 군사력 건설
의 실천적 과제를 살펴볼 것이다. 제5장에서는 결론을 내리고자 한다.

Ⅱ. 러시아의 군사혁신과 군사사상
1. 러시아에서의 군사혁신의 성격
1) 러시아 군사혁신의 역사성
러시아는 21세기형의 새롭고 창조적인 전쟁 모델을 주도하는 국가로 부상하고 있다. 이는
앞서 언급했듯이, 2014년 우크라이나 사태와 시리아 내전 개입 등 이론과 실전을 결합한 러시아
형 전쟁 모형(Russia’s brand of warfare)을 창출하고 있다고 인식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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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구에서는 러시아가 군사력 외에 비군사적 수단을 효과적으로 조합하는데 관심을 갖게 되었다.
그러나 러시아의 군사 전문가들 간에는 오래전부터 미래전에 대한 논의를 지속해왔다. 반면에 서
구에서는 오랫동안 러시아의 군사 사상(military thought)에 대해 관심을 두지 않거나 오해하는
경향이 있었다. 냉전 시기 정보의 부족, 용어의 차이, 문화적 지식의 결여로 인해 접근이 어려웠
던 반면, 소련 해체 이후에는 러시아군에 대한 관심과 3차 대전의 위협이 감소한데 따른 결과였
다. 그러나 2010년대에 들어와서 러시아가 국제 안보의 중심 세력이 되면서 서구의 관심이 되살
아나기 시작했다. 러시아는 군사혁신을 위한 충분한 잠재력과 추진의지는 물론 경제력도 과거보
다는 뒷받침되면서 미국의 군사혁신에 대응할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국가로 평가되고 있다.
러시아의 군사적 전통에서 혁신적 개념으로 이론화를 추구하려는 노력이 이어져 왔다. 소
련 시대부터 지속되어온 이같은 전통은 과거의 시각에서 벗어나 변화하는 전쟁의 성격을 직시하
고 대응책을 마련하여 전장에서, 특히 전쟁의 초기에 기선을 제압하고자 하는 의도에서 비롯되었
다. 러시아에서 군사혁신에 대한 논의는 냉전 시대에 미국이 군사혁신을 본격적으로 논하기 이전
부터 러시아 내에서 자체적으로 진행되었다. RMA는 1970년대에 러시아에서 처음 “군사 기술
혁명(Military Technological Revolution, MTR)”으로 불리워졌다. 이 개념은 1977~1984년에 소
련군 총참모장을 역임한 니콜라이 오르가르코프(Nikolai Ogarkov) 장군을 중심으로 전개되었다.
1970년대 소련 이론가들은 자율형 정찰 타격 복합체, 장거리 고정밀 종말 유도 전투 체계,
신형 자동 전자제어 체계 등이 군사 기술 혁명을 불러올 것으로 내다보았다. 정찰 타격 복합체의
구축은 신속한 표적의 발견과 동시에 장거리 정밀타격을 가능하게 하여 핵무기에 견줄 수 있는
위력을 갖게 된다고 강조되었다. 이러한 혁신의 공통된 특징은 군의 전투 잠재력을 극적으로 높
여준다는 점이다. 또한 소련 군사이론가들은 새로운 전투 방식을 가장 먼저 받아들이는 군대가
결정적 우위를 차지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하였다(Ogarkov 1984; 크레피네비치 2019, 295). 과
거에 소련은 정찰(reconnaissance)과 화력(fire)을 전술적 차원에서 결합한 전투체계를 운용했으
나, 1970년대부터 ‘정찰·타격복합체(reconnaissance & strike complex)’를 지향하는 군사기술
혁명을 주창하기 시작하였다.1)
이 같은 논리의 연장에서 1980년대 초 소련 군부에서 가장 선진화된 국가들을 중심으로
군사혁신이 추진될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21세기에 정밀전자(Micro-Electronics), 센서
(Sensor), 정밀유도(Precision-Guidance), 자동제어체계(Automated Control Systems), 지향성
에너지(Directed Energy) 기술을 활용한 전쟁 수행 방식에서의 혁신을 주장한 것은 미국보다 소
련에서 먼저 나왔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1980년대 소련 군부 내 주류 의견은 미래전은 군
사기술의 발전에 초점을 맞추어야한다는 점에서 일치했으며, 지속적으로 소련군사 기술과 군사

1)

새로운 기술 개발을 통해 제어체계를 개선하고 정확도가 높은 장거리 정밀 타격무기(long range
precision weapon)을 결합하면 핵무기 못지않은 파괴력을 지니게 될 것이라고 보았다. 이는 NATO와
의 대결에서 우위를 차지하고자 하는 러시아 군 전략가의 구상에서 비롯되었다(Frank, Jr. &
Hidebrandt 1996, 239-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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력 구조에 혁명적 성격의 변화가 있어야한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탈냉전 이후 옐친 집권 초기, 1992년부터 군사혁신을 시도하기 시작했다. 1991년 걸프전
을 경험하고 미국에서 RMA 타입의 사고가 표출되기 시작한 이후2) 서구의 군대가 현대화되고
있고, 러시아가 뒤처지고 있다는 우려가 나오기 시작했다. 미국은 1990년대 초부터 기술 중심의
소련의 군사기술혁명 개념에 주목하면서 여기에 무기체계의 변화에 따른 작전운용 개념과 군사
조직의 변화까지 포괄하는 범위로 확장하였다. 미 국방부 분석평가국( Net Assessment)의 마샬
(Andrew

Marshall)

국장과

전략예산평가연구소(Center

for

Strategic

and

Budgetary

Assessment)의 크레피네비치(A. Krepinevich) 박사는 새로운 기술을 응용하여 새로운 군사체계
를 만들게 되면, 이와 관련된 작전운용개념과 조직편성도 혁신적으로 발전시켜 상호결합시킴으
로써 소련이 강조한 순수한 기술적 측면을 넘어 개념과 교리적인 측면도 강조하면서 소련의 ‘군
사기술혁명’이라는 개념 대신 ‘군사혁신’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였다(크레피네비치 2019; 박정이
2019, 15-17).
<그림1> 군사혁신 (RMA: Revolution in Military Affairs)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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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투효과 증폭 ⇨ 새로운 전쟁양식 출현
러시아에서는 2000년 푸틴 집권 이후 새롭게 군사혁신을 하기 시작했다. 2000년대 러시
아의 국방개혁은 서구와의 군사적 능력의 격차를 메우고 신뢰할만한 억제 능력을 확보하는데서
비롯되었다. 동시에 러시아는 전면적인 파괴를 추구하기보다는 적의 진영을 해체하고, 혼란스럽
게 하고, 싸우려는 적의 의지를 공격하면서 고도의 이동성, 빠른 속도, 정밀 유도 능력 원칙에 기
초한 전쟁의 새로운 기준으로 전환하려는 노력을 해 왔다(Sushentsov 2015, 112-113). 2014
년 우크라이나 사태와 특히 “하이브리드” 혹은 “정보전” 기술은 이러한 전환의 완벽한 사례를 제
공했다고 평가받기에 이르렀다.

2)

1990년대 중반 이후부터 군사기술혁명은 기술적 요소를 강조하는 개념으로, 군사혁신은 기술적 요소
와 함께 전장운영 개념과 조직편성도 중시하는 광범위한 개념으로 구분되기 시작했다. 군사혁신은 군
사기술혁명보다 정보기술을 더욱 폭넓고 차원 높게 활용함으로써 무기체계의 능력을 향상시키는 차원
을 넘어 전쟁방식의 새로운 변혁을 추구한다(Krepinevich 1994, 3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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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MA에 대한 러시아의 접근 방식은 러시아가 치른 전쟁의 역사적 경험과 밀접하게 결부
되어 있다. 1940년대 대조국전쟁 당시의 게릴라전, 아프가니스탄과 체치냐에서의 게릴라 전술에
맞선 대응, 2000년대 조지아, 우크라이나와 키르키즈스탄에서의 색깔 혁명의 목도 등이 이에 해
당된다.

2) 러시아 군사혁신의 특성
(1) 군사혁신의 포괄성 및 장기적 관점
러시아의 안보 개념은 전략·군사적 차원에서만 고려되기 보다는 군사 분야를 초월하는 국
가와 사회 및 개인의 활동 영역까지 포괄하여 복합적 효과를 추구하는 특성을 갖고 있다. 특히
대외 환경이 가하는 압력과 국내 경제 안정을 조화하면서 국방력 강화를 추구해야 하는 현실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현실적으로 고려할 수밖에 없다.
1990년대 중반 이후 미국을 중심으로 논의되기 시작한 서구에서의 군사혁신 개념은 구소
련의 전략가들이 최초로 제기하여 이론적으로 발전시켰다. 구소련의 군사과학자들은 군사 과학
기술의 정책적 비중을 거시적인 측면에서 분석하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미래 군사 연구개발에 대
한 비전을 발전시켜 왔다(심경욱 2000, 73-216).
러시아 군사이론에서 RMA의 기원과 영향력을 검토할 때, 핵 이슈에서 어떻게 정보 시스템
과 군사기술이 재래식 전쟁을 혁명적으로 변화시킬 것인가에 대한 고찰로 이어지고 있음을 보여
주고 있다. 군사혁신이라는 용어는 미국에서 사용했지만, 미국 보다 먼저 이를 개념적으로 수용
하여 군사전략 및 미래전에 부합하는 모델로 만들려 한다는 점에서 러시아에서 군사혁신의 수용
과 발전과정은 포괄적이며, 장기적이다. 이같은 관점에서 ‘군사혁신’은 변화하는 전쟁의 성격 규
명과 미래전 대비라는 일련의 관점에 있어 하나의 요소 즉, ‘부분’일 뿐이며, 군사혁신 역시 변화
하는 전쟁의 성격에 따라 변화가 가능한 가변적인 성격을 띠고 있다.

(2) 과정으로서의 군사혁신
러시아에서 군사혁신은 목표가 아닌 과정으로 이해 가능하다. 국방정책의 제1목표는 군사
력 건설이며, 군사혁신은 군사력 건설을 위한 하나의 목표이자 수단이다. 군사력 현대화 역시 군
사력 발전의 도구이다. 즉, 군사력 건설 > 군사력 현대화 > 군사혁신으로 정리할 수 있다. 최종
목표인 군사력 건설은 전쟁의 성격과 미래전의 양상에 따라 조건 지워지는 목표이다. 즉, 조건이
변하면 목표도 수정되는 구조 하에 놓여 있다. 또한 군사혁신만으로 군사력 현대화를 추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군사혁신은 군사력 현대화를 이룰 수 있는 강력한 요소이지만, 군사혁신 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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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유효한 수단을 함께 결합할 때 현대화된 군사력을 갖출 수 있게 된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재래식 무기와 사단 급 이상의 많은 병력을 동원하는 전통적인 동원 방식의 유용성에 대한 논의
이다. 미국, 나토 등 러시아의 전통적인 잠재적 적국과의 대결이나 전략적 거점을 장악하기 위한
초기 기동 과정에서, 특히 전쟁 발발 초기에 재래식 무기로 무장한 대규모 병력 동원은 불수불가
결한 측면이 있다는 데 동의하는 경향이 있다. 2014년 2월 크림반도 점령과정에서 15만 명에
가까운 러시아 지상군이 우크라이나 국경에 집결했던 사례는 이와 같은 대규모 무력시위가 실제
효과가 있다는 점을 입증해 주었다.
러시아의 군사 기술과 군사사상, 양 자를 토대로 하는 군사 전략은 상당히 창의적이며 가
변적이라는 의미에서 군사혁신은 하나의 과정으로 인식 가능하다. 즉, 군사전략의 틀이 어느 정
도 정해졌다고 해도 실제 전장 환경에서 창의성을 발휘하는 것은 본질적으로 중요하다. 이런 측
면에서 군사 기술과 사상은 계속 진화해나가는 것이며, 고정 불변한 실체로 파악할 수 없다. 러
시아에서 군사부문의 혁신은 소련 붕괴 후 잇달아 나타났던 갈등과 불안정에 의해 촉발된 측면
이 있으며, 보다 최근에 중동에서의 변화와 색깔 혁명, 크림 합병 등 서구와 대립을 야기한 사건
들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았다. 러시아에서 군사 변환은 계속 진행 중이며, 중국의 군사혁신에도
영향을 미쳤다,3)

2. 러시아 군사사상의 특성
(1) 군사사상의 유형
소련이 붕괴했지만 러시아에서 혁신적인 군사사상은 사라지지 않았고, 어떻게 전쟁이 변화
하고 현 상황에서 어떻게 싸워야 하고 미래에 어떻게 발전시켜나갈지에 대한 사고로 변환되었다.
토르 부크볼(Tor Bukkvoll)은 현대 러시아 군사사상의 경향성을 ‘전통주의자(traditionalists)’, ‘혁
신주의자(revolutionalists)’, ‘현대화주의자(modernists)’등 크게 3가지 유형으로 분류하였다
(Bukkvoll 2011, 681-708). 전통주의자는 유명한 전략가 마흐무크 가례예프(Makhmud Garrev)
를 포함하며, ‘냉전 보수주의(Cold War conservatism)’로 불리우는 그룹과 가장 가까운 입장으로
군사기술 보다는 대군 동원과 전통적인 전투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들이 볼 때, 미국/나토와
중국 등 다른 강대국들과의 국가 간 전쟁의 잠재적 위협이 러시아의 주요한 안보적 관심사였으
며 현재도 마찬가지라고 보고 있다. 작은 전쟁과 국지전 수행을 위해 필요한 군사기술은 중요하
3)

중국의 장교와 전략가들에게 러시아의 “차세대 전쟁”에 대한 사고가 영향을 미쳤으며, 우크라이나와
시리아에서의 러시아의 성공에 관심을 기울이면서, 러시아가 전투에서 이길 수 있었던 주요한 요소로
러시아의 정보전 능력을 꼽았다. 중국이 전구(military theatres)를 러시아처럼 지역적으로 나누어 5
개로 편성하고, 통합군 체제로 개편하는 등의 조치는 지상, 사이버와 전자기 같은 새로운 영역을 포함
하는 전 영역에서 통괄할 수 있는 명령체제를 갖추고자 했다(Singh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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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만 부차적인데, 이것은 국가의 군사력 구조와 군대의 자세 속에 반영되어야 한다.
혁신주의자 그룹에서 가장 대표적인 블라디미르 슬립첸코(Vladimir Slipchenko)는 군사-기
술혁명에 대한 소련의 사고와 미래 전쟁에 대한 기술의 변환적(transformational) 효과 관념의 계
승자이다. 그들이 볼 때, 기술의 진보가 대규모 상비군은 물론, 육군, 해군, 공군 등 전통적인 구
분에 대한 변화를 야기할 것이라고 본다. 미래 전쟁은 ‘비접촉(contactless)’이 될 것이며, 고정
정밀무기(stand-off precision weapons)와 싸우게 될 것이다. 미래 전쟁에서는 더 이상 특정한
위협에 대응하여 군사력을 추산할 필요가 없게 될 것이며, 기술적으로 우위에 있는 편이 어떠한
적에 대해서도 우세해질 것이다. 슬립첸코의 비접촉의, 이른바 ‘6세대 전쟁(sixth-generation
warfare)’론은 서구에서 RMA의 중심 아이디어인 ‘네트워크 중심전(Network-Centric Warfare)으
로 명명한 사고와 유사하다. 슬립첸코의 ‘6세대 전쟁’ 이론은 지상, 바다, 공중 및 우주에서 다양
한 발사 무기 플랫폼을 갖추고 있는 장거리 정밀 유도무기를 다루고 있다. 이 유형의 전쟁에서
신기술은 절대적이며, 특히 전자, 정보와 통신 기술이 중요하다. 이를 종종 ‘비접촉전쟁’으로 부
르며, 1973년 아랍-이스라엘 전쟁, 1982년 포클랜드(Falklands) 전쟁, 1991년 2차 걸프전쟁 등
현대 미사일 전쟁에서 개념적 기초라고 할 수 있다. 6세대 전쟁은 1) 적의 군대를 (자신의 영토
안에서) 패배시키고, 2) 적의 경제 행위와 잠재적 능력을 파괴하며, 3) 적의 정치체제를 전복하거
나 변화시키려는 목적을 갖고 있다(Слипченко 2004).
슬립첸코와 다른 혁신주의자들에게 군사 문제에서 전환점은 1991년 걸프 전쟁에서 미국과
연합군의 승리였다. ‘6세대 전쟁’에 대한 러시아의 시도는 1990년대 초반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데, 이 역시 서구의 방위 설비에서 주목할 만한 진전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인식에서 비롯되었다.
그것의 중심적인 사고는 1993년 공표한 군사독트린에 이미 반영된 바 있으며, 당시 상황에서는
러시아 군의 재래식 군사력 발전을

달성하기 어려운 계획으로 여기는 경향이 팽배했다

(FitzGerald 1994, 457-476).
현대화주의자들은

알렉세이

아르바토프(Aleksei

Arbatov)와

비탈리

쉬루코프(Vitalii

Shlykov) 같은 인물들을 포함하고 있으며, 다른 집단에 비해 동질적이지 못하다. 이들은 병력과
기술의 적정한 수준을 개략적으로 고려하고 있지는 않지만, 안보 요구와 더불어 현재 조국의 인
구학적이고 재정적인 가능성과 연관된 문제들에 집중하면서 중간 지대의 견해를 표명하고 있다.
그들이 볼 때, 북부 카프카즈(North Caucasus)와 중앙아시아처럼 러시아의 주변부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지역들이 가장 즉각적으로 대응해야 할 안보적 관심사이다. 이 지역 현안은 대대적인
병력 동원을 통해 만족스럽게 다루어질 수 없으며 우선적으로 신속한 대응이 필요하다. 군사기술
의 진보는 만능통치약이 아니지만 재래식 전쟁 능력 유지를 위해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한다. 나
토 및 서구, 그리고 중국 같은 다른 행위자들로부터의 잠재적 위협에 대한 현대화주의자들의 견
해는 그들이 생각하는 중요성의 차이에 따라 상이하다(Bukkvoll 2011, 697-701).
러시아 군사사상에 있어 전쟁의 변화하는 성격과 군사력의 유용성에 대한 다양한 견해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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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재한다는 사실은 러시아에서 전혀 새로운 사실이 아니다. 냉전이 끝나면서 러시아는 다른 나라
들과 마찬가지로 과거의 위협환경이 사라진 상황에서 군사력을 재편해야 하는 딜레마에 봉착했
다. 새로운 국제환경이 단기 및 장기적으로 어떤 모습으로 전개될지, 또 어떤 종류의 군사력과
독트린이 이를 위해 필요한지에 대해 불확실했다. 병력의 장점 대 기술에 대한 사고에 있어서의
모호함과 더불어 어떤 종류의 갈등이 미래를 지배할 지에 대해 다양한 견해들이 난립했다는 점
은 러시아 뿐 만 아니라 서구에서 나타난 유사한 논쟁들을 통해 알 수 있다. 문제는 현재와 미래
에 계속 변화하는 안보 환경에 부합하면서 군을 최상으로 만들어나갈 수 있는가에 대한 것이었
다. 단정적으로 결론을 내리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 질문은 현재까지 진행되고 있는 근본적인 과
제이기도 하다.

(2) 하이브리드 전쟁 논쟁
하이브리드 전쟁(Hybrid warfare, Гибридная война)은 “전통적인 전쟁 방식
으로 성취하기 어려운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는 강력한 적에 맞서서 전통적
이고 비전통적인 방식을 혼합하는 방식의 전쟁4)”을 의미한다. 하이브리드 전쟁에서는 전쟁을 일
으킨 당사자를 식별하는 것이 어렵다. 러시아의 크림 합병 이후 서구에서 러시아의 새로운 전쟁
방식에 대해 하이브리드전으로 규정하면서 분석이 많이 이루어졌지만, 실제로 하이브리드전은
새로운 것이 아니며, 러시아가 독창적으로 실험한 것도 아니다.
크림(Crimea) 합병 이후 서구의 많은 분석가들이 ‘하이브리드 전쟁’ 접근법을 특정한 군사
사상가의 작품으로 인식하면서 러시아의 하이브리드 전쟁의 기원을 추적하려고 노력했다(Woo
2015, 383-400). 특히 현재 잘 알려진 2013년 게라시모프(Valerii Gerasimov) 총참모장(Chief
of General Staff)이

저술한 짧은 기고문에 많은 관찰자들이 주목했다(Герасимов

2013, 1-3). 이 글에서는 우크라이나도 하이브리드 전쟁도 전혀 언급이 없었지만, 이것은 ‘게라
시모프 독트린(Gerasimov doctrine)’으로 알려지게 되었고, 게라시모프 자신은 ‘하이브리드 어프
로치’의 간판으로 인정받게 되었다(Snegovaya 2015, 3-28). 이후에 많은 전문가들이 러시아의
전략적 사고에 주목하여 견해를 밝히게 되었지만, 게라시모프의 글을 러시아의 ‘하이브리드 전
쟁’ 사고의 기원으로 동일시하는 것은 임의적이며 러시아 군사 사상의 광범위한 발전 속에서 그
것이 어떻게 부합하는가에 대해 고려하지 않은 결과이다. 이같은 맥락에서 게라시모프의 아이디
어는 많은 사람들이 강조한 것처럼 ‘새로운’ 것이 아니다(Renz 2018, 168). 게라시모프는 전쟁
의 새로운 방식을 표현했다기보다는, 서구와 미국에서 전쟁에 대해 취하는 접근에 있어 진화하는
양상(evolving trends)에 대해 자신의 견해를 밝힌 것이었다. 특히, 1991년부터 2004년 사이에
4)

“Cyber-attacks:
what
is
hybrid
warfare
and
why
is
it
such
a
threat?”
https://theconversation.com/cyber-attacks-what-is-hybrid-warfare-and-why-is-it-such-a-t
hreat-164091(검색일: 2021.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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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이 이라크, 유고슬라비아, 아이티, 아프가니스탄에서 주도한 행위가 “전통적인” 접근방식이
아니었다고 보았다. 미국은 목표를 정하고, WMD 추적, 학살 방지 같은 군사공격을 위한 사전 명
분을 준비한 연후에 군사 공격을 실시했다. 또한 미국과 동맹국들은 선전 캠페인, NGO, 민주주
의를 주창하는 집단에 자금 지원을 위해 주로 NGO 등 국제기관을 이용했으며, 군사 개입에 앞
서 다른 은밀한 행동을 취했다. 게라시모프는 그 기원을 1991년 걸프전으로 거슬러 올라가 추적
했다. 다시 말해 서구는 목표로 삼은 국가와 이미 전쟁을 벌이고 있었지만, 그 방식은 은밀한 것
이어서 선동과 시민사회에 불안을 야기하는 방법으로 진행하였다. 그러한 행동의 목적은 타겟이
된 정부로 하여금 억압적 행동으로 이끌도록 하여 제재, 비행금지 구역(no-fly zones)처럼 미국
이 이끄는 반응을 정당화하도록 하는데 있었다(Bartles 2016, 30-38). 게라시모프의 이같은 언
급은 러시아가 하이브리드 방식의 전쟁을 추구하고 있다는 것이 아니라 서구에서 정권 교체
(regime change)를 위한 수단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의미였다(McDermott, 2016, 97-105). 결국
게라시모프의 글은 독트린적인 충격과 중요성을 갖는 강력한 문서라기보다는 러시아 내에서 변
화를 위한 자각이 필요하다는 요청이었다고 볼 수 있다(Kofman 2018). 즉, 서구의 하이브리드
전쟁 방식에 맞서서 러시아의 군사 전문가들에게 신선한 발상을 요구하는 글로 보는 것이 타당
하다. 다만 자신의 글을 통해 러시아식으로 하이브리드 자원을 개발해야 한다는 함축성을 제시한
측면도 있다.
게라시모프는 만일 전쟁이 군사적 수단과 비군사적 수단을 모두 동원하여 진행되고 있다
면, 러시아도 군대를 무장하는 행동 뿐 아니라 자신의 비군사적 능력을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
다. 이와 더불어 미래의 군사 작전에 대해 자신의 견해를 개괄하면서, 게라시모프는 “대규모 전
쟁의 규모 축소, 네트워크화된 명령과 통제 시스템의 사용 증가, 로봇과 고도의 정밀 무기” 사용
에 대해 전망했다(Bartles 2016, 36). 이런 점에서 이 글은 미래 전쟁과 6세대 전쟁에 대한 ‘혁신
적’ 사고를 분명하게 제시하였다. 게라시모프는 미래전에서 경제와 외교 등 비군사적 수단과 군
사적 수단 간의 비율이 4:1 정도로 진행될 것이라고 예견했다. 특히 ‘아랍의 봄’에서 비롯된 전
쟁의 규칙 변화가 향후 전개될 것이라고 보았다. 현대전은 비군사적 수단의 역할이 증가하여 정
치 및 전략 목표 달성을 중시하게 되었고, 효과 면에서도 무기 사용을 능가한다고 평가하였다.
현대전에서 분쟁의 주요 단계가 예기치 못한, 분명하지 않은 기원(covert origin), 확산, 갈등 발
발, 위기, 분쟁 해결, 평화 회복의 순으로 진행될 것이라고 보았다(Герасимов 2013,
1-3). 전쟁의 변화하는 성격에 대한 그의 시각은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 일반화되었다. 그는 비군
사적 수단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한편으로 적에 대한 우선적인 파괴목표는 국가의
C2(command and control)와 경제 능력이라고 덧붙였다. 이를 위해 아 측 무기와 병력의 통합
된 집단화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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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1> 국가 간 갈등에서 비군사적 수단의 역할

동맹/연맹 결성

갈등규제 수단 모색

정치적/외교적 압력

비군사적

경제 제재

경제봉쇄

조치
외교관계 결렬

정치적 반대 세력 결성

수 행

군사적

대항세력의 행동

경제에서
군사로 경
계선 전환

긴장 완화를 위한
복합적 수단 강구

정치/군사
지도부 교
체

비군사: 군사 =4:1

정보 갈등

전략적 억제를 위한 군사적 조치

조치
전략적 전개

군사작전 수행

평화 유지ㅡ활동

출처: Валерий Герасимов (2013); 송승종 (2017), 17.
이를 통해 하이브리드전에 대해 러시아 내에서의 의견을 대표하는 게라시모프 참모장이 표
현했듯이, 러시아는 자신들이 하이브리드전을 직접 지목하여 중요성을 강조하지 않고, 비대칭전,
전쟁의 변화하는 성격, 미래전쟁 등에 대한 견해를 개진하면서 하이브리드전이라는 말은 서구에
서 만들어낸 상상적인 용어임을 지적해왔다. 서구가 현대전에서 사용하고 있는 전쟁 방식이 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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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리적임을 강조한 것이다. 하이브리드전이라는 용어를 하나의 확립된 것으로 간주하기에는 아
직 미성숙하다고 보고 있다. 푸틴 대통령 역시 게라시모프 장군의 의견에 동조하면서 서구에서
있지도 않은 가공적인 러시아로부터의 위협을 강조하기 위해 하이브리드전을 사용하고 있으며,
그들 자신이 붙인 이름일 뿐이라고 인터뷰를 통해 밝힌 바 있다(Калашник 2021).

(3) 러시아 군사사상 사례: “와해” 개념
러시아의

군사

백과사전에는

서구에서

사용하는

“반접근

지역거부

(A2AD,

Anti-access/area-denial)” 에 해당하는 단어가 없지만, 러시아의 영토에 접근을 거부하는 방식
으로 서술하는 용어가 ‘와해(disorganization, дезорганизациия)’ 이다. 와해는
GPS 교란 수행 환경에서 진행되는 무선전자전(REB, radio-electronic warfare)을 통제하는 적의
C2 능력을 파괴하는데 적용되는 용어이다. 와해는 정보 환경의 요소들을 교란하기 위해 설계되
었다. C2와해(C2D)라는 말은 적의 명령과 통제를 와해하는데 사용하며, 서구의 분석가들이
A2AD 균형(standoff)에서 우위를 확보하기 위해 러시아 군대가 사용하는 방식으로 더 잘 이해할
수 있다. 2018년 핀란드와 노르웨이에서 러시아 항공기의 GPS 교란 행동은 적을 와해시키려는
노력을 잘 보여주었다(Fouche and Adomaitis 2018).
러시아에서 조용하게 진행된 와해 개념 관련 논의에 대해 서구에서는 거의 관심을 기울이
지 않았다. 2017년 중반에 와해 공작을 위한 소그룹이 창설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었고,
2017년 말에 “C2 와해 플랜”이 무선 전자전 계획의 일부가 되었다. 소그룹의 역할에 대해서는
알려지지 않았지만 이 시점에 이루어진 계획이 의미하는 바는 명백했다. 러시아의 권위있는 군사
학술지 “군사사상(Military thought)” 에 2017년 동안 4편의 논문이 ‘와해’에 대해 다루었다(До
нсков et. al. 2017, 19-25).
러시아의 와해 개념 설정 노력은 REB, 사이버전 등 비물리적인 수단 혹은 물리적인 파괴
방법을 통해 적의 C2 망을 파괴·교란하려는 목적을 갖고 있다. 이 개념은 적어도 1990년대 초
반부터 논의해왔다. 적의 C2를 와해하는 것은 병참 지원, 화력 지원 수단 사용 혹은 야전군에 대
한 통제 등 적이 수립한 계획의 모든 측면을 조정하거나 통합하는 능력을 파괴하는 것이다. 와해
성공은 정책결정의 러시아 우위와 전장에서의 승리 기회를 보장해 준다. 러시아 군 전문가들은
‘와해’ 개념이 전략적으로 중요한 개념이며, 미래에는 C2에서 우위를 확보하는 것이 작전에 투입
된 군대의 주요한 임무가 될 것이라는 데 동의하고 있다. 그러나 와해 이론은 아직 불완전하며
세부적으로 와해 자산, 와해의 유형 및 방법에 대한 연구가 더 필요하다는데 대한 지적도 있다
(Клюшин et. al. 2017, 65-69).
C2 와해 목표는 자동화된 통제 시스템이나 정보 유도 체계이다. 와해의 세가지 방법은 고
립(isolation), 격리(division), 단절(severance)이다. 고립은 전투 명령을 받아 이를 수행하는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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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작전 그룹들 간의 상호작용을 왜곡시킨다(distorts). 격리는 동작 중인 군대와 사령부간의 상
호작용을 왜곡시킴으로써 적의 공격력과 잠재적인 화력 사용을 제한한다. 단절은 기능적으로 동
질적인 군 집단들 내부에서 상호작용을 왜곡함으로써 적의 화력과 공격력을 축소시킨다(Клю
шин et. al. 2017, 68-69).
REB는 적의 통신과 정보를 거부하고 그것들을 와해시키는 주요한 방법이 되었다. 무기의
발전은 REB를 위한 새로운 작전 임무를 유도했으며, 적의 군대와 무기를 공격할 수 있게 만들었
으며 대기권에서의 공격을 격퇴할 수 있게했다(Каминский 2017, 18-25). REB와 관련
하여 와해 개념은 언제나 C2 이슈 만 직접적으로 거론하지 않고, 새로운 임무를 수행하는 적의
무인항공기와 로봇에 어떻게 맞서서 와해 방법을 적용할 것인가의 문제도 제기했다. 이 임무 수
행에는 육군과 공군 REB와 무인기와 로봇 통제를 와해시킬 수 있는 특별한 소프트웨어를 포함
하는 자산이 포함된다(Голубев et. al. 2017, 74-80)
러시아에서는 특정한 A2AD 개념이 나타난 바 없지만, 이러한 임무를 수행하는 다양한 능
력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었다. 와해 개념이 아마도 핵심적일 것이다, 이 개념은 적어도 30여 년
동안 러시아 군사사상의 일부가 되어 왔다. 적의 의도와 계획을 무력화시키는 것이 이 개념이 의
도하는 목적이며, 러시아 무기의 여러 유형, 정보 작전에서 해저 케이블에 이르기까지 명령과 통
제 이슈에서 여러 모로 적용할 수 있다. 러시아 국경 인근에서 GPS 교란이 실제 발생하고 있는
현상은 GPS 신호 교란이 분명하게 실험되고 있다는 근거이다. 이 개념은 현대전은 물론 미래 관
심이 될 만한 중요한 이슈를 다루고 있기에 논의가 필요하며, 러시아에서 구체적인 방법론과 관
련하여 연구가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Ⅲ. 미래전 대비 전략

1. 전쟁 개념의 확장
전쟁에 대한 러시아의 이해는 소련 붕괴 후 더욱 확장되어 왔다. 1990년대에는 전쟁을 규
정하는 요소로써 무력을 중시하는 구소련 말기의 사고가 지속되었다. 1990년대 말과 2000년대
중반에는 비군사적 수단의 중요성이 증대하면서 전쟁에 대한 이해가 확장되어야 한다는 일각의
주장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지만, 이같은 주장이 주류를 형성하지는 못했고, 전쟁에 대한 권위있는
시각은 전쟁을 군사적 갈등에 초점을 맞추고 있었다. 하지만 이후에 주류 군사이론으로 수용되는
주요한 많은 관념들이 이 때 처음 나타났다. 즉, 전쟁과 평화 간에 불분명한 경계 확대, 비군사적
수단의 활용 증대, 정보의 무기화, 비군사적 수단이 군사적 수단보다 더 효율적이고 전략적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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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달성하는데 더 부합된다는 시각이 등장했다.
하이브리드 전쟁에 관한 견해에서 밝혀졌듯이, 현대전과 미래전의 성격을 제시하기 위한
러시아 전략가들과 군사전문가들이 논의를 지속해왔다. 2013년 러시아 총참모부의 장교 체키노
프(S.G. Chekonov)와 보그다노프(S.A. Bogdanov) 두 사람이 작성한 논문, “차세대 전쟁의 성격
과 내용”에 대해 크림 작전의 사전 준비가 아닌가에 대한 논란이 일었다. 그들은 21세기의 전쟁
을 ‘하이테크 전쟁의 시대’로 규정하면서, 사고를 개진했는데 이들의 견해가 결코 혁신의 부류에
포함된다고 볼 수는 없다. 대신, 그들은 슬립첸코의 6세대 전쟁에 관한 저술이 가장 중요한 문서
로 간주되어야 한다는데 주목했다. 두 저자는 현대전에서 제재, 정치적 압력과 정보전 선전 등
비군사적 수단의 중요성이 증대하고 있다는 데에 초점을 맞추었다. 그들이 보기에 이 수단은 물
리적인 군사력의 잠재성을 초월한다고 보았다. 이들의 견해는 게라시모프가 제시한 비군사적 수
단의 중요성과 비대칭적 행동의 필요성에 공감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그들은 재래식 능력을 본질
적으로 보지 않는다는 견해에 찬성하지 않았다. 또한 적군과 교전할 필요 없이 군사력을 가까운
거리에서 과시하는 것을 중시했다. 크림 작전 동안 작전 지역 인근 지역 일대에서 중무장한 군사
력 15만 명이 훈련하도록 한 것은 지배를 위한 러시아의 잠재력을 확고하고 우크라이나 혹은 나
토의 개입이나 반응을 억제하기 위한 목적에서였다5)
현대전의 성격을 논함에 있어서도 게라시모프를 비롯한 러시아의 많은 군사전문가들은 전
쟁과 평화의 경계가 모호해졌거나 아예 없어지고 있다는데 공감하고 있다. 일 예로 시리아에서
미국과 나토가 하이브리드 방식의 전쟁을 구사하여 군사 및 비군사 자산의 전통적이고 비전통적
인 행위들을 동시에 사용한 바 있다고 평가한다. 에너지, 뱅킹, 경제, 정보 및 여타 영역 같은 국
가의 중추 기능의 붕괴를 촉발시킬 수 있는, 예기치 못한 기술적 능력으로 비군사적 방식과 수단
을 이용함으로써 잠재적인 가용 공격 수단을 다양화했다. 그러나 앞서 체키노프와 보그다노프가
지적했듯이, 비군사적 수단을 통한 전쟁의 성격 변화가 전쟁의 본질적인 성격, 즉 전쟁의 ‘무력
대결(armed struggle)’을 변화시키는 것은 아니라는 점에도 게라시모프를 비롯한 많은 군사지도
자들이 동의하고 있다(Герасимов 2017, 7-21). 다만, 전쟁의 일반적인 성격이 무력 대
결이지만, 현대전에서 특히 전쟁의 초기 국면에서 승기를 잡는 방법이 과거처럼 무력 충돌을 통
해서일 필요가 없다는 점을 강조하는 것이다. 정보(information)같은 소프트한 비전통적인 수단과
비군사적 수단을 강도 높게 전개하는 등 양자를 조합하여 기선을 제압함으로써 적군을 파괴하는
대신에 국가의 기능과 역할을 통제 불능상태로 만드는 것이 목표로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런
연후에 군사적 수단이 동원되는 전쟁의 두 번째 국면으로 전개된다(Гареев & Турко
2017, 4). 결국 러시아가 구상하는 차세대 전쟁은 서구에서는 하이브리드 전쟁으로 부르고 있지
만, 러시아가 보다 심층적으로 현대전의 성격을 구명하는 과정에서 제기한 것으로 “다 영역 강

5)

차세대 전쟁의 주요한 특징은 적 부대와 주민들의 사기를 사전에 꺽어 놓고 저항의지를 무너뜨리는
심리전과 정보전이 주요하게 작용한다는 데에 있다(Chekinov and Bogdanov 2013, 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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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Cross-domain coercion)”을 행사하는데 있다. 핵무기, 재래식 무기, 정보전 등 여러 개의 영
역에서 동시에 작전을 수행한다. 즉, 강력한 핵을 보유하면서, 정보전을 통해 적의 인식을 조작하
고, 정책 결정 과정을 통제하고, 적의 군사력 행사의 범위를 최소화시킴으로써 전략적 행위에 영
향을 미치는 데 목적을 둔다. 이를 통해 러시아는 과거에 사용하던 핵 억제(nuclear deterrence)
개념에 더해 ‘비핵(재래식(non-nuclear) 전력) 및 정보적 억제(informational deterrence)’라는 두
가지 범주를 추가하여, 이 세 가지를 통합된(unified) 전략으로 융합하여 구사하는 전략을 추구하
려고 한다(Adamsky 2016, 31-39).
카르타폴로프(Kartapolov)는 고전적 전쟁과 더불어 간접적 행위(indirect actions)가 새로운
전쟁의 유형이 되었다고 주장하였다(Караполов 2015, 26-36). 가례에프의 견해에 동
의하면서, 많은 이론가들이 비군사적 수단이 본질적으로 파괴력을 지녔기 때문에 효과적이라고
여기게 되었다. 가례에프는 전통적으로 무력 충돌로 전쟁을 규정해 온 지식의 전반적인 체계를
재구축해야 한다고 요구하였다(Гареев 2012).
이 같은 주장은 군사력의 사용을 주된 전쟁의 수단으로 삼고 있는 서구의 관념에 비해 군
사력은 물론 비군사적 수단을 포함함으로써 전쟁과 평화의 경계가 불분명한 상태로 파악하는 러
시아 내 합의된 견해를 대변하고 있다. 여기에는 비군사적 전쟁, 혼란 조성(controlled chaos),
비재래식 전쟁, 정보전, 하이브리드 전쟁, 전복전(subversion-war), 심리전이 포함된다.
결국 러시아 내 견해는 서구에서 하이브리드전 방식 및 정보전, 정보 심리전 등 비군사적 방
식을 사용하는 새로운 전쟁 방식을 분석하고, 이같은 서구로부터 위협에 대한 대응에 초점을 맞
추는 경향이 2010년대에 나타났다는 점을 반영하고 있다. 2017년 이후에는 논의가 다소 줄었지
만, 러시아가 구소련 등 전략적 우선 가치를 두고 있는 지역에서의 지역적 지배와 안정성 유지를
정책 목표로 삼고 있는 한 러시아의 군사 전략 목표가 변하지 않을 것이므로, 러시아내 다수가
공감하는 현대 전쟁의 성격 변화와 미래전 대비 관념은 당분간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
러시아의 군사 이론가들은 1990년대부터 전쟁과 미래전에 대해 다양한 사고를 개진해왔
다. 이러한 사고들은 다양한 각도에서 군사 정책에 영향을 미쳤다. 근래에 서구에서 초점을 맞추
는 러시아의 하이브리드 전쟁에 대한 시각은 이러한 발전의 한 가지 단면만 보고 판단한 결과라
고 할 수 있다. 비군사적 수단에 대한 강조가 증대하고 있다는 점이 러시아의 전략적 시도에서
중대한 변화이긴 하지만, 이러한 변화가 전반적인 맥락 하에서 수행되고 있지는 않다. 군현대화
의 방향성도 꾸준히 추구하고 있다. 다만 러시아는 간접적이고 비대칭적인 방식에 맞서 다소 비
전통적인 방법으로 실험을 하고 있다는 견해도 있다(Johnson 2015, 2). 그러나 러시아는 재래식
군사력을 최후의 중요성을 갖고 있는 수단으로 간주하고 있다(Bartles 2016, 36).
러시아의 군사사상은 과거 작전으로부터 교훈을 얻어 발전하고 있으며, 변화하는 안보 환
경이 맞춰 조정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런 점에서 하이브리드 전쟁은 현대 러시아의 군사적 사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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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요체를 적절하게 반영하는 사고는 아니라고 할 수 있다. 러시아는 시리아, 우크라이나, 북극에
서 매순간 겪는 새로운 경험과 교훈을 토대로 새로운 형식과 방법을 발전시키려고 하고 있다. 러
시아의 군사 이론과 사상은 계속 진화하고 있으며 시간이 지나면서 변화가 가능한 것으로 인식
해야 한다.
소련과 러시아의 군사 이론가들은 창의적 사고로 명성이 높았으며, 그들은 오랜 기간 수없
는 혁신적 개념을 발전시켜왔다. 전략의 알렉산드르 스베친(Aleksandr Svechin), 작전의 그레고
리 라르손(Georgii Isserson), 작전 기동 그룹의 마흐무트 가레예프(Makhmut Gareyev) 등이 대
표적이다. 이 중 가레에프는 기술진보가 재래식 무기의 파괴력을 확대하고, 완전히 새로운 무기
체계를 등장시킴으로써 전쟁양상을 근본적으로 변화시켰다고 주장했다, 그는 미래 전쟁에서 미
사일과 포병무기의 사거리 증가로 적 영토의 종심이 돌파될 것이라고 예견했다(Gareev 1998,
35-43). 그의 구상은 ‘비접촉’ 개념을 제시한 슬립첸코에 의해 더욱 발전되었다(Mattson 2012,
37). 근래에 인공지능(artificial intelligence), 양자 컴퓨터(quantum computing) 등 하이테크 기술
의 발전에 힘입어 러시아 지도자들은 전쟁의 변화 양상에 대한 자신들의 견해를 지속적으로 업
데이트시키고 있다. 이제 그들은 신기술의 도입에 따라 4개월에서 6개월 단위로 미래 전쟁의 모
습에 대해 예측을 내놓고 있다. 동시에 과거 사고의 기본 개념들이 오늘날에도 여전히 적절하다
는 점도 보여주고 있다.

2. 현대 재래식 전쟁의 유형 예측
러시아의 이론가들은 핵을 제외한 첨단 무기를 사용하는 전쟁은 미래에 몇 가지 주요한 요
소를 갖게 될 것이라고 보고 있다.

1) 네트워크 중심전(network-centric warfare, NCW)
네트워크 중심전이란 모든 군사력의 구성 요소들을 네트워킹하여 군사력 운용의 효율성을
극대화한다는 개념으로 1990년대 미국에서 시작되었다(우평균 2017, 214-215). 네트워크 중심
전은 모든 부대와 무기체계를 네트워크를 통하여 연결하여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 유통과 상황인
식을 보장하고, 임무에 가장 적합한 전투력을 필요한 시간과 장소에 집중적으로 운용한다. 러시
아의 군사 전문가들과 장교들은 이러한 유형의 전쟁을 현대 무력 갈등에서 가장 새로운 현상이
면서도 향후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고 여긴다. 즉, 하이테크와 정보 및 커뮤니케이션 기술의 발전
의 힘입어 파괴력을 한 단계 고양시킬 것이라고 예측한다. 덧붙여, 최근의 군사행동에 대한 분석
을 통해 전쟁에서 실제 네트워크 중심전이 현실화되는 실제적인 측면을 이해하는데 관심을 두고
있다. 러시아 군사 사상에서 네트워크 중심전의 기원은 1991년 이라크와의 전쟁에서 미군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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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워크 중심전의 수단과 방법을 사용하여 이라크의 전략 목표 군사 목표의 약 8%를 공격했다고
평가했을 때부터 부터였다. 1999년 유고슬라비아에서 전략적 가치가 높은 대상의 35%에 대해
미군과 나토군의 유사한 공격이 이루어졌을 때, 2001년 아프가니스탄에서 50%, 2003년 이라크
에서 68%에 대해 효율성을 입증하면서 네트워크 중심전에 대한 신뢰가 증대했다.
러시아군 내에서는 2000년대 초반부터 주로 미국의 NCW 개념과 이론을 도입하여 연구하
면서 이를 러시아의 미래전 대비와 점차 연계하기 시작했다. 군 내부의 연구와 더불어 국가 차원
에서 NCW를 도입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였다. 2015년 마르코프(Nikolai markov) 총참모장은
C2(command and control)를 네트워크 중심 원칙으로 전환할 것이라고 선언했으며, 실전에서
NCW를 실험하려는 노력을 수행했다. 시리아에서는 목표물에서 1,500 킬로미터 떨어진 해군 기
지에서 발사한 캘리버(Kaliber)와 오닉스(Oniks) 순항미사일을 사용하여, 해군, 공군과 지상군 합
동작전이 3,000 킬로미터 이상 떨어진 러시아에서 직접 주관하여 실시되었다(Молчанов
2015). 시리아에서의 경험을 토대로 정찰-타격 복합체의 활용을 발전시키려는 논의가 이어졌다.
티하니체프(O. V. Tikhanchev)는 무인공중발사체(unmanned aerial vehicles)의 사용에 초점을
맞추었다(Тиханычев 2016, 16-28). 시리아에서의 네트워크 중심 실험은 제한적이었지
만, 수 년전만 해도 러시아 군에서 불가능했던 일이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Mcdermott 2020). NCW는 아직 전면적 운용에 있어 시스템적인 장벽이 있으며, 기술과 인력의
측면에서 결여된 것이 많은 상태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NCW를 향한 도전은 지속될 것으로 여
겨진다.

2) 정보전
사이버네틱과 심리적 효과를 취하는 방식을 통해 군대가 수행하는 강력한 수단으로 정보전
을 강조하고 있다. 심리적 효과를 거론하면서 러시아인들은 인간이 현대 군대 체제 내에서 가장
취약한 고리라는 점을 강조한다. 그렇기 때문에 적극적인 정보-심리 캠페인은 일반 병사의 의식
뿐 아니라 장교, 적의 군대 엘리트까지도 목표로 삼을 수 있으며, 병사들 간에 공황 상(panic)를
야기하고, 장교들을 서로 불신하게 만들어 전략 군사 수준에서 불명확성과 혼선의 상황을 야기시
킨다. 정보전에 대한 기술적인 잠재력을 거론하면서, 사이버공간의 군사화도 점차 특별하게 언급
되고 있다. 사이버네틱 효과는 적의 정부 기관, 공공 부문과 은행 시스템 혹은 다른 비군사 기관
에 대해 강조되고 있으며, 적의 군사와 비군사 요소 간의 커뮤니케이션을 단절 혹은 마비시키려
고 노력하고, 비군사 기관의 관심을 군대에 대한 지지로부터 벗어나게끔 만드는 작용을 한다. 전
통적 갈등 유형에서 정보의 우월성이 점차 중요해지고 있다는 점을 부인할 수 없지만, 아직 러시
아에서는 현대전의 주요 포인트는 무기와 그것이 제공하는 잠재성이라고 믿고 있다. 이는 무력의
효과를 확대시키고 큰 위험 부담을 회피하는데 있어 정보전의 역할을 다소 보조적인 역할로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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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이유이기도 하다(Дульнев 2015, 44-48).

3) 전자전
과학과 기술의 발전이 군사 부문의 현대 정보와 전자-전기 장비의 광범위한 사용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데 주안점을 두는 사고라 할 수 있다. 정보, 커뮤니케이션, 명령과 고도로 효율적
인 명령과 무기 체계의 발전은 현대의 군사적 갈등에서 손쉽게 군사 및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게
끔 해준다. 이러한 이유로 인해 적의 군사 명령과 통제 네트워크 및 그것의 기능과 작동체계를
새로운 군사적 목표물로 만든다. 동시에 적의 영토 내의 민간 무선자산을 공격한다는 생각도 마
찬가지이다. 미국은 국가의 무선통신망을 무력화하기 위해 유고슬라비아(1999)와 이라크(2003)
에서 정보 통신망 목표에 대한 공격을 감행하여 이런 종류의 경험을 보유한 최초의 국가이다. 그
러나 아직 공군 작전을 통해 전자전을 수행하는 방식은 본격화되지 않았다. 반면에 지상군 구조
로 전자전 단위를 통합하고 아측 지상군이 전술적 행동을 취하기 전에 적의 정보, 군대와 무기
통제체계를 무력화시키거나 해체하는 작업은 현실화되고 있다. 이같은 방식의 작업은 지상군과
함께 통합된 군사 작전 혹은 통합 합동 작전을 수행할 수 있는 전자전 태스크포스에 의해 가능하
다. 미래에는 적의 자산에 대한 전자기-포격(radioelectric-fire) 공격이 전자전 부대, 미사일군,
포병, 보병과 전술 비행단의 통합된 공격을 통해 가능해질 것이다.
전투 단위의 새로운 편성 가능성은 러시아 군과 미래 스마트 무기의 전개는 통제 능력의 완
벽한 우월성을 이끌어낼 것이며, 현대전에서 결정적 요소가 될 것이라고 보고 있다(Киселе
в 2017, 45).

Ⅳ. 군사력 건설의 실천적 과제
1. 러시아의 전략적 과제와 국방과학기술
2018년 5월 7일 푸틴 대통령은 ‘2024년까지의 러시아연방 발전의 국가목표와 전략적 과
제에 관한 대통령령(О национа льных целях и стратегически
х задачах развития РоссийскойФедерации на пери
од 2024 года)’을 발표함. 이를 통해 9개의 국가발전과제와 12개 전략과제를 제시하였다.
9대 과제는 다음과 같다.
- 자연적이고 지속적인 인구의 성장세 보장
- 평균 기대 수명을 78세로, 2030년까지는 80세로 증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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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질소득의 지속적 성장과 인플레이션을 상회하는 임금 인상
- 빈곤층을 절반으로 축소
- 연간 최소 500만 가구의 주거여건 개선
- 기술개발 가속화 및 기술혁신기업 수의 50% 증가
- 사회·경제 영역에서 디지털 기술 도입 가속화
- 세계 5대 경제 강국 진입, 인플레이션율 4% 이하의 거시경제 안정성 유지 및 고도 경
제 성장률 달성(세계 성장률 상회)
- 첨단 기술과 고급 인력을 기반으로 고도로 발전하는 제조업과 농업 등 고생산성 수출지
향 경제의 기초부문 조성6)
9대 국정과제 달성을 위한 13개의 우선 사업 중 디지털 경제가 한 축을 담당. 전략과제 중
4차 산업혁명과 연관된 과제는 ‘디지털 경제’로써, 인터넷 접속 확대,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교육
및 생산 확대를 목표로 하고 있다. 또한 국가프로젝트 ‘디지털 경제’ 분야 외에도 전략과제의 여
타 부문이 4차 산업혁명 관련 혁신기술 및 디지털 기술과 관련되어 있다. 여기에는 ▲글로벌 경
쟁력을 가진 데이터 전송·처리·저장 인프라 마련, ▲디지털 경제 구축을 위한 고급인력 양성,
▲데이터 전송·처리·저장 등 정보보안 시스템 구축, ▲보건, 교육, 산업, 농업, 건설 등 경제·
사회 우선영역에 디지털 기술 도입 등이 주요 사업으로 포함되어 있다. 국가 건강 통합정보 시스
템, 온라인 학교 수업, 학교 인터넷 구축, 지능형 교통통제 시스템, 기업 자동화, 과학 분야 통합
디지털 플랫폼 구축, 문화 분야 디지털 접속 확대, 디지털 수출 플랫폼, 글로벌 해상 통신시스템
구축 등이 대표적이다.7)
2019년 2월 분야별 구체 계획이 제시된 ‘국가 프로젝트 2024’가 발표되었다.8) 2019년 말
푸틴은 예정된 목표의 대다수가 이미 달성되었다고 밝혔지만, 2020년에 도래한 팬데믹 상황으로
인해 어려워진 경제상황과 재원 부족 현상으로 국가프로젝트 이행에 필요한 자금 중 일부를 축
소하였다. 2020년 7월 21일 푸틴대통령은 ‘2030년까지의 국가 개발 목표에 관한 법령’에 서명
“Национальная программа принята в соответствии с Указом Президента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от 7
мая 2018 года № 204 «О национальных целях и стратегических задачах развития Российской Фе
дерации на период до 2024 года» и утверждена 24 декабря 2018 года на заседании президиума
Совета при Президенте России по стратегическому развитию и национальным проектам.”
https://digital.ac.gov.ru/about/(검색일: 2021.10.5).
7) “National Program 《Digital economy of Russian Federation》 Key results and key actions
2019-2024,” http://www.chairedelimmateriel.universite-paris-saclay.fr/wp-content/uploads/
2019/06/8_NasibulinReport_english_version-short1.pdf (검색일: 2021. 9. 10).
8) Президента России(2020), “Заседание Совета по стратегическому развитию и национальным проект
ам,” http://kremlin.ru/events/president/news/66217 (검색일: 2021. 9. 10); Президента Рос
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 “Президент подписал Указ «О национальных целях и стратегических задачах р
азвития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на
период
до
2024
года».”
http://economy-chr.ru/wp-content/uploads/2015/09/0001201805070038.pdf (검색일:
2021.
9.
10).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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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다. 이에 따르면 ① 2030년까지 개발 목표 확장 ② 3개월 이내에 새로운 목표에 따라 국가
프로젝트를 조정 ③코비드-19와 관련한 위기상황에 대한 대응과 국가계획을 동기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Старостина 2020).
국가발전목표 2030의 과제는 기존안 보다 체계적이고, 다양하며, 구체적으로 제시되었으
나, 정책적 지향점은 기존과 유사한 것으로 평가된다. 다만, 인구증가, 인재양성, 자기실현 등 국
민 개개인의 삶과 관련된 과제가 과거보다 강조되었다. 국가발전목표 2024에서 제시되었던 ‘세
계 5대 경제대국으로 도약’ 과제는 삭제되었으며, ‘국민 평균수명 연장’ 과제는 2030년까지 80
세 달성에서 78세 달성으로 조정되었다.

2. 4차 산업혁명과 군사과학기술
제4차 산업혁명은 국방 기술과 밀접한 연관성을 갖고 있으며, 궁극적으로 전쟁의 성격과
미래전 양상을 뒤바꾸어 놓을 수 있는 파괴력을 지니고 있다. 미래전 양상은 Big 3(AI, IoT, 5G)
기술이 중요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되고, 특히 인공지능 기반의 무기체계가 미래 전장을 주
도하며 첨단 기술과 인공지능이 결합한 유·무인 협업체계는 저비용, 고효율의 게임 체인저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예를 들어 F-35 전투기는 대략 1억 달러의 고가이지만 드론 기반의 유·무인
체계는 불과 수백만 달러 단가로 효과를 낼 수 있다(정유현 외 2020, 57).
대표적인 군사과학기술로는 사이버·전자전, 극초음속무기, 6세대전투기, 인공지능 기반
자율 무기체계 등을 들 수 있다. 구소련 시절부터 통합적 연합병종 체계(A unified, integrated
combined-arms systems)의 중요성을 지속적으로 강조해왔다. 러시아의 작전이나 전략사상은
항상 통합을 추구했었다. 현대에 들어와서는 우주시스템(space system)을 만들어 운용할 수 있
으며, 적에 대응하는 대응 우주시스템(counter space system)을 갖추고자 한다. 더불어

모든

전자 및 전자정비를 무력화시킬 수 있는 ‘비핵 전자기 펄스 발생장치(Non nuclear electro
magnetic pulse generator)’를 개발하려는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
러시아는 전자전 분야에서 탁월한 능력을 갖추고 있다. 러시아는 사이버 공간을 최신의 전
략 공간으로 간주하여, 컴퓨터 상의 가상공간이라는 틀을 벗어나 보다 광범위한 ‘정보 공간
(Information sphere)’으로 간주하여 ‘정보전(Information warfare)’을 수행하는 영역으로 인식하
고 있다. 러시아는 미래 전쟁에 대비한 다양한 전자전 장비를 개발 운용하고 있으며, 다수의 전
자전 차량으로 구성된 육군 복합전자전 체계 운용, 전자전 기술 기반 대 드론 부대 창설 등을 통
해 역량을 강화하고 있다.
극초음속 무기 개발은 러시아가 가장 앞서있으며, 중국과 미국이 그 뒤를 이어 총력을 다
해 매진하고 있다. 러시아는 아방가르드(Avangard)와 3M22 지르콘(Zircon) 극초음속 무기 프로
그램을 추진하고 있다. 아방가르드는 중거리 탄도미사일의 일종으로 최대 속도가 마하 20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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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속 2만 4,480km) 이고 사거리는 6,000km가 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2019년 12월에 실
전 배치하였다. 러시아는 아방가르드 미사일이 고도 8,000~50,000m 대기권에서 극초음속으로
비행하고 궤도도 변경할 수 있어 요격할 수 없으며, 동시에 99km의 낮은 고도까지만 날아오른
후 궤도를 수정하며 활강할 수 있어서 어떤 방어 시스템도 뚫을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러시
아는 지상과 해상 목표물 모두를 타격 가능한 함정 발사 극초음속 순항미사일 ‘지르콘(Zircon)’
전력화에도 성공. 지르콘은 세계 최초로 함정에서 발사할 수 있고, 최대 마하 9의 속도로 사거리
1,000km의 목표물을 타격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2020년 2월과 10월에 두 차례 시
험발사에 성공하였다.
러시아의 6세대 전투기 프로그램은 MiG-41을 주축으로 2035년을 목표로 개발을 추진하
고 있다. MiG-41은 서브 미사일을 여러 발을 발사할 수 있는 ‘다기능 장거리 요격미사일 시스
템’을 탑재하여 극초음속 미사일 요격 전투기로 운용이 예상되며 미사일을 요격할 수 있는 레이
저 무기도 탑재할 예정이며, 무인기 사양 개발도 검토 중이다.
인공지능은 미래전쟁의 승부를 좌우할 게임체인저로까지 인식되고 있으며, 이 분야에서 승
기를 잡기위해 미국과 러시아, 중국 등 군사강대국들은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다. 2021년 4월
러시아 국방부는 AI 개발을 위해 국방부 내에 특별 부서를 창설하겠다고 공언했다.9) 러시아는
2020년, 군사용 인공지능 로봇 유닛을 위한 프레임 워크 개발 시험을 완료하였고, 2025년까지
로봇 무기와 병사로 이루어진 로봇 부대 창설을 선언하였다. 러시아는 여러 종류의 무인 지상
차량을 개발하여 시리아에서 실전 투입을 통한 장비 테스트를 하였으며, 대표적인 것으로 우란
(Uran)-9가 있다. 또한 러시아는 Army-2020에서 스텔스 무인 전투기Grom 모형을 공개하였다.
Grom은 단독 혹은 유인 전투기인 수호이-35 전투기나 수호이-57 스텔스 전투기의 호위기로
정보 수집과 정찰, 타격과 전자전을 수행할 수 있는 무인 스텔스 전투기이다.
러시아에서 군사용 AI에 대한 중요성은 이미 광범위하게 인정되어 왔고, 미래전에서 자율
형 무기 확산은 대세라는 데 많은 전문가들이 수긍하고 있다(Burenok et. al. 2018). AI는 확실히
인간 조종자에 가해지는 본질적이고, 물리적이며 심리적인 압박을 경감시켜주겠지만, 완전히 자
율적인 체계로 작동될 때 파생되는 윤리적 문제에 대해서도 일각에서는 제기하고 있다(Галк
ин et. al. 2021, 113-124). 하지만 대체로 완전 자율화의 추세는 불가피하다는 생각이 더욱
지배적이다. 군사아카데미의 블라디미르 자루드니츠키(Vladimir Zarudnitsky) 장군은 AI 발전은
인간의 능력 범위를 초월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Зарудницкий 2021, 34-44). 이
에 유리 보리소프(Yuriy Borisov) 부총리는 인간이 AI 기술을 발전시키기 때문에 인간 없이 단순
히 작동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Борисов 2018). 푸틴 대통령 역시 AI 기반 무기가
미래 전투를 결정할 가능성이 높을지라도 AI가 결코 인간을 대체하지는 못할 것이라고 언급함으

9)

“Минобороны создаст управление по искусственному интеллекту),” РИА НОИВОСТИ,, Apr. 26,
2021, https://ria.ru/20210426/minoborony-1730064599.html (검색일: 202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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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써 보리소프의 견해에 무게를 실어 주었다(Russian President Vladimir Putin 2020). 이로 미
루어보건대, 러시아에서 AI의 역할에 대해 공식적으로 열띤 논의가 진행 중임을 알 수 있다. 반
면에 국방부에서는 앞서 언급했듯이, 인간과 독립되어 자동적으로 작동하는 AI 기반의 로봇 시스
템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여 진행하려고 한다. 그러나 인간의 통제가 어떤 지점에서 종결되고 AI
가 독자적으로 움직이는지에 대해서는 아직 군사적 견해가 밝히지 못하고 있으며, 러시아에서 이
와 관련한 논쟁이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다.

3. 군사혁신 거버넌스의 추진체계
1) 러시아 국방부의 국가방위명령통제센터(National Command and
Control Center for State Defense)
러시아 국방부의 국가방위명령통제센터는 방위 관련 러시아 정부 부처와 기관을 총괄하여
광범위한 조정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2014년 12월 국방부 내에 설립되었다. 과거 총참모부의 중
앙지휘소를 개선하여 24시간 운용, 전략핵전력통제센터, 전투통제센터, 평시작전통제센터로 구성
하여 전시는 물론 평시에 각급 군부대 및 방산업체와 안보관련 기관의 활동상황 유지 및 통제를
담당. 슈퍼컴퓨터 시스템이 담당하는 정보 처리능력 미국보다 앞서 있다(우평균 2017,
223-225).
러시아는 대체로 군사 영역에 있어서의 국가기관들 간 정책 이행 상의 명확한 임무 분장이
부족했으나, 점차 이를 극복해왔다. 푸틴 정부 초기에는 러시아 연방 차원의 통합된 군사조직 구
축되지 못했다. 더불어 기술적인 병참지원 체계상의 통합도 이루어지지 못했다. 러시아 내 군사
력 증강을 위해 실질적으로 뒷받침해주는 추진력이 없었지만, 푸틴이 장기 집권하면서 군사력 건
설을 일관되게 추진한 결과가 2010년대에 접어들면서 성공적으로 나타나기 시작했다.

2) 군사력 활용 및 발전을 위한 협의체제 가동
국가안보회의(대통령 주관), 군사력발전 회의, 안보 콘퍼런스, 방위산업위원회 등 이 해당되
며, 국가안보회의를 통해 국방과 안보의 대내외 정책 방향 조율 및 각 부문들 간의 통합성을 추
구한다.
정책결정체계 내에서 안보전략이 통합된다. 국가정책문서 ‘국가안보전략’, ‘군사독트린’, ‘대
외정책개념’ 등을 통해 안보전략의 핵심 방향을 제시한다. 군사전략은 국가안보전략을 실현하기
위한 군사 부문의 전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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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총참모부, 러시아군 내 전략전술 연구 및 개발 총괄
총참모부의 지시를 받아 군사과학원이 연구를 수행한다. 군사과학원은 매년 초 회의를 개최
하여 군사교리의 연구 방향을 논의하며, 실무부대의 요구사항과 함께 교리의 발전 방향 제시한
다. 총참모부의 수장인 총참모장(chief of General Staff)은 푸틴 집권 이후 아나톨리 크바신
(Anatoly Kvashin, 1997-2004), 유리 바루예프스키(Yuri Baluyevsky, 2000-2008), 니콜라이
마카로프(Nikolai Makarov, 2008-2012), 발레리 게라시모프(2012-) 총 4명으로써, 같은 기간
총 3명(세르게이 이바노프, 아나톨리 세르듀코프, 세르게이 쇼이구)의 국방장관이 재직했던 사실
과 어긋나지 않고 있다. 즉, 강력한 1인 통치자인 푸틴 대통령의 의지가 국방장관을 통해 전달되
며 국방장관은 총참모장과 조화를 이루어 대통령의 뜻이 군 내에서 관철되도록 통제하는 역할을
한다. 국방장관은 군 이외에 다른 부처에 국방부의 의사를 전달하는 지휘관의 역할을 추가적으로
수행한다. 물론 국방부의 의사는 대통령의 의중에서 비롯된다. 이 점에서 총참모장은 국방장관과
팀을 이루어 군을 통제하는데 결정적 역할을 수행하며, 군사혁신을 비롯한 군의 변환 과정에서도
마찬가지이다. 푸틴은 군산복합체와 재무장 추진에 있어 안정된 관계를 강조했으며, 이를 위해
게라시모프를 임명했다. 게라시모프는 군의 합동성 강화와 민과 군의 재난 시 협동, 전쟁 대비에
힘을 기울였다. 그의 지도하에 총참모부는 다양한 연방과 지역의 민간 기관들을 조정하고 방위와
안보 기관의 합동에 책임 있는 기관이 되었다. 푸틴 체제 하에서 군 지도부는 크렘린에 점차 종
속적으로 되었고, 과거에 비해 실용적이고, 군사력 건설에 있어서도 더욱 혁신적이다. 크렘린의
결정에 대해 비판해도 제재를 받지 않을 정도로 변했다. 그러나 군의 정치적 종속은 군을 효과적
으로 모니터링하고 평가하는데 주요한 도전이 되고 있다. 오늘날 군은 러시아에서 가장 신뢰받는
집단이 되었고 외교정책의 기능적인 수단이기도 하다. 그러나 제도화의 측면에서는 아직 요원하
다(Shamiev 2021).

4) 방위산업
러시아에서 방위산업체는 푸틴 집권 이후 정부의 지원을 많이 받았지만, 차츰 그 추세가
줄어들어 왔다. 정부로부터의 물리적인 지원의 축소 뿐 아니라, 군현대화의 일환으로 방위산업체
가 생산하는 무기 및 장비의 민수용 전환과 수출 요구도 강하게 받게 되었다. 2017년 산업계와
군 간의 의견을 조정하기 위해 창설된 ‘군산위원회(Military Industrial Commission)는 군산복합체
에서 생산하는 물품의 30 퍼센트를 2025년 까지, 2030년까지 50 퍼센트를 군수 및 민수 이중
용도로 만들기로 목표를 설정했다. 그동안 러시아의 방위산업체들이 국내 수요에 안주하면서 스
스로 혁신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다는 자성에서 비롯된 것으로 계획은 야심찼지만, 구체적인 실행

22/34

계획을 설정하지 못했다. 특히 심각한 분야로 인식된 것이 선박제조 부문이다. 약 1,300~1,500
개에 달하는 방산 업체들은 스스로 살아남기 위해 체질개선을 해 왔다기보다는 국가에 의존하여
존속해온 것이 사실이다. 그 결과, 전체 업체의 75 퍼센트를 국가가 직접 통제하거나 국가가 지
배적인 지분 구조를 통해 운영하였다. 이러한 업체들 중 30 퍼센트가 적자 구조에 놓여 있다
(Grady 2017).
이같은 상황은 군산복합체 내에서 필요한 군사 과학(military science)의 결여를 초래하고
있다. 이로 인해 군수-민수 이중 목적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 지 군대에서 제시하
는 아이디어의 유입을 막고 있다. 그 결과 연구 개발에 배정되는 자금은 적어지게 되고, 이에 대
한 개선 요구도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동시에 방위산업체 내 낮은 임금 때문에 두뇌 유출
(brain drain)이 발생하여 민간에 파급효과( spinoffs)를 생성하는 데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다
(Grady 2017).
러시아의 방위 산업을 어렵게 만드는 데에는 우크라이나의 상실이 크게 작용하고 있다. 우
크라이나는 대륙간 탄도 미사일, 헬리콥터, 엔진 등에 필요한 주요 부품을 공급하였다. 우크라이
나는 소련 붕괴 이전 소련 방위 산업의 15 퍼센트를 담당했었다. 이에 더해 러시아의 크림 점령
과 우크라이나 사태 이후 나토와 EU는 러시아에 서구 기술의 판매를 금지시켰다. 이 같은 상황
은 대러 경제 제재와 코비드(COVID)-19 지속이 결합되면서 한층 심각해졌다. 2021년 3월 러시
아독립무역노조 위원장 미하일 쉬마코프(Mikhail Shmakov)는 정부가 제시하는 조달 의무를 충
족하지 못하는 국내 방위산업 부문들은 국유화할 것을 제안하였다. 푸틴은 국방부와의 협의를 통
해 논의할 수 있을 것이라고 언급했다.10)
러시아의 방위산업체들에 대한 지적이 상기한 것처럼 지속되어 왔지만, 국가 통제 위주의
방위산업체 운영과 경제적 비효율성 지속 현상은 계속되고 있다. 일부 관료와 민간 군사 전문 기
관에서는 체질 개선을 비롯한 혁신 노력을 요구하고 있지만, 군과 관료층 대부분의 국가 지도자
들은 방위산업체의 구조 개혁과 경영 혁신에 동의하고 있지 않다. 오히려 방산업체를 국유화하는
데 동의하는 현상이 확산되고 있다. 우크라이나 사태 이후 대러 제재의 확산에 대한 대응책으로
러시아 정부가 내세운 ‘수입대체’ 산업화 전략도 국내 방위 산업의 취약성을 노정시켰다. 러시아
당국에서는 러시아 무기의 경쟁력이 세계 시장에서도 통하고 있다고 오랫동안 강조해 왔으나, 제
재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자국 산업 위주의 발전 전략은 러시아 방위 산업이 외국 기술에 더
욱 종속적으로 만들었다는 평가가 나오게 만들었다.11)
10)

11)

“Путин оценил возможность национализации предприятий для сохранения занятости,” Изветия,
March
31,
2021,https://iz.ru/1144858/2021-03-31/putin-otcenil-vozmozhnost-natcionalizatcii-predpriiatiidlia-sokhraneniia-zaniatosti (검색일: 2021. 10. 7).
2020년 여름 국가안보위원회(Russian Security Council) 니콜라이 파트루쉐프(Nikolai Patrushev)
위원장(Secretary)은 러시아 방위 산업이 외국 기술에 아직 종속적이라는데 동의했다. “Патрушев ра
ссказал, кому может быть выгодна авария на ТЭЦ в Норильске,” РИА НОИВОСТИ, June 9,
2020, https://ria.ru/20200609/1572683484.html (검색일: 2021. 10.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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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군사 R&D: Era
러시아의 방위 부문에서의 혁신을 자극하기 위한 방법은 전통적으로 구사해온, 중앙집권적
인 국가가 주도하는 탑다운(top-down) 방식으로 이루어졌지만, 일부 수정이 이루어졌다. 러시아
는 미국에서의 군사-민간 부문 협력 혁신 모델과 겨루기 위해 민간합동의 협력 플랫폼을 구축하
고자 했다. 군사와 민간 및 상업 발전 간의 연계 효과를 창출하기 위한 목적에서 아이디어, 발명,
전문지식, 경험 등의 교환을 확대하는데 역점을 두었다. 과학과 기술단지가 거대 군사 대학의 캠
퍼스와 연계하는 중국식 군-민 융합 모델로부터도 일부 영감을 얻었다(Dear 2019, 36-60).
혁신적인 협동 센터 건립 노력 가운데 주요한 것이 2012년에 창설한 ‘고등연구재단
(Advanced Research Foundation, Фонд Перспективных Иследовск
ий, ARF)과 2018년 흑해 연안에 있는 아나파(Anapa)에 설립한 Era 테크노폴리스(테크놀로지
캠퍼스)로써 전자는 민간과 군사 이중 용도로 기술을 개발하는데 목적을 두었고 후자는 러시아
군을 위한 기술에 촛점을 맞추었다(Ministry of Defence of the Russian Federation 2021a; К
расная звезда 2020). ARF는 과거 소련 시대에 기원을 두는 프로젝트로부터 점차
4차 산업 혁명을 포함하는 분야로 확대해 나갔다. 특히 AI에 우선적인 강조점을 두면서, 무인기,
자율 체제와 자동화된 결정구조, 초전도체, 폴리메탈 제품의 중독적 기술(addictive technology),
심해 자율 잠수함 등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Фонд перспективных исслед
ований Проекты 2020).12) 러시아 국방부에 따르면 ARF는 2020년에 40건의 혁신
프로젝트를 진행했으며, 그중에 15건은 2019년에 시작되었다(Гончаров 2020). 러시아
는 자동으로 움직이면서 드론과 상호작용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무인 차량(예: 우다르(Udar) 무
인 탱크)을 개발하고 있다(Rostec 2021).
Era의 아이디어 뱅크에는 러시아의 주요 방산업체들을 포함하여 100개 이상의 기업이 참
여하고 있다. 이 리스트의 참여자는 계속 확대되어 유럽의 헤벨(Hevel) 그룹, 슈퍼컴 업체인 나아
가라(Niagara)와 러시아의 사이버안보 회사인 로스텔레콤-솔라르(Rostelecom-Solar), 가전 회사
인 미크란(Mikan) 등도 포함하게 될 것이라고 언급하고 있다(Ministry of Defence of the
Russian Federation 2021a). Era 테크노폴리스를 대학과 연구소를 결합하려는 시도도 계속되고
있다. 연구소 중에 러시아에서 가장 큰 융합 실험실을 보유한 쿠르차토프 연구소(Kurchatov
Institute)가 포함되어 있는데, 이 연구소는 핵물리 시설을 주관하고 있으며, 차세대 핵발전, IT, 나
노기술, 바이오기술, 인지 기술과 다른 첨단 기술 개발에 주력하고 있다. 쿠르차코프의 미하일 코
발추크(Mikhail Kovalchuk) 는 Era에서 연구 총괄 책임을 맡고 있으며, 정부 군사 기관의 간부들

12)

“ФПИ не состязается с американским DARPA, заявил замгендиректора,” February 5, 2020,
https://ria.ru/20200205/1564265957.html (검색일: 2021. 7.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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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과학 연구의 지도자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Гончаров 2020). Era는 현 부총리이며 전
국방부 차관인 유리 보리소프(Yury Borisov)가 주도하는 위원회가 이끌고 있다. 위원회는 국방
부, 중앙과 지방 정부의 대표들, 국영 기업체의 장으로 구성되어 있다(Ministry of Defence of
the Russian Federation 2021b).
Era에서의 연구개발은 러시아 국방부의 고등기술(혁신연구) 연구와 기술지원국인 GUNID
가 조정한다.

4. 주요 개발 무기와 장비
기술의 새로운 적용은 군사 기술에서 새로운 발전을 이끌어 왔다. 이것은 다양한 종류의
무기들이 현대적 추세에 맞추어 개발되었는가와 관련된다. 특히 드론과 무인비행기와 레이저 기
술에서의 새로운 발전이 주목된다.
무기 개발에서 수년간 트렌드가 변화해왔고, 여기서 주목되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트렌드가 어떻게 변화하는지 알아야 한다. 2016년에 푸틴 대통령은 정찰(reconnaissance) 시스
템, 열바륨 무기(thermobaric munitions), 레이저는 중요한 요소로써 비용 지출을 아껴서는 안 된
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한 정보 지원, 통신 시스템, 전자기 무기(electromagnatic weapons), 새
로운 물리적 원칙에 기반한 무기들과 정밀 유도 무기를 특별히 중요한 분야의 무기로 꼽았다. 푸
틴의 바램 중 많은 것들이 이미 이루어졌거나 진행 중인 상태였다.
2018년에 발레리 게라시모프 총참모장의 시각은 전쟁의 변화하는 성격에 대한 트렌드를
거론하면서 더욱 일반화되었다. 게라시모프는 로봇 산업(robotic complexes), 정보 영역,그리고
정밀 무기가 미래 전쟁의 주요한 특성이라는 데 주목했다. 그러나 그는 우선적인 파괴 목표는 국
가의 C2와 경제적 목적이라고 덧붙였다. 거기서 다양한 전략적 부문들 간에 갈등의 가능성이 있
으며, 군대와 병력의 통합된 그룹핑을 만들어낼 필요성을 미리 결정한다. 그래서 푸틴이 특정한
무기를 강조한 반면에, 게라시모프는 어떻게 그러한 무기들이 구사될 것인지에 대해 더욱 강조하
는데 주력했다. 그는 그러한 무기 사용에서의 창의성을 요구했으며, 군인과 과학자간에 창의성을
적용하고, 즉 군사 기술을 수행할 새로운 방식으로 간주했다.
주요 무기와 장비는 다음과 같다.
- 알라부가(Alabuga) 프로젝트는 전자파로 3.5 킬로미터 반경(radius) 내에서 셧 다운 시
킬 수 있는 극초단파 진동 무기의 실험 개발 포함하고 있다.
- 아르마타(The Armata) 항공기 시리즈는 프체로닥티(Pterodakti)로 알려진 정찰 드론을
장착. 언덕 혹은 시야가 제한되는 지역 내에서의 상황을 드론이 모니터하여 전투기에 연결하며,
비행체 주변 50-100 미터를 순항할 수 있으며, 레이더와 열화상 수단을 갖고 있다.
- “투명망토(invisibility cloak)” 작업 전개되어 옴. 망토는 전자 전쟁 시스템으로부터 군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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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하드웨어를 보호하는 아철산염(ferrite) 조직(fabric)의 어셈블리임. 반사물체로만 사용한다.
- 항공기, 헬리콥터, 미사일과 폭탄의 탄두, 탱크와 반탱크 미사일 시스템의 목표물의 광
학적 특성을 무력화시키는 모바일 레이저를 발전시키고 있다. 몇 개의 레이저 전극이 포함되어
있어 여러 개의 목표물을 무력화시키거나 하나의 목표물에 집중하여 무력화시킬 수 있다.
- 러시아 고등 연구재단은 액체 호흡(liquid breathing)을 연구 중. 바다와 심해에서 인간
의 능력을 개선시키는 방법이다.
- 다연발 로켓 시스템 개발과정(Smerch)에서 조종사 없는 비행기 제작 예정이다.
- 2018년 10월 전자기 무기 제작 발표. 수십 키로 미터 거리에서 작전 가능. 전자기 총
개발 계획도 발표하였다(Thomas 2019, 3-4).
첨단 무기를 생산하는 장기 계획 외에 단기적으로 러시아의 방산업계는 2020년도에 몇
가지 주목할 만한 성취를 이루어냈다.
- 수호이 Su-57 “제5세대” 제트 전투기 보유로 이러한 유형의 무기를 보유한 “엘리트
클럽” 국가들(미국과 아직 확실치는 않지만 중국 포함)에 러시아를 포함되도록 만들었다.
- 프로젝트 955A 보레이(Borei)-A와 K-549 크나즈 블라디미르(Knyaz Vladimir) 탄도
미사일 탑재 핵 잠수함 배치
- 3ㅡ22 지르콘(ZIrcon)/트시르콘(Tsirkon) 초음속 램제트(scramjet) 추진 대 선박 초음
속 순항 미사일 배치
- 프로젝트 23900 이반 로코프(Ivan Rogov) 및 미토로판 모스칼렌코(Mitrofan
Moskalenko) 수륙양용 공격 선박
- 중위도, 고항속 오리온(Orion), 러시아의 특급 무인공격기(UCAV) 개발, 가장 중요한 개
발로 여겨진다(Sukhankin, 2021).
이같은 단기적 성과에도 불구하고, 러시아의 방위 산업 자체가 내재하고 있는 구조적 문제
들로 인해 러시아 정부와 군 수뇌부가 구상하는 미래전 전략에 대비하는 군사력을 건설하기 위
해서는 다소 난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Ⅳ. 결론
본 글을 통해 러시아의 군사혁신 노력이 잠재적 적국인 미국과 나토의 가상공격에 대비하
여 이루어진 측면보다 전쟁의 변화하는 성격 파악 및 러시아 군의 운용 능력 개선 등 보다 포괄
적인 노력에 의해 진행되었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이같은 특성은 구소련 시대는 물론 소연방 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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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 직후 군의 개혁이 쉽지 않았던 시기를 포함하여 2000년대 이후 일관되게 드러나고 있다. 더
욱이 2010년대 이후에는 현대전의 특성을 미래전과 결부하여 이론과 실천 양 측면에서 혁신을
시도하고 있다.
러시아에서 군사혁신과 미래전 대비는 국가와 군이 일체화된 아젠다로 부상하여 이론과 실
천, 양 면에서 꾸준히 진행되어 왔다. 이를 통해 소련 시대와 차이점도 있지만, 연속성도 강력하
게 존재한다는 점을 발견할 수 있다. 이를 테면, 민관관계는 방산기업과 군사 과학 연구자 집단
에 국한되지만, 소비에트 시대보다 더욱 밀접한 연계를 이루고 있다. 이같은 일체성은 리더쉽에
강한 추진력을 부여하지만, 방위산업체의 자생력 재고에는 한계로 작용하는 측면이 있음을 지적
했다.
그러나 러시아에서 군사혁신과 미래전 대비 전략을 실천하기에 유리한 환경도 존재한다.
그것은 첫째, 군사 전문가들의 현대전과 미래전에 대한 끊임없는 연구와 러시아 환경에 적합한
전략을 만들어 내려는 노력을 들 수 있다. 냉전기와 탈냉전기 변화하는 환경 변화와 국내적 어려
움에도 불구하고 현대전의 특성에 대한 규명이 지속되었으며, 전쟁의 초기 환경에서 상대를 제압
하여 군사력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찾기 위해 검토해왔다. 그 결과 비대칭전의 확대,
비군사적 수단에 의한 접근과 적의 C2 능력 파괴 등 여러 가지 방안이 제시되었으며, 오늘날 무
인기와 전투 로봇의 확대에 따른 대응책 모색으로 이어지고 있다.
둘째, 군에 대한 사회적 지지의 정도가 높으며, 이같은 경향은 향후에도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 구소련 말기부터 1990년 동안 러시아군은 사회적으로 회피되는 대상으로 전락했으며, 그
에 따라 군에 대한 인식이 나빠졌다. 군 내 에서는 만성적인 상관의 괴롭힘으로 인해 병사의 사
기가 떨어졌으며, 체체냐 전쟁 이후에는 전쟁 투입에 대한 공포와 군 내 인권 문제 제기 등 군
입대를 한동안 기피하는 추세가 이어졌다. 그러나 푸틴 집권 이후 체체냐 전쟁이 종식되면서 계
약 군인제를 도입하고 사병의 징병 연한을 1년으로 축소하고, 군에 대한 복지 혜택을 대폭 증대
하면서 군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바뀌기 시작했다. 결정적으로 크림 합병과 우크라이나 사태, 시
리아 내전 개입 등에서 올린 군의 전과로 인해 러시아가 명실상부하게 실력으로 강대국 반열에
다시 올랐다는 것을 입증했다고 국민들이 믿기 시작했다. 그 결과, 군은 러시아 사회 내에서 가
장 신뢰받는 집단으로 인정받기에 이르렀다.
전통적으로 러시아 마인드에서의 강한 군대에 대한 사고는 지도자는 물론 일반 국민들에게
도 깃들어 있다. 러시아의 정치철학자 피터 스트루베(Petr Struve)는

군대는 러시아 국가성

(statehood)의 살아있는 구현체라고 파악한 바 있다.
러시아 국방부와 군 전략가들은 군사혁신의 요체인 첨단 기술을 적용한 군의 무기체계와
운영방식의 개혁에 대해 동의하고 있다. 또한 현대전은 비군사적 접근이 확대되고, 비대칭전력의
확보가 관건이라는 데도 찬동한다. 그러나 전쟁은 근본적으로 무력 대결이라는 점에 대해서 강조
하고 있다. 하이 테크놀로지를 발전시켜 현대전과 미래전에 대비하려는 러시아의 접근 방식은 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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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한 추세이며, 의심할 바 없이 진전을 이뤄온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그것은 시간이 걸리는 작
업이며, 효과적으로 되기 위해서는 실험이 더욱 필요하며, 교리와 훈련 상의 수정도 불가피하다.
러시아 군사혁신과 미래전을 논하는 과정에서 러시아에 독특한 특성과 장점을 제시하였으며, 향
후에도 이를 더욱 발전시켜 나갈것이라는 전망 역시 가능하다. 반면 러시아 군사혁신 과정에서
드러나고 있는 약점 역시 존재한다. 그것은 첫째, 국가주도의 비효율성이 한계에 달하는 시점이
다가올 수 있다는 점이다. 국가의 지원에 과도하게 의존해온 방위산업체의 존립이 계속 거론되고
있다는 점이 이를 입증하고 있다. 첨단 기술과 인공지능 개발 등 민간의 창의성을 수반해야 하는
군사과학기술 연구 개발도 용이하지 않다.
둘째, 국내정치의 불확실성도 러시아 체제의 근본적인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즉, 2000년
이후 푸틴 대통령의 전폭적인지지 하에 군개혁과 군사혁신을 실천해왔지만, 장기적으로 푸틴 이
후를 전망하기가 쉽지 않다. 2032년 까지 종신집권에 가까운 정치일정을 개헌을 통해 확립해놓
았지만, 한 사람의 지도자에 의존하는 국방력 건설은 장기적으로 불안정하다.
셋째, 러시아 경제의 추세 역시 군사 부문에 크게 작용할 것이다. 석유, 가스 등 천연자원
위주의 수출 구조를 갖고 있는 러시아에 국제 유가인상 같은 호재는 군사력 건설에 유리하게 작
용하겠지만, 유가는 시간의 흐름 속에서 변동하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불안정한 요인이다.

결

국, 러시아군의 무기를 현대화하고 군을 현대화하기 위해서는 많은 시간과 자금이 필요하다. 러
시아에서 이를 확보하기 위한 노력은 국제 유가의 변동이나 국제관계의 변화로 인한 적과 동지
관계의 변화 등 러시아의 자력으로만 되지 않는 측면도 있다. 또한 국내 구조 개혁이 뒤따르는
부문에 대한 자구 노력 역시 필요하다. 국내외적으로 수반되는 변화의 흐름에 러시아가 적응을
잘하고 현대화 노력에 진척을 보인다면, 러시아의 군 현대화 역시 순조롭게 진행되겠지만, 시간
의 흐름 속에서 도퇴 된다면 역진행 역시 불가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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