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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프랑스: 유럽과 인도-태평양 사이의 다리인가?  

▶ 발행기관 : CSIS 

▶ 저    자 : Pierre Morcos 

▶ 일    자 : 2021년 4월 1일 

▶ 개    요   

프랑스는 인도-태평양 지역의 국가들과 유럽을 연결하는 가교 역할을 하고

자 함. 프랑스는 인도-태평양에 영토를 소유하고 있고(따라서 자유경제구역

은 세계 2위임), 국방산업 교류 및 무역투자 부문에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음. 따라서 인도-태평양은 프랑스에게 중요한 지역이고 2018년 유럽에서

는 처음으로 “인도-태평양” 개념을 도입함(참고로, 프랑스에게는 “태평양” 

보다는 “인도양”이 상대적으로 더 중요함). 최근 프랑스는 중국의 공세적인 

행보에 우려를 표하고 있음. 따라서 프랑스는 다음과 같이 3가지 중요 정

책을 강조하고 있음. 첫째, 일본∙한국∙미국과 같은 민주주의 가치를 공유하

는 국가들과 군사적 교류를 통해 지역의 군사 균형을 개선. 둘째, 인도-태

평양에서의 다자주의의를 강력하게 지지. 셋째, 유럽과 인도-태평양간의 교

류를 적극 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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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일본과 독일, 4월에 1차 '2+2 회담' 개최 예정 

▶ 발행기관 : CNA 

▶ 저    자 : Reuters/ga 

▶ 일    자 : 2021년 4월 5일  

▶ 개    요 

일본과 독일의 외무·국방장관이 4월 중순(잠정일자: 4월 16일)에 온라인으

로 "2+2 회담”을 열 예정이라고 요미우리신문이 월요일 (4월 5일) 보도함. 

사상 처음으로 개최되는 "2+2 회담”은 점점 더 강경해지고 있는 중국에 

맞서 "자유롭고 개방적인 인도-태평양"을 위한 방안 논의를 목표로 할 것

으로 예상됨. 미국과 일본 등 다수 국가들은 중국이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점점 더 공격적인 외교 정책을 취하는 것에 우려를 표하고 있음. 8월에는 

독일 호위함이 아시아를 향해 출항할 것으로 예상됨. 마지막으로 독일 군

함이 남중국해를 항해한 것은 2002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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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csis.org/analysis/france-bridge-between-europe-and-indo-pacific
https://www.csis.org/analysis/france-bridge-between-europe-and-indo-pacif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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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channelnewsasia.com/news/asia/japan-and-germany-to-hold-first-2-plus-2-dialogue-talks-in-april-145583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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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중국의 일대일로와 미국이 나아가야 할 길 

▶ 발행기관 : Council on Foreign Relations 

▶ 저    자 : Jacob J. Lew, Gary Roughead, Jennifer Hillman and David 

Sacks 

▶ 일    자 : 2021년 3월 17일  

▶ 개    요 

중국의 일대일로 구상은 원래 중국 해안선의 도시들과 내륙지방∙인접국

들간의 교류를 활성화하여 경제적 안정성을 도모하는 것에서 출발함. 최

근에는 일대일로가 더 세계적인 규모로 발전하였음. 한편 일대일로는 여

러가지 문제점들을 야기할 수 있는데, 중국이 서방을 대체하여 세계경제

의 중심이 될 수 있음은 물론, 세계경제 자체를 불안정하게 만들 수도 

있음. 미국이 그 동안 일대일로 지역에 관심을 두지 못했던 점과 기술적 

투자를 소홀히 했던 점들을 반성해야 함. 일대일로는 세계적인 관심을 

필요로 하며, 중국의 행위가 야기할 수 있는 여러 문제점들을 토의함과 

동시에 여러 대안책을 제시해야 함. 특히 미국의 투자와 (일대일로의 문

제점들을 알리는) 홍보활동이 중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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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필리핀 포함 다수 국가들, 중국해상민병대 활동 비난  

▶ 발행기관 : Indo-Pacific Defense Forum 

▶ 저    자 : FORUM Staff 

▶ 일    자 : 2021년 4월 10일 

▶ 개    요 

중국의 해상민병대로 추정되는 200척 가까이 되는 선박들이 필리핀 해

역에 출몰함. 필리핀은 “주권순찰(sovereignty patrol)”을 위해 해당 지역

에 해군함정을 전개함. 필리핀은 또한 중국의 행위가 (남중국해를 대상

으로 주권을 주장하는 중국의 입장을 반박한) 2016년 국제법원의 판결

에 저촉된다고 강조하며 관련국들과 더불어 중국을 비난함. 필리핀과 함

께 우려를 표한 나라들은 베트남, 일본, 캐나다, 뉴질랜드, 미국, 그리고 

유럽연합임. 중국의 이러한 행위는 새로운 현상이 아니지만, 규모가 매

년 커지고 있는 실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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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cfr.org/report/chinas-belt-and-road-implications-for-the-united-states/
https://ipdefenseforum.com/2021/04/philippines-allies-denounce-ccps-maritime-militia-encroachmen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