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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브뤼셀 성명서  

▶ 발행기관 : 북대서양조약기구 

▶ 저    자 : 북대서양조약기구  

▶ 일    자 : 2021년 6월 14일 

▶ 개    요   

NATO 회원국들은 한 국가에 대한 위협이 전체에 대한 위협이라는 원칙과 

법치주의에 대한 공약을 재확인함. 아울러 NATO는 전방위적으로 위협에 

직면하고 있음을 공표함. 이러한 위협은 러시아와 중국으로부터의 위협, 기

후변화, 사이버 공격과 같은 비대칭 전략, 테러, 대량살상무기의 확산 및 

우주공간에서의 여러 현황을 포함함. 그 동안 국제적으로 많은 변화가 있

었고, 이러한 변화에 응하여 NATO는 새로운 계획(NATO 2030)을 발표함. 

본 계획에 의하면 NATO는 탄력성, 기술협력, 법치주의 수호를 위한 역량, 

파트너들을 지원할 수 있는 역량을 강화하는 한편, 온실가스배출의 감량을 

위해 노력하고 차기 정상회담까지 新전략개념을 수립할 것에 합의함. 

원문 링크 클릭 
 

2. 중국, 북대서양조약기구의 과장된 '중국 위협론' 비난 

▶ 발행기관 : Channel News Asia 

▶ 저    자 : AFP/ga 

▶ 일    자 : 2021년 6월 15일  

▶ 개    요 

중국 정부는 서방 동맹국들(NATO)가 중국의 위협을 과장하고 대립각을 세

우고 있다고 비난함. NATO는 기후변화에 관해 중국과 협조하겠으나, 다른 

분야에서는 중국의 공세적 행보에 우려를 표함. 중국은 NATO의 이러한 태

도가 중국의 “평화적 발전”을 비방하는 행위이며, 국제정세와 중국에 대한 

오판이자 냉전적 사고방식의 연장선이라고 비난함. 아울러 중국의 발전을 

합리적으로 보고, 다양한 형태의 '중국 위협론'을 과장하지 말며, 중국의 정

당한 이익과 법적 권리를 정치적으로 조작하는 구실로 이용하지 말라고 촉

구함. 한편 G7 정상회담에서는 중국의 인권문제가 거론되고 성명서에 반영

되었으며, 중국은 이를 강력하게 비판함.  

원문 링크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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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nato.int/cps/en/natohq/news_185000.htm
https://www.nato.int/cps/en/natohq/news_185000.htm
https://www.nato.int/cps/en/natohq/news_185000.htm
https://www.channelnewsasia.com/news/asia/beijing-accuses-nato-of-exaggerating--china-threat-theory--15017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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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바이든, 중국의 '체계적인' 위협에 맞서 나토 규합  

▶ 발행기관 : Channel News Asia 

▶ 저    자 : AFP/ec 

▶ 일    자 : 2021년 6월 15일  

▶ 개    요 

NATO 정상들은 중국의 공격적인 정책에 의해 야기되는 '체제적 도전'과 

러시아의 국제법 위반에 대응하기 위해 협력할 것을 약속함. 스톨텐베르

그 나토 사무총장은 기후 변화와 같은 세계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중국

과 협력할 것이라고 말했으나, 중국의 영향력 확대와 세계무대에서 보여

주는 공세적 행위는 NATO 안보에 있어 “도전”이 되고 있다고 설명함. 

아울러 동맹국들은 이러한 과제를 함께 해결해야 한다고 덧붙임. 한편 

바이든 대통령은 나토에 대한 강한 의지를 밝혔으며, 북대서양조약 5조

로부터 파생되는 집단안보가 “신성한 의무”라고 강조함. 한편 일부 

NATO 회원국들은 러시아에 대한 우려 또한 표명하며, 미∙중간의 경쟁으

로 인해 동유럽(러시아)문제가 등한시되어서는 아니된다고 시사함. 

원문 링크 클릭  

 

4. (RAND보고서) 러시아의 세계적인 관심과 행동  

▶ 발행기관 : RAND 

▶ 저   자 : Bruce McClintock, Jeffrey W. Hornung, Katherine Costello 

▶ 일    자 : 2021년 6월 15일 

▶ 개    요 

냉전이 끝난 이후 미국은 유일한 초강대국 지위를 향유해옴. 하지만 러

시아는 이러한 현상을 인정하지 않았으며, 지난 25년 동안 자국 영토를 

넘어 해외에까지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능력의 복원을 위해 노력해옴. 

이를 위해 러시아는 기회주의적 행동과 실용적이고 거래적인 관계를 기

반으로 한 접근 방식을 통해 선별적으로 강대국 지위를 재확립하고자 

노력하고 있음. 러시아는 중동과 북아프리카, 인도-태평양, 북극에 집중

하는 한편 아프리카와 중남미에서도 관계를 발전시키고 있음. 러시아의 

이러한 행보를 이해하는 것이 향후 미국이 세계적 전략을 이행하고 각

지에서의 대응 능력을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음.  

                     원문 링크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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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channelnewsasia.com/news/world/biden-rallies-nato-against-systemic-china-threat-15014064
https://www.rand.org/pubs/perspectives/PE327.html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