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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요약
미국 등 우리와 친숙한 서방 동맹국들과는 달리 상대적으로 러시아의 테러리즘위협
과 대테러 체계 및 활동은 우리에게 잘 알려져 있지 않다. 이는 러시아의 경험을 간과
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 대테러 대응체계를 구축하는 시점에서 여러 국가들의 경
험과 지식과 노하우를 참조하는 것은 의미 있는 일일 것이다. 이런 맥락에서 러시아
사례에 대한 검토와 소개는 그 자체로 국내 테러리즘 및 대테러 역량 축적에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다. 이 논문의 목적은 이러한 필요에 부응하기 위한 것이다. 상대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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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우리에게 덜 알려진 러시아의 사례를 검토하고 소개함으로서 우리나라 테러리즘의
지식과 대테러 체계구축에 보탬이 되고자 한다. 러시아 사례에 대한 이해는 우리에게
주요한 의미가 있을 수 있다. 먼저, 대테러 체계구축에 러시아에 대한 지식과 이해는
도움이 될 수 있다.
대테러 법령과 컨트롤 타워의 구축과 정보기관과 법집행 기관의 구축과 정비와 조율
등 여러 당면한 문제들을 헤쳐 가는데 의미 있는 참조사례가 될 수 있다. 또한 우리나
라와 러시아 간의 국가기관들의 협력이나 공조 시 정보기관, 경찰, 국민안전처 등 각
관련기관들이 러시아의 어떤 대응기관과 업무협조와 협력을 해야 하는 지에 대한 주요
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미국 등 서방 국가들과는 많은 면에서 다른 체계와 문화를
가진 러시아의 경우 특히 공조와 협력 대상 기관을 선정하는데 어려움이 따른다. 이
논문에서 제공하는 정보들은 이러한 어려움들을 헤쳐 가는 하나의 가이드라인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 논문에서는 러시아 테러리즘 위협의 역사적 전개와 최근 동향을 다루
며, 또한 대테러 관련 주요 기관들에 대해 소개하고 대테러 컨트롤 타워의 두 축인 국
가반테러 위원회와 반극단주의 위원회에 대해 살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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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머리말
테러방지법의 통과로 최근 우리나라에서도 국가적인 차원에서 대테러
컨트롤 타워의 구성과 대테러 활동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노력이 진행되
고 있다. 미국 등 다른 국가에 비해 대테러 분야의 후발주자라고 할 수 있
는 우리나라의 경우 그와 같은 대테러 활동의 경험과 노하우가 축적되고
시스템이 정비된 다른 국가들을 참조하는 것은 의미 있는 일일 수 있다.
특히, 미국, 영국, 독일, 그리고 러시아 등은 9∙11테러 이전부터 오랜 기간
동안 테러리즘의 위협을 경험해 왔으며, 이 때문에 이들의 대테러 대응체
계와 활동은 상당한 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정비되고 발전되어 왔다.
예를 들면, 미국의 경우 적어도 1960년대 후반 또는 1970년대 초반부터
지속적으로 급진좌파, 극우인종주의자, 이란 시아파 극단주의자, 팔레스
타인 분리독립주의자, 이슬람 살라피 극단주의자 등 다양한 스펙트럼의
테러리즘위협과 피해를 경험해 왔다. 이 때문에, 미국은 이미 9∙11테러 이
전부터 국내 및 해외 테러세력을 상대로 싸우기 위한 다양한 대테러 법률
과 조직, 역량을 구축하고 발전시켜 왔다. 이러한 노력은 9∙11테러 이후에
도 지속되어 지난 16년간 잘 알려진 것처럼 미국은 대테러 활동에서의 선
도적인 체계와 역량을 구축해 왔다.1)
영국의 경우도 역시 전통적인 IRA의 위협에 이어2) 2000년대 이후 이슬
람 살라피 극단주의 테러리즘 위협에 직면해오고 있다.3) 더불어 이슬람 지

1) 윤민우,“테러 발생 시 국가 수사권 운용방안: 미국의 사례 연구와 국내적용 여부에 대
한 평가,”
『경찰학 논총』
, 제11권 제2호 (2016). 게재확정 된 논문으로 출판 중에 있음.
2) J. R. White, Terrorism: An introduction (4th ed.). (Belmont, CA: Wadsworth,
2003).
3) M. Phythian,“Intelligence, policy-making and the 7 July 2005 London
bombings,”Crime, Law & Social Change, Vol.44, 2006, pp.361-3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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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 출신의 수많은 난민과 이주자들의 영국 사회 내에서 증가하고 있는 추
세이다.4) 이러한 상황에 맞서 영국 정부는 나름대로의 대테러 노하우를 축
적해왔다. 특히 2001년 이후에는 이슬람 극단주의 위협에 대응하여 대테
러 능력을 강화해 오고 있다.5)
독일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1970년대 극좌테러리즘 위협부터 시작하
여 90년대부터는 네오 나치 등의 극우테러리즘의 위협이 등장했다. 이러
한 유형의 테러리즘 위협은 여전히 독일사회 내에서 지속되고 있다.6) 한
편, 영국과 마찬가지로 2000년대 이후로는 이슬람 극단주의 테러리즘 위
협이 고조되고 있다. 특히 유명한 9∙11테러 주도 세력은 독일의 함부르크
지하조직이었다.7) 최근에도 독일은 이슬람권 이민자들과 난민의 급증으로
상당히 우려할만한 이슬람 극단주의테러의 위협 표적이 되고 있다. 이러
한 오랜 기간 동안 지속되어 온 테러리즘 위협에 맞서 독일 정부는 대테러
활동체계를 잘 발전시켜왔다.8)
한편 러시아의 경우도 매우 오랜 기간 동안의 심각한 테러리즘 위협을
경험해 왔으며, 테러리즘의 위협에 맞서 상당히 잘 정비된 대테러 체계를
구축하고 대테러 활동을 수행해오고 있다. 미국, 영국, 독일 등의 서방국
가와 마찬가지로 러시아 역시 9∙11테러 이전부터 테러위협을 경험했었다.
러시아의 테러리즘 경험은 적어도 19세기 제정 러시아 때로 거슬러 올라
4) D. Anderson,“The terrorism acts in 2014: Report of the independent
reviewer on the operation of the terrorism act 2000 and part 1 of the
terrorism act 2006,”A paper presented to the British Parliament pursuant to
Section 36(5) of the Terrorism Act 2006.
5) Ibid.
6) White, Supra note 2, Terrorism: An introduction.
7) J. Miller, M. Stone, & C. Mitchell, The cell (New York: Hyperion, 2002).
8) P. Cornish, R. Heller, M. Kahl, J. Knight, & A. Tarhuni,“Homeland security
and the European security strategy: Linking the internal and external
dimensions of EU counter-terrorism policy,”A study completed for the
European Parliament Policy Department External Polic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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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며, 소비에트 연방시절에도 테러리즘의 위협을 경험한 바 있다.9) 1990
년 소련에서 러시아로 체제가 이행하면서는 가장 주요한 테러리즘 위협은
체첸 테러세력으로부터 왔다. 이와 같은 분리주의와 이슬람 극단주의가
융합된 테러리즘 위협은 21세기에 러시아의 주요한 상존하는 위협으로 등
장했다.10) 한편 동시에 체첸분리주의자들에 의한 테러리즘은 점차 알카에
다나 최근 ISIL과 같은 글로벌 이슬람 극단주의 흐름과 연대하기 시작했
으며, 전지구적인 이슬람 극단주의 테러위협과 통합되었다.11) 이러한 테러
위협에 맞서 러시아 정부는 지속적으로 대테러 법령과 조직, 활동을 정비
해 왔다.12)
하지만, 미국, 영국, 독일 등 우리와 친숙한 서방 동맹국들과는 달리 러
시아의 경우 제정 러시아와 소비에트 연방체계라는 독특한 역사적 경험을
갖고 있기 때문에 미국 등 다른 서방 국가들과는 이질적인 독특한 테러리
즘 문제들과 대테러 체계를 갖고 있다. 이 때문에 러시아의 테러대응 체계
를 이해하는 것은 우리와 유사한 문화적 배경을 가진 다른 서방 국가들과
는 달리 매우 어렵다. 실제로 테러방지법 통과 이후 대테러 체계를 구축하
기 위해 다른 국가들을 참조할 때 러시아 사례에 대한 이해에 어려움이 따
르는 것 같다. 이러한 사실은 정부기관들의 대테러 정책 수립과정에서 러
시아사례의 참조 시 또는 러시아와의 협력 시 대응기관의 탐색, 접촉 등에
9) M. Y. Omelicheva,“Russia’
s counterterrorism policy: Variations on an
imperial theme,”Perspectives on terrorism, Vol. 3, No. 1, 2009.
10) M. Yun,“The Chechen Cauldron,”Crime & Justice International, Vol. 22,
No. 92, pp.31-37.
11) RT,“ISIS claims responsibility for Southern Russian car bombing that killed
2, injured 17,”RT 2016, Feb. 15; J. Sinai,“Russian counterterrorism policy,”
inFocus Quarterly, Vol. 8, No. 1.
12) Omelicheva,“Russia’
s counterterrorism policy: Variations on an imperial
theme”
; P. Roudik,“Russia: Government takes measures against
extremism,”Global Monitor, Library of Congress, 2011; Sinai,“Russian
counterterrorism policy.”

204 국가정보연구 제9권 1호

서 갖게 되는 어려움들을 목격할 때 알 수 있다. 이런 맥락에서 러시아 사
례에 대한 검토와 소개는 그 자체로 국내 테러리즘 및 대테러 역량 축적에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다.
이 논문의 목적은 앞서 언급한 필요에 부응하기 위한 것이다. 상대적으
로 우리에게 덜 알려진 러시아의 사례를 검토하고 소개함으로써 우리나라
테러리즘의 지식과 대테러 체계구축에 보탬이 되고자 한다. 러시아 사례
에 대한 이해는 우리에게 주요한 의미가 있을 수 있다. 먼저, 대테러 체계
구축에 러시아에 대한 지식과 이해는 도움이 될 수 있다. 대테러 법령과
컨트롤 타워의 구축과 정보기관과 법집행 기관의 구축과 정비와 조율 등
여러 당면한 문제들을 헤쳐 가는데 의미 있는 참조사례가 될 수 있다. 또
한 우리나라와 러시아 간의 국가기관들의 협력이나 공조 시 정보기관, 경
찰, 국민안전처 등 각 관련기관들이 러시아의 어떤 대응기관과 업무협조
와 협력을 해야 하는 지에 대한 주요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미국 등 서
방 국가들과는 많은 면에서 다른 체계와 문화를 가진 러시아의 경우 특히
공조와 협력 대상 기관을 선정하는데 어려움이 따른다. 사실상 러시아의
기관들은 너무 복잡하고 이해하기 어렵다. 여기에 그들의 독특한 문화적,
언어적, 정치권력적 특성들이 이해를 더욱 어렵게 만든다. 이 논문에서 제
공하는 정보들은 이러한 어려움들을 헤쳐 가는 하나의 가이드라인이 될
수 있을 것이다.

II. 러시아의 테러리즘 위협
1. 제정러시아와 소비에트 연방시기 테러리즘 위협의 역사
러시아의 테러리즘 위협은 19세기 후반 제정러시아로 거슬러 올라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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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시기 무정부주의자들과 혁명주의자들은 차르와 제정 러시아 정부에 대
한 폭력적 테러 공격을 수행했다. 실제로 제정 러시아에서의 이러한 테러
공격은 근대적인 의미에서 테러리즘의 기원으로 간주될 수 있다.13) 역사적
으로 테러리즘이 처음 등장한 것은 프랑스혁명 직후이다. 새로 설립된 혁
명정부는 공포(terror)에 의한 통치를 통해 새로 탄생한 지배질서를 안정
화시키려 하였다. 이 시기 또는 이러한 통치방식을 지칭하는 말로 테러에
의한 통치(the reign of terror) 또는 테러리즘이 사용되었다. 이 때문에
최초의 테러리즘은 국가에 의한 폭압적 테러리즘 또는 국가테러리즘을 의
미하였다.14) 테러리즘이 국가테러에서 민간인 또는 피통치자가 국가를 상
대로 전쟁이 아닌 방식의 폭력적인 공격을 수행하는 근대적인 의미로 사
용된 것은 제정 러시아 시기 혁명주의자들에 의해서였다. 이런 맥락에서
제정러시아 시기 혁명주의자들에 의한 테러리즘은 근대 테러리즘의 기원
이 될 수 있다. 이러한 형태의 테러 공격이 가능해진 것은 다이너마이트와
피스톨이 민간에 의해 쉽게 이용 가능해졌기 때문이었다.15)
이 시기 인민의 의지(people’
s will 또는 narodnaya volya)라고 불리던
무정부주의에 기반을 둔 혁명주의자들의 테러리즘이 제정 러시아의 차르
와 정부를 상대로 활발히 전개되었다. 이들의 테러리즘은 절대주의 정부
전복과 혁명정부 수립을 목표로 하였다. 이들은 지하세포조직을 구축하여
활동하였으며, 차르에 대한 대규모 대중봉기를 촉발시키기 위한 혁명의
전위대로 기능하고자 하였다. 1881년 3월의 차르 알렉산드르 2세 암살은
이들의 가장 대표적인 성공적 테러활동으로 간주된다.16)
볼셰비키 혁명이후의 소비에트 연방체제에서는 테러리즘의 의미가 공산
체제, 공산정부 또는 공산당에 대한 공격으로 변화되었다. 볼셰비키 혁명
13) White, Supra note 2, Terrorism: An introduction.
14) Ibid.
15) Ibid.
16) Ib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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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기에는 신생 혁명정부에 대한 반공산주의, 반혁명활동 등이 모두 테러
리즘으로 정의되었다. 2차 세계대전 이후 냉전 시기에는 다시 서방 국가
들의 비밀기관 또는 정보기관들에 협조하여 소비에트 정부에 반하는 활동
이나 체제 또는 정부전복 목적의 스파이활동을 전반적으로 테러리즘으로
지칭하였다. 이 때문에 테러리즘은 스파이 활동, 반국가활동, 또는 정치적
인 반대활동 등 다른 개념들과 뚜렷이 구분되지 않은 채 애매모호하게 사
용되었으며, 공산체제, 국가, 정부, 당에 반하는 거의 모든 활동들이 모두
테러리즘에 포함되어 처벌되었다. 이러한 애매모호한 특성은 소련 시절을
거쳐 오늘날의 러시아에 까지 이어지고 있다. 이 때문에 테러리즘이 개념
적으로 다른 폭력적인 또는 정치적인 성격의 범죄와 구분되지 않는 모호
성은 여전히 오늘날의 러시아에서도 상존한다.17)

2. 1990년 체제 전환 후 오늘날까지의 테러리즘 위협
소비에트 연방 붕괴 이후 러시아 연방(Russian Federation) 정부의 주
요 테러리즘 위협은 체첸 저항세력을 중심으로 한 분리주의 움직임과 이
와 결합된 이슬람 극단주의의 확산이다. 러시아 연방의 경우 주류인 러시
아 민족과 여러 소수민족인 비러시아계로 이루어져 있다. 특히, 이들 비러
시아계 소수민족들의 경우 대부분 러시아 남부 코카서스 지역과 중앙아시
아 등지에 넓게 퍼져있으며, 대부분 종교적으로 무슬림들이며, 역사적 문
화적으로 이웃한 이란, 아프가니스탄, 아제르바이잔, 터키 등과 밀접하게
연계되어 있다. 이런 배경 때문에 이들 비러시아계 민족지역에서의 분리
독립 움직임은 전지구적으로 확산되는 이슬람 살라피 극단주의와 쉽게 결
합되며 분리주의와 이슬람 극단주의의 융합이라는 이중적인 형태로 테러
17) Omelicheva,“Russia’
s counterterrorism policy: Variations on an imperial
the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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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즘 위협이 상존한다. 체첸 저항세력의 경우 이러한 이중적 성격의 대표
적인 사례이다. 러시아에게 이러한 테러리즘 위협은 테러리즘 위협 자체
가 안보불안을 야기할 뿐만 아니라 역내에서의 러시아 정치세력의 약화,
그리고 러시아 연방의 붕괴로도 이어질 수 있는 매우 치명적인 문제를 야
기할 수 있다.18)
러시아 연방의 특수성은 이 국가가 주류인 러시아 민족의 제국주의적인
지배를 기초로 한 근대국가라는 점에 있다.19) 소비에트 연방체제 시절에
이러한 구조는 소련과 러시아의 이중구조로 되어 있었다. 소비에트 연방
이라는 근대국가는 모스크바의 국가권력이 체제내의 다수 공화국들을 제
국주의적으로 지배하는 구조를 띠었다. 이 구조 하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벨라루스, 조지아, 몰도바, 발트 3국,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등의 국
가들이 구성단위로 포함되어 있었다. 소비에트 연방의 붕괴는 이러한 소
비에트 정체의 구성 국가들이 별개의 민족국가로 분리되는 결과를 가져왔
다. 하지만 이렇게 떨어져 나온 각 국가들 내에 또 다른 소수민족의 공화
국들이 하나의 구성 단위체로 존재한다. 러시아 연방의 경우 연방 내에 다
시 타타르스탄, 다게스탄 등의 자치 공화국을 포함하고 있다. 체첸의 경우
이러한 하나의 소수민족 자치공화국으로 러시아 연방 내에 존재한다.
1990년대 초반 소비에트 내 각 연방구성 공화국들이 분리 독립하는 흐름
에 편승하여 러시아 연방내의 체첸공화국이 하나의 독립된 국가로 분리
독립 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났으며, 이러한 움직임을 차단하고 러시아 연
방이 붕괴되는 것을 막기 위한 러시아 정부의 노력에 물리적으로 저항한

18) S. Pale,“Threat of terrorism in Central Asia,”NEO(New Eastern Outlook).
(http://journal-neo.org/2015/10/10/threat-of-terrorism-in-central-asia/);
A. Rashid, Jihad: The rise of militant Islam in Central Asia (New York:
Penguin Books, 2002); Sinai,“Russian counterterrorism policy.”
19) Omelicheva, Supra note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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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 체첸 테러리즘의 근원이 되었다.20)
한편, 체제 전환기인 1990년대 이슬람 종교는 새로 독립했거나 독립하
고자 하는 소련과 러시아 내 비러시아 민족들에게 하나의 정체성에 대한
준비된 대안이 되었다. 사실상 소련 붕괴 직후에 비러시아계 무슬림 민족
들에게는 고유한 정체성이나 동질감 민족의식 등이 존재하지 않았다. 이
들은 소비에트 연방의 일원으로 이에 대한 정체성을 오랜 동안 유지해왔
으며, 실질적인 또는 정치적인 의미에서 민족의식 또는 자아의식은 존재
하지 않았다. 이러한 현상은 우즈베키스탄처럼 새로 설립된 국가나 체첸
의 경우처럼 새로 분리 독립을 하려고 시도하는 세력들에게 공통적으로
문제가 되었다. 때문에 이들 지역에서 오랫동안 유지되어왔던 무슬림 전
통은 이들 정치세력이 손쉽게 활용할 수 있는 준비된 정치 이데올로기가
되었으며 효과적으로 러시아인과 러시아인에 의한 국가인 소련 또는 러시
아 연방과 자신들을 차별하고 분리 독립의 정당성을 제공할 수 있는 동력
이 되었다. 이 때문에 소비에트 시절에는 거의 명맥만 유지되어왔던 이슬
람 종교와 무슬림 전통이 갑작스럽게 정치화되면서 해당 사회의 주요한
이념적 중심으로 부상하게 되었다.21)
한편, 대체로 체제 전환시기와 그 이후에 중동과 중앙아시아를 중심으로
급격히 확산한 알 카에다 중심의 이슬람 살라피 극단주의는 지리적, 문화
적으로 이웃한 러시아 연방과 과거 소비에트 연방세력내의 무슬림 지역에
스며들었다. 먼저 우즈베키스탄에서 일어났던 우즈벡-이슬람 정체성 운
동은 아프가니스탄을 통해 들어 온 이슬람 극단주의와 결합하여
IMU(Islamic Movement of Uzbekistan)로 나타났다.22) 한편, 체첸을 중
심으로 한 코카서스 지역에서는 남쪽으로부터 유입된 알 카에다 세력의

20) Yun,“The Chechen Cauldron,”pp.31-37.
21) Rashid, Jihad: The rise of militant Islam in Central Asia.
22) Ib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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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향으로 점차 이슬람 극단주의 테러리즘으로 변질되어 갔다.23) 대체로 우
즈베키스탄을 중심으로 한 중앙아시아에서의 이슬람 극단주의 테러리즘
의 위협은 우즈베키스탄의 카리모프 정권과 카자흐스탄의 나자르바예프
정권과 같은 역내 강력한 독재정체의 존재 때문에 일단 억제된 측면이 있
는 반면에 체첸을 중심으로 한 코카서스 지역의 테러리즘 위협은 체첸 내
전과 혼동이 장기화되면서 코카서스일대 전역과 러시아 연방 내 다른 지
역으로까지 확산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24)
1990년대 이후 오늘날까지 러시아 연방의 주요한 테러리즘 위협인 체첸
테러리즘은 처음에는 체첸분리독립을 위한 정치운동으로 시작했다. 이후
체첸문제는 1994년에서 1996년의 1차 체첸전쟁과 1999년 이후의 2차 체
첸전쟁을 거치면서 내전을 거쳐 2000년대 들어서는 본격적인 테러리즘과
무차별 폭력의 양상으로 변질되게 되었다. 이러한 변화의 양상은 체첸세
력의 리더십 변화와도 관련이 있다. 90년대 초반 체첸 분리 독립과 1차 체
첸내전을 이끌었던 조카르 두다예프(Dzhokhar Dudaev) 리더십 하에서
는 정규전 방식이 사용되었으며, 테러전술은 거의 나타나지 않았다. 하지
만 두다예프 사망이후에 리더십에 오른 아슬란 마스하도프(Aslan
Maskhadov) 시기에 테러전술이 본격적으로 채택되기 시작했으며 2005
년 마스하도프 사망 이후에 등장한 샤밀 바사예프(Shamil Basayev) 리더
십 하에서 체첸저항 세력은 본격적인 테러세력으로 변화되게 된다.25) 마스
하도프 리더십 하에서 나타나기 시작한 알 카에다 세력과의 연대 역시 바
사예프 시기에 오면 체첸 저항세력 자체가 이슬람 칼리프 국가를 지향하
는 본격적인 이슬람 극단주의 테러세력화하게 된다. 2006년 바사예프 사
망 이후에는 도쿠 우마로프(Doku Umarov)가 리더십을 이어받게 되며 우

23) Yun,“The Chechen Cauldron,”pp.31-37.
24) Sinai,“Russian counterterrorism policy.”
25) Yun,“The Chechen Cauldron,”pp.3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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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로프의 리더십은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다.26) 2000년대 후반부터는 체첸
이슬람 극단주의 테러리즘이 체첸 공화국을 넘어 이웃한 코카서스 지역
내 다른 자치공화국들을 포함하는 지역들로 확산되고 있는 추세이다. 이
들은 코카서스 역내의 모든 이슬람 지역을 포괄하는 칼리프 국가 건설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알 카에다와 최근에는 ISIL과의 국제적인 연대도 강
화하고 있는 추세이다.27)
코카서스 지역 내에서 러시아 연방에 속해있는 비러시아계 무슬림 지역
들은 체첸(Chechnya), 북 오셰티아(North Ossetia), 잉구셰치아
(Ingushetia), 다게스탄(Dagestan), 그리고 카바르디노-발카리아
(Kabardina-Balkariya)등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들은 서로 다른 민족들
로 이루어져 있으며, 무슬림 전통을 공유한다. 체첸이 90년대 초반부터 적
극적으로 분리 독립을 시도한 것에 반해 다른 자치공화국들은 그러한 노
력들을 시도하지는 않았다. 하지만 체첸 갈등이 지속되면서 점차 이웃한
이들 지역들로 테러공격과 영향이 확산되면서 이들 지역들이 테러리즘에
휘말려 들어갔다. 2000년 대 이후 점차 다게스탄의 마카츠칼라
(Makhachkala), 잉구셰치아의 마가스(Magas), 나즈란(Nazran), 북 오
셰티아의 블라디카프카즈(Vladikavkaz), 카바르디노-발카리아의 날칙
(Nalchik) 등이 체첸의 그로즈니(Grozny)와 함께 체첸 테러세력의 활동무
대가 되었다. 2004년 북 오셰티아의 베슬란에서 발생한 인질납치와 참사
사건은 그러한 테러리즘 위협의 확산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이다.28)
체첸 테러세력은 러시아 연방정부에 저항하는 여러 반군 및 테러세력들

26) Sinai,“Russian counterterrorism policy,”
27) RT,“ISIS claims responsibility for southern Russian car bombing that killed
2, injured 17”
; Sinai,“Russian counterterrorism policy.”
28) Agentura. Ru,“Insurgency in the North Caucasus: Changes in tactics in
2006-2011,”2011.
(http://www.agentura.ru/english/terrorism/insurgencychan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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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통칭하는 의미이며 여기에는 다수의 조직들이 포함된다. 하지만 이들
은 하나의 지휘체계 하에 통합되고 조율된다. 현재는 앞서 언급한 대로 우
마로프의 지휘 하에 있다. 체첸 테러세력은 1차 체첸 전쟁이후 사실상의
독립을 획득하고 스스로 체첸 이히케리아 공화국(Chechen Republic of
Ichkeria)을 선포한다. 하지만 현 러시아 대통령인 블라디미르 푸틴의 등
장과 함께 시작된 2차 체첸 전쟁으로 이 정체는 붕괴되고 그 이후로 사실
상 테러세력 또는 저항반군세력으로 지금까지 계속되어 오고 있다. 체첸
저항세력은 최고 지휘관의 지휘부를 정점으로 각 현장사령관(a field
command)이 이끄는 각각의 독자적 반군세력이 연합한 형태를 띤다. 최
고 지휘관 역시 자신이 직접 이끄는 반군세력을 갖고 있다. 가장 대표적인
반군 조직은 2000년대 초, 중반 체첸 세력의 최고 지휘관인 바사예프가
직접 이끌던 리야두스 살리킨 정찰 및 사보타지 그룹(Riyadus Salikhin
Reconnaissance and Sabotage 또는 Martyrs’Brigade Riyadus
Salikhin)을 들 수 있다. 리야두스 살리킨은 정의로움의 정원들(Gardens
of Righteousness)을 의미한다. 이 지휘부 직속조직에 여러 현장 지휘관
들의 독자조직 또는 하부조직이 결합되어 있었다. 이들 조직들을 예를 들
면, 여성 자살폭탄테러 조직인 검은 과부들(Black Widows), 하탑
(Khattab)이 지휘했던 훈련조직(a taraining unit), 마고메드 바이술타노
프(Magomed Baysultanov) 조직, 아담 말사고프(Adam Malsagov) 조
직, 카사브유르트 자맛(Khasavyurt Jamaat), 카라차예보-체르케스 자
맛(Karachayevo-Cherkess Jamaat) 등을 들 수 있다.29)
체첸 테러세력의 리더인 바사예프와 사이둘라예프(Saidullayev)의 사망
이후 리더십에 오른 도쿠 우마로프는 기존의 체첸 테러세력의 조직구조를
재편했다. 2007년에 우마로프는 기존의 체첸 이히케리아 공화국을 폐지
하고 코카서스 에미레이트(Caucasian Emirate)를 선포했다. 또한 스스로
29) Yun,“The Chechen Cauldron,”pp.3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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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에미르(Emir)로 지칭했다. 이러한 변화는 두 가지 측면에서 중요한 의
미가 있다. 우선, 체첸 분리 독립에 국한되었던 체첸 테러리즘의 위협이
북 코카서스 전역으로 확대되었음을 의미한다. 코카서스 에미레이트는 체
첸을 넘어 북 코카서스 전역을 포함하는 범위에서 통합된 독립 국가를 설
립하겠다는 의지의 표명이기 때문이다. 이는 러시아 연방에 대한 심각한
위협이 되며, 남부 러시아 전역에 대한 안보위협으로 확산될 수 있다. 또
다른 문제는 에미르와 에미르의 국가 즉 에미레이트를 선언함으로서 이슬
람 살라피 근본주의 속성을 보다 본격화했다는 점이다. 이 에미레이트가
지향하는 바는 샤리아 국가 즉, ISIL이나 탈레반 통치하의 아프가니스탄
과 유사한 성격의 신정국가를 건설하는 것이다. 이 역시 러시아 연방의 안
보에 중대한 위협이 될 수 있는데 이 샤리아 신정국가는 국제적으로는
ISIL과 알 카에다, 그리고 탈레반 등의 살라피 세력과 연대할 수 있으며
러시아 내부적으로는 중앙아시아의 IMU와 타타르스탄의 이슬람 살라피
계열 자맛들(Jamaats) 등의 러시아 연방 내 다른 무슬림 세력들과의 연대
를 통해 러시아 연방내부의 해체와 붕괴를 조장하는 근거지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체첸을 포함한 북 코카서스 테러리즘은 이후 최근까지 살라피
극단주의화가 더욱 심화되어 오고 있다.30)
체첸 테러리즘의 러시아 연방에 대한 위협은 2000년 초반 이후 지속되
어 온 주요 테러사건들에서도 관찰된다. 지난 16년간 테러공격은 체첸과
북 코카서스 지역을 넘어 러시아 전역에서 발생되고 있으며 최근까지 그
위협은 지속되어 오고 있다. 지난 16년간 주요 테러공격 사건을 들면 다음
과 같다.31)
30) Agentura. Ru,“New counter-terrorism targets: Jamaats in Tatarstan,”
2010.
(http://www.agentura.ru/english/terrorism/preventive/); Pale,“Threat of
terrorism in Central Asia”
; Sinai,“Russian counterterrorism policy.”
31) Sinai,“Russian counterterrorism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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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년 3월: 터키 발 사우디 아라비아 행 항공기 납치사건
�2002년 10월: 모스크바 두브로브카(Dubrovka) 극장 인질납치 사
건, 인질구출 작전 중 약 129명 사망
�2002년 12월: 체첸 수도 그로즈니의 정부건물 자살폭탄테러, 78명
사망 150명, 부상
�2004년 2월, 8월: 모스크바 지하철 연쇄 자살폭탄테러, 약 80명 사망
�2004년 8월: 잉구셰치아 도시 나즈란의 러시아 내무부소속 부대에
대한 무장공격으로 80명 사망, 같은 날 두 대의 러시아 여객기 공중
폭발로 90명 사망
�2004년 9월: 북 오셰티아 도시 베슬란의 초등학교 인질납치사건, 러
시아 정부의 인질 구출작전 중 186명의 어린이를 포함하여 300명
사망
�2009년 11월: 모스크바-생 페테르부르크 간 고속철도 폭탄공격으
로 26명 사망, 100명 부상
�2010년 3월: 모스크바 지하철 연쇄 자살폭탄테러로 40명 사망, 100
명 이상 부상
�2011년 1월: 모스크바 도모데도보(Domodedovo) 국제공항 자살폭
탄테러로 36명 이상 사망 180여명 부상
�2013년 9월: 체첸 경찰서에 대한 차량 자살폭탄 테러로 3명 사망, 5
명 부상
�2013년 10월: 러시아 남부도시 볼고그라드(Volgograd) 인근 버스
자살폭탄 테러로 6명 사망 30명 부상

이와 같은 체첸 및 북 코카서스 이슬람 극단주의 테러리즘의 위협은 가
장 최근에도 지속되고 있다. 예를 들면, 2014년 12월 체첸 수도 그로즈니
에서 이슬람주의자들에 의한 무장공격으로 적어도 20명 이상이 사망하였
으며,32) 2015년 12월에는 다게스탄의 더벤트(Derbent)에서 총기난사 공격
이 발생해 한 명이 사망하고 11명이 부상을 입었다.33) 2016년에도 역시 2
월에 다게스탄 더벤트에서 차량폭탄 테러가 발생해 2명이 죽고 17명이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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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당했으며,34) 4월에는 러시아 스타브로폴(Stavropol) 지역의 노보셀리츠
크(Novoselitsk)에서 자살폭탄테러에 의해 세 명이 사망했다.35) 이러한 사
례들은 계속되는 체첸을 포함한 북 코카서스 전역과 모스크바 등 러시아
도시들에서의 테러공격과 반군활동의 몇 가지 사례에 불과하며 러시아 연
방에 대한 테러위협은 우려할만한 수위로 지속되고 있다.
러시아 연방은 체첸과 북 코카서스 발 내재적 테러리즘의 위협이외에도
외부에서 유입된 알 카에다와 ISIL과 같은 이슬람 극단주의 테러리즘 위
협에도 직면한다. 알 카에다의 영향은 체첸 테러세력과의 연대와 협력을
통해 북 코카서스 지역에 침투하였다. 알 카에다 세력은 2000년대 초, 중
반부터 체첸 테러세력에 종교적 믿음과 자금, 전투원, 훈련, 그리고 무기
등을 포함한 필요물자 등을 제공해왔다. 알 카에다 리더인 알 자와히리(Al
Zawahiri)는 체첸 문제를 글로벌 지하드의 한 부분으로 이해하고 적극적
으로 체첸 전선을 지원해왔다. 예를 들면, 2000년대 중반 알 카에다 주요
리더 가운데 하나인 아부 드제이트(Abu Dzeit)가 잉구셰치아 조직을 이끌
었으며, 아제르바이잔 정부는 자국 내 알 카에다 연계 조직을 발견하여 소
탕한 바 있다. 이 밖에도 아랍계 전투원들이 북 코카서스 전역에서 자주
발견되었다. 또한 사우디 아라비아 태생의 이븐 알 하탑(Ibn al-Khattab)
은 1, 2차 체첸 전쟁 시부터 체첸 분쟁에 자원참전 하였다. 하탑은 오사마
빈 라덴 계열의 사우디 와히비스트(wahabist)로 대 소련 아프간 무자히딘
전쟁부터 참전하였다. 알 카에다의 특사로 체첸 저항세력을 지원하며 활
32) A. E. Kramer & N. MacFarquhar,“Fierce attack by Islamist militants in
Chechen capital kills at least 20,”The New York Times, 2014 Dec. 5, A12.
33) BBC,“Russia attack: IS claims shooting in Dagestan,”BBC News, 2015 Dec.
31. (http://www.bbc.com/news/world-europe-35205165).
34) RT,“ISIS claims responsibility for southern Russian car bombing that killed
2, injured 17.”
35) A. Withnall,“Russia suicide bombing: Three attackers target police station
in Stavropol region,”Independent, 2016 Apr.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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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하다가 2002년 3월에 러시아 정부에 의해 독살되었다. 알 하탑의 지위
는 역시 같은 사우디 태생의 알 카에다 특사인 아부 알 왈리드(Abu alWalid)에 의해 승계되었다.36)
최근 들어서는 ISIL의 러시아 내로의 침투가 나타나고 있다. 예를 들면
2015년 11월 러시아 특수전 부대는 북 코카서스의 날칙에서 ISIL 전투원
10명을 사살한 바 있다.37) 이처럼 최근 들어서는 이 지역에서 ISIL 계열의
테러리스트가 빈번히 목격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ISIL의 지도부가 이
지역으로 본격적으로 진출하고 있으며 전 지구적인 글로벌 지하드의 한
전선으로 코카서스 지역의 분쟁을 이해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ISIL 역시
체첸을 포함한 북 코카서스 지역에 ISIL-CP(Islamic State of Iraq and
the Levant-Caucasus Province)라는 지역 조직을 구축했다. 이 조직은
2015년 6월에 구성되었으며 루스탐 아실다로프(Rustam Asildarov)를 조
직의 리더로 임명했다. ISIL은 북 코카서스 지역 전체를 ISIL 통치하의 한
지역으로 간주한다.38) 2015년 9월 다게스탄 남부에서 러시아 군 기지를 공
격한 바 있으며,39) 2016년 2월에는 다시 역내에서 차량폭탄테러를 주도하
여 2명을 살해하고 19명을 부상시켰다.40)
36) Yun,“The Chechen Cauldron,”p.31-37.
37) J. Wade,“Russian FSB kills 10 terrorists near Georgian border,”The
Sentinel Analytical Group, 2015 Nov. 23.
(http://thesentinel.ca/russian-fsb-kills-10-terrorists-near-georgianborder/).
38) H. Gambhir,“ISIS declares governorate in Russia’
s north Caucasus region,”
Institute for the Study of War, 2015 Jun. 23.
(http://understandingwar.org/backgrounder/isis-declares-governoraterussia%E2%80%99s-north-caucasus-region).
39) C. Harress,“Islamic state groups attacks Russian military base in Dagestan
region of the Northern Caucasus? IBT, 2015 Sep. 2.
(http://www.ibtimes.com/islamic-state-group-attacks-russian-militarybase-dagestan-region-northern-caucasus-2079485).
40) A. Mollayev,“Car bomb kills 2 police, wounds 19 in Russia’
s Dagestan,”The
Jakarta Post, 2016 Feb.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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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러시아의 대테러 체계와 활동
1. 역사적 배경
제정 러시아와 소비에트 체제를 거치면서 러시아에서 테러리즘은 국가
와 중앙정부, 권력지배질서에 대항하는 일체의 행위로 간주되었다. 이 때
문에 공통적으로 테러리즘에 대한 대응은 군사적 대응과 보안기관의 활동
으로 이해되었다. 반면 개인의 인권과 같은 요소들은 대테러의 기획과 집
행에 있어 대체로 무시되거나 간과되어 왔다. 차르 정부의 역사상 최초의
대테러 정책은 이런 측면에서 하나의 좋은 사례가 된다. 차르 정체에 대한
어떤 도전도 테러리즘으로 간주되었으며, 정치적으로 신뢰할 수 없는 모
든 대상자들은 추방되거나, 집중 감시의 대상이 되거나 테러범죄를 할 의
도가 있다는 이유로 장기간의 재판 전 구금에 처해졌다. 비밀경찰은 사회
의 분위기를 감시하였으며 극장과 문학작품과 인쇄 출판물 등에 대한 통
제를 실시했다. 또한 인텔리겐챠(intelligentsia)라고 불리는 지식인들을
감시했다. 제정러시아 시기 대혁명(counter-revolutionary), 대테러
(counter-terrorism) 기능을 수행했던 보안기관들(security
departments 또는 러시아어로 okhrannye otdeleniya)은 이후 소비에트
시기 비밀경찰의 원형이 되었다.41)
볼셰비키 혁명이후에 들어선 공산혁명 정부역시 대테러 활동은 기본적
으로 혁명정부를 위협하는 일체의 세력들을 제거하고 새로 태어난 혁명정
부와 공산당, 공산체제를 수호하는 것이었다. 제정 러시아와 마찬가지로
개인의 기본권은 무시되었으며 가능한 모든 군사적 또는 초법적 수단이

41) Omelicheva,“Russia’
s counterterrorism policy: Variations on an imperial
the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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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원되었다. 혁명정부 수립 직후 대테러 활동의 주요 수단으로 이른바 전
러시아 비상 위원회(All-Russian Emergency Commission, 러시아어로
Vserossiiskaya Chrezvychainaya Komissiya, 또는 줄여서 VChK)를 설
치했다. 이 체카(VChK)는 유명한 KGB(the Committee of State
Security, 러시아어로 Komitet Gosudarstvennoy Bezopasnosti)의 전
신으로 1954년 KGB가 창설되기 이전까지 레닌과 스탈린 정권하에서 악
명 높은 비밀경찰이자 보안기관으로 대테러, 반혁명, 반스파이 활동의 핵
심기관으로 기능했다. KGB 창설 이후에는 이 KGB가 테러리즘과 싸우는
핵심기관으로 1991년 소련체제의 붕괴 시까지 기능했다.42)
소비에트 체제하에서 KGB는 국가와 체제, 그리고 공산당을 수호하기
위해 광범위한 권한을 가졌으며 다양한 역할을 수행했다. 이 기관은 정보
기관과 국내 보안 및 방첩, 대테러 기능, 그리고 비밀경찰과 법 집행 권한,
그리고 군사 활동의 기능까지 갖춘 슈퍼 권력기관이었다. 마치 미국의
CIA(Central Intelligence Agency), FBI(Federal Bureau of
Investigation), NSA(National Security Agency), Border Patrols,
Coast Guards, 그리고 국방부의 특수전 부대 등을 모두 합쳐놓은 것 이
상의 기관이었다. 우리나라로 치면 국가정보원과 경찰청, 출입국외국인정
책본부, 해양 경찰, 그리고 707 대테러 특수전 부대 등을 모두 한 곳에 결
집시켜 놓은 것 이상의 기관과 같다고 할 수 있다.43) 예를 들면 KGB는 산
하에 여러 하위부서들을 두었는데 각 부서별 임무와 기능은 다음과 같다.44)
�1국: 해외정보수집
�2국: 반 스파이 또는 방첩, 국내 정치통제
42) Ibid.
43) M. McCauley, Bandits, gangsters, and the mafia (London, UK: Pearson
Education, 2001).
44) Ib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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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국: 군 관련 반 스파이 활동과 군에 대한 정치적 감시
�4국: 교통 분야 안전
�5국: 예술, 정치, 종교와 관련된 검열과 내부 보안
�6국: 경제 분야 대 스파이 또는 방첩 활동, 산업 보안
� 7국: 소비에트 국민과 외국인에 대한 감시
�8국: 국내와 해외 통신, 암호장비의 감시와 관리, 연구와 개발
�9국: 소련 공산당 지도자들과 가족들에 대한 경호, 핵무기를 포함한
중요 정부 시설 경비, 모스크바 VIP 지하철 및 보안 확보된 정부와
공산당 전화시설 운용
�15국: 정부 시설물 보안
�16국: 신호정보 및 통신도청
�국경경비국: 국경 수비부대의 운용
�작전기술국: 기록 장치와 독약과 약물 등에 관한 연구소

이 밖에도 별도의 유닛으로 스페츠나즈(Spetsnaz)라고 불리는 특수전
부대를 운영하였으며, 크레믈린 수비대와 경호부대를 운용했다.45)
제정 러시아와 소비에트 체제하에서의 대테러 체계와 기능의 핵심은 러
시아 제국과 소비에트 연방의 제국주의적 속성에 기반을 둔다. 차르 러시
아와 소비에트 연방은 모두 정복과 군사력에 의해 만들어진 제국이었으
며, 힘과 중앙집권화된 통제에 의해 유지되었고, 모스크바에 기반을 둔 관
료제에 의해 통치되었다. 지리적으로도 11개의 시간대를 포함하는 유라시
아 대륙의 광범위한 지역에 펼쳐져 있었으며, 모스크바에 자리 잡은 주류
러시아 민족이 대부분의 다른 문화와 역사, 종교와 전통을 가진 비러시아
민족들을 제국의 영향권아래 묶어두어야 하는 매우 특별한 상황에 직면했
었다. 이러한 조건들은 러시아 제국과 소련의 대테러 체계와 기능의 특성
을 만들어 냈다. 테러리즘의 위협은 차르와 소련 공산국가 모두에게 모스
45) Ib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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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바 중앙권력의 지역 또는 지방에 대한 통제력 약화의 문제이며, 이러한
상황의 결과로의 제국질서의 붕괴를 의미했다. 이 때문에 테러리즘은 근
본적으로 제국질서에 대한 도전이자 체제위협의 성격을 가졌다. 군사적
대응과 보안기관 또는 비밀경찰에 의한 초법적 대응을 특징으로 하는 대
테러 체계와 기능은 이러한 차르 러시아와 소비에트 국가의 특수성을 반
영한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46)

2. 러시아 연방의 주요 대테러 관련 기관들
소비에트 연방의 붕괴이후 등장한 러시아 연방은 소련을 계승한 제국의
중심으로 간주될 수 있다. 이 때문에 오늘날 러시아 연방은 여전히 어느
정도는 차르 러시아와 소비에트 연방의 대테러 활동의 역사적 배경에 영
향을 받고 있다. 이런 맥락에서 오늘날 러시아 연방에서 대테러 활동은 정
보기관과 법 집행기관과 같은 국가의 전통적인 주요권력기관이 주도하며
정보활동, 비밀활동, 범죄수사, 법 집행, 그리고 정규전과 특수전을 포함
한 군사 활동을 함께 포괄한다. 오늘날 러시아 연방의 주요 대테러 관련
기관들은 따라서 정보기관과 국가경찰이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한다. 따라
서 러시아의 주요 대테러 관련 기관들은 연방보안국과 내무부, 그리고 군
보안기관의 세 부류에 집중된다.47) 한편 테러상황에서의 소방, 구조, 구호
와 같은 비상 사태대응을 위해서 별도로 비상사태부가 설치되어있다. 이
비상사태부는 다른 주요 테러관련 기관들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비중이 떨
어지지만 비상사태에 대한 대응이라는 측면에서 독자적인 영역을 확보하
고 있어 주요 대테러 관련 기관으로 분류될 수 있다.48)
46) Omelicheva,“Russia’
s counterterrorism policy: Variations on an imperial
theme.”
47) Ibid.
48) EMERCOM of Russia website. (http://en.mchs.r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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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연방보안국(FSB)
FSB(Federalnaya Sluzhba Bezopasnosti)는 연방 보안국 또는 연방보
안서비스라는 의미이다. FSB의 러시아 식 정식명칭은 Федеральная
служба безопасности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이다. 러시
아 연방 보안서비스라는 뜻으로 Федеральная는 연방의(Federal)라는
연방의 형용사적 의미이다. служба는 서비스(Service) 또는 기관의 의
미로 ○○국으로 번역될 수 있다. безопасности는 안전, 안보, 또는 보
안의 의미로 영어의 security에 해당한다. Российской는 러시아의 형
용사형이다. 영어식으로는 Russian으로 표현될 수 있다. Федерации
는 영어로 Federation 즉, 연방이라는 의미이다. 흔히 줄여서 Федерал
ьная служба безопасности로 쓰이며 앞의 철자만을 따서 ФСБ
로 불린다. FSB는 Федеральная служба безопасности를 영
어식 알파벳으로 표기한 Federalnaya Sluzhba Bezopasnosti의 앞 철자
만을 딴 약칭이다. 한편, FSB의 의미를 영어식으로 바꾸어 Federal
Security Service 또는 이를 줄여서 FSS로 부르기도 한다.
FSB는 KGB가 해체되면서 기존 KGB의 국내보안 및 방첩, 대테러, 그
리고 국경 경비 등에 대한 관련 업무를 전담하는 기관으로 탄생하였다.
KGB가 해체되는 과정에서 기관의 여러 업무들이 나눠지게 되고 이에 따
라 여러 기관들이 탄생되게 된다. 이 과정에서 FSB는 KGB의 가장 주요한
승계기관이 되었다. 이러한 배경 때문에 현재 러시아 연방의 대테러 활동
에 있어 가장 핵심적이고 막강한 권한을 행사하는 기관은 FSB이다.49) 더
욱이 FSB는 반 스파이, 대테러와 같은 국가주요 안보위협에 대한 핵심 대
응기관인 동시에 조직범죄와 같은 중대한 범죄나 연방법위반 범죄 등에
대한 수사기능까지 가지고 있어 사실상 러시아 권력지도의 정점에 위치한
다. 이 밖에도 대테러 등에 관한 특수전 부대와 함께 국경경비대 병력까지
49) McCauley, Bandits, gangsters, and the maf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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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유하여 사실상의 군사 활동과 전투행위를 수행할 수도 있다. 미국의 연
방기관들에 비교해서 FSB의 이러한 권한과 기능들을 살펴보면 미국의
FBI(Federal Bureau of Investigation: 범죄수사, 국내보안, 방첩, 대테
러), ICE(Immigration and Customs Enforcement: 출입국, 외국인관리
감독, 세관), FPS(Federal Protective Service: 주요시설경비, 보안),
NSA(National Security Agency: 통신관련 보안 및 정보, 감시), U.S.
Customs and Border Protection(세관과 국경경비), United States
Coast Guard(해안경비, 해양관련 범죄수사), DEA(Drug Enforcement
Administration: 마약관련 범죄수사) 등을 모두 합쳐놓은 것과 같다고 할
수도 있다.50)
FSB에서 특히 흥미로운 사실은 군 또는 전투 병력을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FSB 산하에 국경경비를 담당하는 Border Guard Service를 두
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해양경찰 또는 해양경비안전본부에 해당하는 기관
을 다시 이 Border Guard Service 산하에 Russian maritime border
guard units (또는 coast guard)로 두고 있다. 이 기관의 병력만 21만 명
에 달한다. 또한 FSB는 자체 대테러 특수전 부대를 보유하고 있는데 스페
츠나즈(Spetsnaz)라고 불리는 특수전 부대는 알파그룹(Alpha Group)과
빔펠(Vympel)로 구성된다. 알파그룹의 정식명칭은 Directorate“A”
of
the FSB Special Purpose Center이며 대테러 작전이 핵심 임무이다. 빔
펠은 Directorate“B”
로 러시아의 전략 시설에 대한 보호이다. 이들 그룹
들의 작전 반경은 국내와 해외를 모두 포함하며, 정규전, 게릴라전, 특수
전 이외의 비밀작전까지도 수행한다.51)
50) Global Security website, Federal Security Service (FSB: Federalnaya
Sluzhba Bezopasnosti).
(http://www.globalsecurity.org/intell/world/russia/fsb.htm).
51) On Organs of the Federal Security Service in the Russian Federation,
“Russian Federation Federal Law No. 40-FZ,”Adopted by the State Dum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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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내무부(MVD)
내무부는 흔히 MVD(Ministerstvo Vnutrennikh Del)로 불린다. MVD
의 러시아 식 정식명칭은 Министерство внутренних дел이며
각 단어의 앞 철자를 따서 줄여서 МВД로 불린다. 내무부라는 뜻으로 М
инистерство는 영어로 Ministry에 해당하며 ○○부 또는 ○○성으
로 이해될 수 있다. внутренних는 형용사형으로 internal 또는“내적
인”
,“내부의”
,“안쪽의”
라는 의미이다. дел은 업무라는 의미로 영어의
affairs 또는 works, tasks 등에 해당한다. MVD는 Министерство
внутренних дел을 영어식 알파벳으로 표기한 Ministerstvo
Vnutrennikh Del의 앞 철자만을 딴 약칭이다. 한편, FSB의 의미를 영어
식으로 바꾸어 Ministry of Internal Affairs 또는 이를 줄여서 MIA로 부
르기도 한다.
러시아 연방의 내부무는 우리나라의 행정자치부와는 근본적으로 다른
의미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또는 일반적인 서방 민주주의 국가에서 내무
부는 국내의 여러 행정업무들을 관리하고 조율하는 행정서비스 또는 관리
감독 기관의 의미를 가진다. 하지만 러시아의 MVD는 미국의 국토안보부
(Department of Homeland Security)와 우리나라의 국가경찰인 경찰청
을 합쳐놓은 것과 같은 의미이다. MVD의 주요 임무는 러시아 내부로부터
의 국가나 체제, 러시아 연방질서에 대한 위협에 대한 대응과 러시아 연방
질서와 국가, 체제의 수호이다. 이는 제정러시아와 소비에트 체제를 거치
면서 지속된 제국질서의 유산과 전통이라고 할 수 있다. 이 때문에 MVD
는 기본적으로 경찰기구이자 법 집행기관, 그리고 스파이, 반란, 분리주
의, 테러나 혁명 등과 같은 일체의 내적 위협에 대한 군사력을 포함한 일
체의 물리적 대응기관이다.52)
MVD내에 폴리치야(polisiya)라고 불리는 경찰(police) 조직이 있다. 이
경찰조직은 이전에는 밀리치야(militsiya)라고 불렸으며 2011년에 폴리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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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이 기관의 주요임무는 역시 범죄수사와 법 집행
이며, 대테러 활동역시 주요한 임무의 하나이다. 이 밖에 MVD에는 Main
Directorate for Road Traffic Safety라고 불리는 교통경찰이 별도로 존
재한다. 그리고 이외에도 이전에는 Internal Troops라고 내무부 소속의
군 병력과 세금경찰(tax Police, 우리나라로 치면 국세청에 해당하는), 소
방부서(Firefighting Service), 교정기관(Prison Service, 우리나라의 교
도소)이 별도로 존재했다. 이 기관들은 현재는 별도의 독립기관이 되거나
다른 조직으로 이관되거나 흡수되었다. 세금경찰은 해체되어 MVD내의
경제범죄 수사조직으로 개편되었다. 소방부서는 새로 창설된 비상사태부
로 소속을 변경하였으며 교정기관은 법무부 소속으로 이전하였다. 한편,
2016년 4월 가장 최근에 내무부 소속의 내무군(Internal Troops)은 새로
창설된 국가방위대(National Guard of Russia)에 역시 MVD소속 특수부
대였던 아몬(OMON)과 소브르(SOBR)와 함께 편입되었다. 이 국가방위대
는 MVD 소속으로부터 떨어져 나와 안보위원회(Security Council of
Russia)소속으로 재편되었다.53)

다. 군 보안기관(GRU)
군 보안기관은 우리의 기무사령부와 정보본부를 합쳐놓은 기관에 해당
한다고 볼 수 있다. 이 기관은 흔히 GRU(Glavnoye Razvedyvatelnoye
Upravleniye)로 알려져 있다. GRU의 러시아 식 정식명칭은 Гла́вное
52) B. D. Taylor,“Historical legacies and law enforcement in Russia,”PONARS
Eurasia Policy Memo, 150.
53) M. Galleoti,“Putin’
s new National Guard: What does it say when you need
your own personal army?,”Ukrainian Policy, 2016 Apr. 6.
(http://ukrainianpolicy.com/putins-new-national-guard-what-does-itsay-when-you-need-your-own-personal-army/); Interfax,“ФМС и ФС
КН переподчинены Министерству внутренних дел,”2016 Apr. 5.
(http://www.interfax.ru/russia/502171); MVD website. (https://en.mvd.r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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развéдывательное управлéние이며 각 단어의 앞 철자를 따서
줄여서 ГРУ로 불린다. 최고 정보국 또는 주요 정보국이라는 뜻으로 Гл
а́вное는 영어로 Main이라는 뜻으로 우리말로 주된, 주요한, 또는 최고
의 라는 의미이다. Глáвное는 глава라는 단어의 형용사형으로 гла
ва는 머리, 리더, 최고, 핵심 등의 의미를 동시에 포함한다. 따라서 Глá
вное는 주된, 핵심적인 의미와 함께 선도적인 또는 최고의 리딩하는 의
미 등을 동시에 가진다. 따라서 영어의 main과 정확히 일치하는 개념은
아니지만 유사한 개념으로 이해 할 수도 있다. развéдывательное는
정보 또는 정보활동을 지칭하는 의미로 영어로 intelligence에 해당한다.
управлéние는 관리, 감독, 지휘, 조종 등의 의미로 관리국 또는 관리
기관을 의미한다. 영어로 agency 또는 directorate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GRU는 Глáвное развéдывательное управлéние를 영
어식 알파벳으로 표기한 Glavnoye Razvedyvatelnoye Upravleniye의 앞
철자만을 딴 약칭이다. 한편, GRU의 의미를 영어식으로 바꾸어 Main
Intelligence Directorate 또는 GRU 공식명칭인 Main Intelligence
Directorate of the General Staff of the Armed Forces of the
Russian Federation (러시아식 표기로는 Глáвное развéдывател
ьное управлéние Генерáльного штáба Вооружённых С
ил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áции)를 줄여서 the General Staff)으로 부
르기도 한다.
KGB가 소련 붕괴이후에 해외정보를 전담하는 SVR(Sluzhba
Vneshney Razvedki, 영어로는 Foreign Intelligence Service)과 국내보
안과 방첩, 대테러, 조직범죄 등을 전담하는 FSB, 그리고 그 외 다른 기관
들로 나눠진 것과는 대조적으로 GRU는 여전히 해외첩보와 국내보안, 방
첩, 대테러 등의 임무를 함께 가지고 있다. GRU는 러시아 군 합참의장의
명령을 따르지만 GRU의 수장은 러시아 대통령에 의해 직접 임명되는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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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상 대통령 직속의 권력기관이다. 특히 군 보안기관이지만 국내와 해
외는 물론 군과 민간 영역의 사실상의 구분 없이 광범위한 활동을 전개하
고 있어 FSB와 거의 경쟁관계에 있는 권력기관이다. 특히 러시아의 휴대
용 핵무기 통제장치를 보유한 세 명 가운데 한 명이 GRU의 수장이라는
점에서 이 기관의 막강한 위상을 짐작할 수 있다. 또한 GRU의 해외 스파
이 활동 인력이 SVR 보다 몇 배나 크며, 러시아의 수십 개의 군사첩보위
성을 직접 운용하는 점도 이 기관의 실제 위상을 짐작하게 한다.54)
GRU의 대테러 활동은 스페츠나즈(Spetsnaz 또는 Special Forces)라고
불리는 대테러 특수전 부대를 통해서이다. GRU의 스페츠나즈 유닛은
1998년에서 2008년까지 다게스탄과 체첸에서 주요한 작전을 수행하였으
며, 2008년에서 현재까지는 남 오셰티아에서 주요한 작전을 수행하고 있
다. 다게스탄과 체첸 작전에서는 GRU 유닛으로 대대급 단위의
Detachment 411과 Detachment 173 등이 현지에서의 비정규전과 암살,
사보타지, 정보수집 등의 특수전, 비밀작전 등을 수행하였다. 이외에도 체
첸 인들로 구성된 Chechen Detachment, 코삭인들로 구성된 Cossack
Detachment, 체첸인들과 코삭인들 350명 이상의 연합부대인 The 305
Special Forces Detachment 등의 독자적인 게릴라 전 또는 비정규전 부
대가 활동하며, 정보임무를 위해 Special Intelligence Operations 정보
부대가 편성되어 현지에서 활동하였다. 이후에 다시 산악 부대인
Mountain Faction과 동부 대대인 East Battalion이 설치되어 운용되었
다. 남 오셰티아 작전에서는 제2, 제10, 제22 특수전 여단(The 2nd, the
10th, the 22nd special forces brigades)과 동부 대대가 함께 대테러 작
전에 투입되었다.55)

54) Global Security website,“Main Intelligence Administration (GRU: Glavnoye
Razvedyvatelnoye Upravlenie).”
(http://www.globalsecurity.org/intell/world/russia/gru.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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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비상사태부
비상사태부는 Ministry of Emergency Situations이며 러시아 식 표기
로는 Министерство по чрезвычайным ситуациям 또는 줄
여서 МЧС로 부른다. 이 기관의 정식 명칭은 영어식 표기로는 The
Ministry of the Russian Federation for Affairs for Civil Defence,
Emergencies and Elimination of Consequences of Natural
Disasters이며 이의 러시아식 명칭은 Министерство Россиипо д
елам гражданской обороны, чрезвычайным ситуациям
и ликвидации последствий стихийных бедствий이다.
국제적으로는 Emergency Control Ministry에서 파생된 EMERCOM으
로 불리기도 한다.
비상사태부는 1994년 옐친 대통령에 의해 설치되었다. 이 기관은 미국
의 FEMA(Federal Emergency Management Agency)나 해양경찰을 제
외한 우리나라의 국민안전처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이 기관의 주요임
무는 민방위와 수색, 구조 등이며 재난 또는 재해 대응, 관리의 임무를 수
행한다. 대테러 활동과 관련해서는 주로 테러사건 발생 시 이 기관의 주요
임무에 해당하는 소방, 수색, 구호, 구조 등의 임무를 수행하도록 되어 있
다. 이러한 임무수행을 위해 비상사태부 산하에 소방업무를 담당하는 소
방국(Russian State Fire Service)과 항공기를 이용한 구조를 담당하는
중앙 항공-이동 구조팀(Central Air-Mobile Rescue Team), 인적, 자연
적 원인에 의한 재난, 재해 상황 중 민방위를 목적으로 한 (군 병력으로 구
성된) 민방위부대(Civil Defense Troops), 그리고 수색, 구조 임무를 수행
하는 수색구조국(Search and Rescue Service) 등이 있다.56)

55) S. Kozlov,“GRU special forces (Spetsnaz): 1998-2010,”Agentura.Ru., 2010.
(http://www.agentura.ru/english/spetsnaz/gru1998-2010/).
56) EMERCOM of Russia websi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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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대테러 활동을 위한 컨트롤 타워
러시아의 대테러 컨트롤 타워로 간주될 수 있는 것은 두 곳이 있다. 하나
는 Natioanl Antiterrorism Committee(NAK)이라는 곳이고 다른 하나
는 Interagency Commission to Counteract Extremism in
Russia(ICCE)라고 부르는 곳이다. 전자는 FSB가 주도하는 반면 후자는
MVD가 주도한다. 전통적으로 러시아의 대테러 활동은 FSB가 주도했다.
FSB는 소비에트 시절 KGB의 반테러 부서를 승계하였고 1998년 대테러
법 이후로 계속해서 가장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해왔다. 하지만 2003년 이
후부터는 MVD가 점차 북 코카서스 지역을 포함한 지역의 현장작전 부서
를 통제하면서 대테러 활동의 핵심기관으로 부상했다. 특히 2003년 MVD
는 기관내의 조직범죄 부서와 반테러 부서를 통합하여 GUBOP라는 조직
범죄 유닛을 구성함으로서 기관의 대테러 활동에서의 위상을 강화했다.
현재는 FSB와 MVD가 대테러 활동 분야에서 경쟁관계에 있는 듯하며, 이
들 기관들의 권한과 책임은 뚜렷이 나눠지지 않고 많은 경우에 중복되어
있다. FSB와 MVD 이외에도 대테러 활동에 참여하는 기관들은 SVR, 비
상사태부, 국방부와 GRU, 그리고 FPS(Federal Protective Service) 등
이 있다.57)

가. The National Antiterrorism Committee(NAK)
NAK은 우리말로 국가 반테러 위원회로 번역될 수 있다. NAK은 1998
년“On Combating Terrorism”
법을 대체한 2006년“The Law on

57) Agentura. Ru,“New counter-terrorism targets: Jamaats in Tatarstan”
;
Omelicheva,“Russia’
s counterterrorism policy: Variations on an imperial
theme”
; Roudik,“Russia: Government takes measures against extremism”
;
Sinai,“Russian counterterrorism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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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unteraction to Terrorism”
법과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2006년 대통령
칙령에 의해 설치되었다. NAK은 2004년 베슬란 참사에서 나타난 각 대
테러 관련 기관들 간의 지휘통제와 협력, 조율의 심각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취지로 설치되었다. 따라서 NAK은 모든 연방레벨의 반테러 또는 대
테러 정책과 활동들을 조율하기 위한 목적을 가진다.58)
NAK은 미국의 DNI(Director of National Intelligence) 산하의
NCTC(National Counterterrorism Center)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NAK은 17개의 대테러 관련 연방 보안기관들과 지방행정단위의 각 지역
대테러 위원회들(regional counterterrorism committees)들의 정책과
활동, 작전 등을 조율한다. NAK의 수장인 위원회 의장은 FSB의 수장이
겸직한다.59) NAK에 포함된 FSB 이외의 주요 대테러 관련 기관들은 SVR,
MVD, 비상사태부, 국방부 등이 있다. NAK의 조직구조는 중앙에 연방작
전본부(Federal Operational Headquarters)가 있으며 각 지역단위별로
작전본부(Operational Headquarters)들이 존재한다. 중앙의 연방작전본
부는 FSB의 수장의 직접 지휘통제를 따르며, 각 지역단위의 작전본부들
은 해당 지역 FSB 지부장의 지휘통제를 따른다. 그리고 지역 작전본부들
은 중앙작전본부에 통합된다.60) NAK의 주요 임무는 테러공격의 예방과
테러용의자 수사, 체포, 그리고 테러사건 피해의 최소화 등이며 이를 위해
모든 정보기관들과 법 집행 기관들을 조율한다. 실제 작전레벨에서는 군
사 활동을 포함한 정보, 법 집행 등의 일체의 대테러 작전활동을 수행한
다. 대테러 부대와 자원들의 사용이 필요할 경우 대테러 작전들을 기획하
고 통제하는 임무를 수행한다. 이 밖에도 국제협력과 대테러 정책에 관해
대통령에 정책제안을 준비하고 대테러 법률을 개선하며, 대테러 위협에

58) Sinai,“Russian counterterrorism policy.”
59) Ibid.
60) Agentura. Ru,“New counter-terrorism targets: Jamaats in Tatarst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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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공공의 인식을 제고하며, 대테러 위협을 제거한다.61)

나. Interagency Commission to Counteract Extremism(ICCE)
ICCE는 우리말로 극단주의 대응 합동위원회로 번역될 수 있다. ICCE는
러시아 내 극단주의 활동들에 대응하기 위한 정부기관들 간의 소통과 협
력, 조율의 필요 때문에 2011년 러시아 연방 대통령 칙령 988호(Decree
of the Russian Federation President No.988)에 따라 설치되었다. 러
시아는 연방법에 따라 기독교(러시아 정교), 이슬람, 유대교, 불교 등이 러
시아의 역사적인 유산의 제거될 수 없는 부분으로 공식종교로 인정된다.62)
이 때문에 연방법은 성경(Bible), 코란(Quran), 타낙(Tanakh), 그리고 캉
기르(Kangyur) 등과 관련 내용과 인용들을 극단주의 자료들로 간주하지
않으며 공식적으로 인정한다. 이 외에 다른 극단주의 활동들은“극단주의
활동들에 대한 대응에 관한 연방법률 개정안들에 관한 연방법(Federal
Law On Amendments to Federal Law On Countering Extremist
Activities)”
에 따라 불법화된다.63) 현재 러시아에서 주요한 불법 극단주의
위협으로 간주하는 것은 체첸을 포함한 북 코카서스와 러시아 남부 타타
르스탄과 인근 지역, 그리고 우즈베키스탄과 카자흐스탄에 인접한 중앙아
시아 일대 러시아 지역에 확산되는 이슬람 살라피 극단주의이다. 살라피
극단주의는 러시아 연방법에서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이슬람 종교에 포함
되지 않는 불법 극단주의로 간주된다. 구체적으로 러시아 정부에서 제거
되어야할 극단주의로 간주하는 주요 세력들은 체첸 반군들과 북코카서스
일대의 이슬람 살라피 세력, 러시아 내 알 카에다와 IS 등의 연계세력, 그
61) National Antiterrorism Committee website. (http://en.nac.gov.ru/); Sinai,
“Russian counterterrorism policy.”
62) Roudik,“Russia: Government takes measures against extremism.”
63) Amendments to law on counteracting extremist activities, 2015.
(http://en.kremlin.ru/acts/news/50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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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고 히즈 붙-타흐리르(Hizb ut-Tahrir: 영어로, Party of Liberation)
세력 등이다.64)
ICCE는 MVD가 주도하는 기관 간 통합기구이다. 그 구성을 살펴보면
MVD 장관이 수장인 위원장이 된다. 이 위원회에는 법무부(Ministry of
Justice), 국가 수사 위원회(National Investigation Committee), FSB
등의 법 집행 관련 기관들을 포함하며, 이 밖에도 문화부(Ministry of
Culture), 교육부(Ministry of Education), 관광부(Ministry of
Tourism), 통신부(Ministry of Communications) 등의 부처들과 연방
정보기관들(federal intelligence agencies)과 세관기관(customs), 그리
고 국세기관(tax services) 등이 포함된다. 또한 러시아의 공식 종교들인
러시아 정교, 이슬람, 유대교, 불교 등의 종교별 대표들이 이 위원회에 참
여할 수 있다. 위원회는 15개 이상의 정부기관들의 극단주의 대응 활동을
조율한다.65)

IV. 맺음말
이 논문은 러시아의 테러위협의 역사적 배경과 현황, 그리고 주요 대테
러 관련 기관들과 기구들, 대테러 활동들을 소개하기 위한 목적을 가진다.
러시아는 우리의 핵심 이웃 국가들 가운데 하나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러시아의 테러리즘과 대테러와 관련한 사항들이 우리에게는 잘 알려져 있
지 않은 것처럼 보인다. 우리나라는 최근 테러방지법의 통과로 본격적으
64) Agentura. Ru,“New counter-terrorism targets: Jamaats in Tatarstan”
;
Pale,“Threat of terrorism in Central Asia”
; Yun,“The Chechen Cauldron,”
pp.31-37.
65) Roudik,“Russia: Government takes measures against extremis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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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대테러 활동과 관련된 국제협력과 공조를 수행해야 하는 입장에 있다.
이 때문에 러시아의 테러리즘과 대테러 체계와 활동에 대해 아는 것은 중
요한 것처럼 보인다.
이는 두 가지 점에서 특히 의미가 있다. 하나는 러시아와의 대테러 국제
협력 시 국정원, 경찰청, 국민안전처, 총리실 컨트롤 타워와 같은 우리나
라의 주요 대테러 관련 기관들이 러시아의 어떤 기관을 협력대상
(counterpart)으로 접촉해야 하는 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이러한 문
제는 최근 국민안전처가 장관의 러시아 방문과 함께 러시아의 어떤 기관
을 대응 협력기관으로 접촉하여야 하는가에서 실제로 대두되었다. 사실상
이 논문의 직접적 동기는 그러한 경험에서 비롯되었다. 글쓴이는 국민안
전처에 러시아의 기관에 대한 자문을 제공하면서 러시아의 테러리즘 위협
과 대테러 기관들과 컨트롤 타워에 대한 이해가 우리에게 중요하다는 점
을 인식하게 되었다.
다른 하나는 이 논문은 러시아와 우리나라 간의 대테러 협력을 위한 공
통된 관심사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우리의 경우 국내 유입된 우즈베키
스탄 또는 아프가니스탄, 파키스탄 등 중앙아시아 출신의 이슬람 극단주
의 테러용의자나 극단주의 추종자들에 대한 정보를 러시아와 공유하고 협
력할 필요가 발생한다. 특히 출처를 밝힐 수 없는 첩보에 따르면, 우리나
라에 많은 수의 우즈벡인들이 입국하여 체류하고 있으며 그 중에는 우즈
벡 기반의 IMU 조직원들도 상당수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우리는 이
부분에서 특히 러시아와 긴밀히 공조할 필요성이 있다. 러시아 역시 중앙
아시아의 이슬람 살라피 극단주의는 매우 중요하게 간주하고 있는 자국에
대한 테러위협이기 때문이다.
물론 국내에서도 러시아의 테러리즘 위협과 러시아의 대테러 대응체계
에 대한 논의가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니다.66) 2006년에 체첸 테러리즘의 현
66) Yun,“The Chechen Cauldron,”pp.3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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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에 대해 미국의 ISVG(Institute for the Study of Violent Groups) 데
이터를 사용하여 분석한 바 있다. 이 후에도 현승수는67) 2007년에 체첸전
쟁과 국제 이슬람 무자히딘 운동에 관해 연구를 수행하였으며, 손영훈은68)
2011년에 체첸-러시아 전쟁의 전개과정에 대해 러시아 정부의 국가테러
에 초점을 맞춰 분석하였다. 러시아의 대테러 관련 국가기관들은 서동주
의69) 2007년 논문에서 러시아 정보기관인 FSB를 중심으로 러시아 정보기
관의 개편과 역할 변화를 소개하고 분석한 논문에서 부분적으로 다루어진
바 있다. 하지만 이러한 논의들은 최근 경향을 반영하고 있지 못한 제한점
이 있다. 러시아의 테러리즘 위협과 대테러 관련 기관들과 컨트롤 타워들
은 2009년 이후 많은 변화와 발전이 있었다. 이 논문은 이러한 변화와 발
전 들을 충분히 반영하고 있다. 이런 점에서 이 논문은 의미가 있다. 하지
만 여전히 이 글이 러시아의 테러위협과 대테러 대응체계에 대한 개론적
인 수준의 소개에 불과하다는 점은 이 연구의 제한점이라 할 것이다. 그럼
에도 불구하고 국내에 생소한 러시아의 당면 문제와 현황을 다루고 있다
는 점에서 나름의 의미가 있다고 할 것이다. 러시아의 테러위협과 대테러
대응체계에 대한 보다 더 깊이 있고 본격적인 후속 논의들이 있기를 기대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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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rrorism threats and
counterterrorism systems in Russia
Minwoo Yun (Gachon University)

U nlike the Western allies such as the U.S. which are
familiar to us, terrorism threats and counterterrorism
systems in Russia are rarely known. Thus we may ignore
some valuable Russian experience on terrorism and
counterterrorism. It is meaningful for us to refer various
countries’experience and know-how for our construction of
counterterrorism systems. In this context, it is worth
examining and introducing the Russian case.
This article responds to such a necessity. Understanding of
the Russian case has two meanings. First, the knowledge on
the Russian case could help building our counterterrorism
systems. the Russian case could be a appropriate reference to
develop counterterrorism regulations and construct the
counterterrorism control tower. Second, such knowledge could
provide our various counterterrorism agencies and
organizations with some valuable information in case that
they seek for appropriate Russian counterparts when they
consider to cooperate mutually. Information which this article
provides could be a guideline for such nee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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