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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주 강국 러시아:
신화와 현실
라승도
한국외국어대학교 러시아연구소 HK연구교수

러시아는 1962년부터 매년 4월 12일이면 ‘우주의 날
(День космонавтики)’을 기념한다. 이 날은 1961년 4월
12일 당시 소련 공군 소령 유리 가가린이 인류 최초로
‘보스토크’호를 타고 지구 궤도를 비행한 역사적 위업을
기념하기 위해 제정됐다. 2011년부터는 유엔(UN)이 ‘국제
인류 우주비행의 날(International Day of Human Space
Flight)’을 제정하면서 전 세계도 해마다 4월 12일에 가가
린의 우주 비행을 기념한다.
올해도 러시아에서는 ‘우주의 날’을 맞아 어김없이 다
양한 기념행사가 열렸다. 카자흐스탄 ‘바이코누르’ 우주기
지와 러시아 극동 ‘보스토치니’ 우주기지에서는 관계자들
이 대거 참석한 가운데 ‘우주의 날’ 기념식이 성대하게
거행됐다. 또 러시아 우주공사 ‘로스코스모스’와 우주항공
기업 대표들은 모스크바 크렘린 성벽에 헌화했다. 이곳에
는 유리 가가린의 유해만 아니라 소련 시대 우주선 설계

지난 4월 12일 러시아에서는 ‘우주의 날’ 기념행사가 다채롭게 열렸다
(사진: www.topwar.ru)

사 세르게이 코롤료프와 기타 우주항공 전문가들의 유해

한편, 지난 4월 12일 크렘린 궁에서는 블라디미르 푸

도 안치돼 있다. 이 밖에도 올해는 러시아연방 대외협력

틴 러시아 대통령이 세계 최초로 우주를 유영한 소련 시

청(로스소트루드니체스트보)이 세계 81개국에 걸쳐 ‘우주

대 우주인 알렉세이 레오노프에 관한 영화 ｢최초인들의

속의 우리들’이라는 국제 프로젝트를 조직하여 각국 러시

시간｣(Время первых)을 레오노프 자신과 세계 최초이자

아 문화과학센터에서 우주 관련 기념행사를 다채롭게 진

최연소 여성 우주인 발렌티나 테레시코바, 가가린과 코롤

행했다. 우주 사진 전시회와 우주인들과의 만남 등이 ‘우

료프의 딸들, 영화 제작진 등과 함께 관람했다. 영화 관

주 속의 우리들’을 통해 세계 각국에서 진행된 대표적인

람 이후 푸틴 대통령은 참석자들을 향해 러시아가 우주

‘우주의 날’ 기념 행사였다.

분야에서 이룩한 업적에 자부심을 가질 권리가 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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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했다. 실제로 이 자리에 참석한 인사들의 면면만 보더

는 관심과 지원은 극히 미미하다. 현재 러시아 민간 우주

라도 러시아는 20세기 우주 분야에서 달성한 커다란 성

기업과 과학자들은 정부에서 지원을 받기는커녕 오히려

과에 대해 충분히 자부심을 가질 만하다. 이러한 자부심

높은 관료주의 장벽과 보수적인 투자환경에 가로막혀 꿈

은 특히 우주 영웅들의 극적인 이야기를 영화의 시각 이

을 현실로 바꾸는 혁신 작업에서 갈수록 뒤처지고 있다.

미지로 재구성하는 작업을 통해 계속해서 확대 재생산되

파벨 루진 페름국립대학교 우주정책 연구원의 말에

고 있다. 이는 유리 가가린에 관한 영화 ｢가가린. 최초의

따르면, 미국은 우주 분야 스타트업 기업들이 제대로 작

우주인｣(Гагарин. Первый в космосе, 2013), 세르게이 코

동할 수 있게 제도적 환경을 마련하는 데 20년이 걸렸지

롤료프에 관한 영화 ｢수석 설계사｣(Главный, 2015), 알렉

만, 러시아는 제대로 시작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세이 레오노프에 관한 영화 ｢최초인들의 시간｣(2017)이

상황을 직시하고 특단의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경쟁국들

러시아 문화부의 전폭적인 지원 아래 2년 간격으로 잇따

과의 격차는 앞으로 점점 더 벌어질지도 모른다. 그러므

라 나온 것만 봐도 쉽게 알 수 있다.

로 러시아 지도부는 과거 우주 신화에 대한 향수를 불러

그러나 21세기 오늘날 러시아 우주 분야는 과거의 위

일으키며 애국주의를 고취하는 작업에만 몰두하지 말고

대한 신화에만 취해 있을 수 없을 정도로 안팎의 도전에

대담한 미래 비전을 가진 ‘우주 두뇌’들을 적극적으로 발

직면해 있다. 무엇보다도 미국 등 우주 분야 경쟁국들의

굴하고 육성하고 지원하는 작업에 지금이라도 발 벗고

도전이 거세다. 특히 미국 민간 우주개발 업체 스페이스

나서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우주 강국의 신화도 먼 옛날

엑스(SpaceX)는 지난 3월 30일 세계 최초로 재활용 로켓

의 이야기로만 남고 말 것이다.

발사에 성공하여 우주 개발사에서 새로운 이정표를 세움
으로써 러시아 우주항공 산업을 바짝 긴장케 했다. ‘우주
혁명’으로 표현된 재활용 로켓 발사 성공은 우주 발사체
발사 비용을 대폭 절감하게 할 전망인데, 그렇게 되면 이
분야에서 러시아의 경쟁력은 적잖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
이처럼 경쟁국들에서는 민간 우주 개발도 나날이 진
일보하고 있지만, 러시아에서 민간 우주 개발과 상업화는
아직 걸음마 단계에 머물러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실제
로 민간 투자자들은 우주 분야에서 어디에 투자해야 될
지 모른다고 한다. 러시아 우주 분야가 여전히 정부 위주
여서 상당히 폐쇄적인 분야로 남아 있기 때문이다. 따라
서 현재 러시아 우주 분야에서는 정부와 민간 사이의 긴
밀한 협력도 기대하기 어렵다. 러시아에도 우주 분야 스
타트업 기업들이 적지 않게 있지만, 이들이 정부에서 받

17035)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모현면 외대로 81

TEL.031-330-4852

FAX.031-330-4851

81, Oedae-ro, Mohyeon-myeon, Cheoin-gu, Yongin-si, Gyeonggi-do, 17035. www.rus.or.kr

* Russia-Eurasia Focus에 개진된 내용은 필자의 개인적 의견으로 러시아연구소의 공식견해가 아님을 밝힙니다.
* 메일 수신을 원치 않으시면 수신거부 메일 irs@hufs.ac.kr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