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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칠 전 북한은 화성 15호 발사에 성공하며 대

라고 인정하였다. 하지만 우크라이나는 223개의 로

륙간탄도미사일(ICBM) 기술이 완결단계에 들어섰

켓 엔진 전량을 러시아에 납품하였다고 주장하면

다고 주장하였다. 지난 7월에 발사된 화성 14호의

서 해당 로켓 엔진이 러시아에서 북한으로 유출된

경우 이를 ICBM으로 보아야 하느냐 아니면 장거리

것으로 보인다면 책임을 러시아에 떠넘겼다. 이에

탄도미사일(LRBM)로 보아야 하느냐에 대한 논란이

러시아 국가안보사회응용문제연구소 알렉산드르 쥘

있었지만 이번 화성 15호는 관계국들 모두 ICBM

린 소장은 러시아 방송 인터뷰에서 “지난해 3월 30

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일부터 6월 1일 사이에 유즈마슈 출신 엔지니어

아직 북한이 재진입 기술을 갖추고 있지는 못

6~10명이 북한으로 일하러 갔고 몇 년 전에도

한 것으로 보이지만 대륙간탄도미사일의 핵심인

12~16명이 북한으로 갔다”며 이들의 도움으로 북한

엔진을 자체 개발하였다는 것은 매우 놀라운 일이

이 엔진 복제에 성공했다고 주장하였다.

었다. 로켓 엔진의 경우 그 난이도가 매우 높아 한
국은 아직 독자적 기술을 가지고 있지 못한 상태
이다. 러시아와의 파트너쉽으로 개발된 나로호의
거듭된 발사 실패는 로켓 엔진의 개발이 얼마나
기술적으로 어려운지를 잘 보여주었다.
하지만 이러한 북한의 화성 15호 개발에 러시
아 또는 우크라이나 기술자들이 관여되어 있다는
보도가 국내외에서 이어지고 있다. 사실 북한의 놀
라운 로켓 개발 속도를 볼 때 이는 상당히 합리적
인 추측이라고 할 수 있다. 사실 이러한 의심은 북
한이 화성 14호를 개발했을 때부터 강하게 제기되
어 왔다.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북한의 ICBM 엔진이
암시장을 통해 조달되었으며 우크라이나 유즈마슈
공장 제품이라는 것이다. 사진 상으로도 두 엔진은
쌍둥이처럼 닮아 있어서 이러한 보도는 설득력 있
게 들린다. 우크라이나 정부는 이러한 보도를 처음

따라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중 최소한 한 나라
는 북한 ICBM 로켓 엔진 기술 습득에 커다란 도움
을 준 것으로 보인다. 러시아가 북한에 ICBM 엔진
기술을 넘긴 인세티브는 매우 약해 보인다. 러시아
는 핵확산방지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왔고 북한
에 핵 관련 기술도 전수해 주지 않은 것으로 알려
져 있다. 구소련시절 많은 핵무기와 탄도미사일 기
지가 현재의 CIS국가들에서 운영되었지만 소비에트
연방 해체시 러시아군은 해당 국가에서 철수 하면
서 전략자산을 회수하거나 불능화시켰다. 일례로
1990년대에 경제 위기로 군축에 나서고 우리 나라
에 경항공모함을 고철로 팔았을 때도 내부 시설을
불능화시킨 뒤 팔았다. 그런 러시아가 미국 견제를
위해 북한의 ICBM 개발을 도왔다는 것은 선뜻 이
해가 되지 않는 주장이다.

에는 부인하였지만 우크라이나 국립 우주청 리드

이에 비해 국민소득이 3000불에 불과하고 국가

첸코 청장대행이 “북한이 발사한 미사일의 엔진은

통제력이 약한 우크라이나에서 북한으로 엔진과

우크라이나의 국영 로켓 제작사인 유즈마슈 공장

그 관련 기술이 넘어갔을 가능성이 더 높아 보인

에서 2001년까지 생산된 것과 같은 RD-250 엔진”이

다. 사실 북한은 우크라이나 로켓 기술에 오래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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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 눈독을 들이고 있었다. 우크라이나 정부도 북한

어, 지난5월 중국의 스카이라이즌 항공은 세계에서

이 우크라이나 로켓엔진 기술을 빼돌리려 시도했

가장 큰 수송기인 안토노프 An-225를 만드는 우크

다는 것을 인정하였다. 따라서 우크라이나 로켓기

라이나의 모터시치사의 지분 55%를 인수하였다.

술과 기술자가 북한 로켓엔진개발에 이용되었을
가능성이 더 높아 보인다.

한국의 나로호 엔진은 기본적으로 러시아 기술
이다. 하지만 약속과는 달리 러시아가 로켓 엔진

우크라이나는 러시아와 더불어 구 소련 군수사

제조에 관한 노하우를 제대로 전수해 주지 않아

업의 핵심이었다. 높은 교육수준을 바탕으로 구 소

우리 돈으로 러시아 신형 엔진 실험을 대신해 주

련의 항공·우주기술의 한 축을 담당한 국가로 아직

었다는 비판마저 있었다. 더 큰 문제는 앞으로도

도 항공·우주분야에서 경쟁력 있는 기술을 보유하

러시아가 로켓 엔진 관련 노하우를 제대로 전수해

고 있다. 한가지 확실한 것은 현재 우크라이나 경

주지 않을 것처럼 보인다는 것이다. 한국 항공∙우

제 상황이 매우 좋지 않다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

주산업 발전을 위해 우크라이나와 협력하는 것에

에서 여러 국가들이 우크라이나의 항공우주기술을

대해 항공∙우주분야의 전문가들의 견해가 어떠한

탐내고 있다. 중국이 그 중 한 국가이다. 예를 들

지 매우 궁금해지는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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