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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RAND 보고서) 제도를 활용한 중국의 대전략 이행 

▶ 발행기관: RAND 

▶ 저    자: Rafiq Dossani et al. 

▶ 일    자: 2021년 

▶ 개    요   

중국의 엄청난 경제성장과 함께 그들의 지역적 야심도 확대되고 있

음. 중국은 주로 새로운 이니셔티브와 제도를 활용하여 원대한 야심

을 성취하고자 하는데, 이는 애초 목표하던 바 외 부차적인 효과를 

가져오기도 함. 예를 들어, 일대일로를 통해 중국은 막대한 자금을 

개발도상국에 투자하고 있는데, 이는 중국이 개도국과 밀접한 관계

를 형성하는 데 기여함. 중국의 야심은 경제분야에 그치지 않고 정

치∙외교∙문화∙군사 분야에서 나타나고 있음. 본 보고서는 중국이 각

종 제도를 활용하여 어떻게 대전략을 수립하고 이행하고 있는지 분

석하고 있음. 

원문 링크 클릭 

 

2. 러시아-우크라이나 간 전쟁 위기 

▶ 발행기관: Carnegie Moscow Center 

▶ 저    자: Alexander Baunov 

▶ 일    자: 2021년 12월 1일 

▶ 개    요 

올해 봄, 러시아는 우크라이나-러시아 국경에 대규모 병력을 배치하

면서 긴장감을 불러일으켰음. 하지만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대화를 

미국이 중재하고, 곧이어 바이든-푸틴 간 정상회담을 통해 위기는 

해소되었음. 러시아-우크라이나 분쟁의 핵심은 ‘돈바스’ 지역인데, 우

크라이나 영토 내에 위치한 지역이지만 러시아가 자국 인구를 보호

한다는 명목 하에 군사적으로 개입할 것이라는 위기감이 들고 있음. 

러시아는 ‘돈바스’ 지역에서의 전쟁 발발시 미국이 개입하지 않을 

것임을 선포하기를 바라고 있음.  

원문 링크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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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rand.org/pubs/research_reports/RRA1653-1.html
https://www.rand.org/pubs/research_reports/RRA1653-1.html
https://carnegiemoscow.org/commentary/85892?utm_source=ctw&utm_medium=email&utm_campaign=buttonlink&mkt_tok=MDk1LVBQVi04MTMAAAGBHHWzzv_vBEmWgpjLIMM9p8G42v3z7rahu-kO8c6YG9etyBbAEH2IdUw79aea_9K6e9CsatAGNkDzNsuJbgM8nLrALkkosPlveWOGuOcWJsvXu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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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대담) AUKUS와 변화하는 인도-태평양 지역 

▶ 발행기관: CSIS 

▶ 저    자: Michael Green, Rory Medcalf 

▶ 일    자: 2021년 12월 3일  

▶ 개    요 

흔히 AUKUS에 대해 미국과 영국이 호주에 핵추진 기술력을 제공

하는 협정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 AUKUS는 더 포괄적인 안보동

맹 파트너십임. AUKUS는 호주가 주도해서 맺어진 파트너십인데, 

점증하는 중국의 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것임. 미국과 

영국도 분명 AUKUS를 통해 중국을 견제하려는 의도가 있음. 본 

대담을 통해 두 학자는 인도-태평양 전략과 AUKUS의 형성과정을 

설명하고 준제국주의적인 행동을 보이고 있는 중국에 대항한 전

략임을 강조하고 있음. 

원문 링크 클릭  

 

4. 한국의 제한적인 對 아세안 외교 

▶ 발행기관: The Diplomat 

▶ 저    자: Adam Gadd 

▶ 일    자: 2021년 12월 1일 

▶ 개    요 

최근 실시한 설문조사에 의하면 ASEAN 국가들이 제일 선호하는 

안보 파트너로 일본을 선택했음. 한국은 총 설문대상 7개국 중 7

위를 기록했음. 이러한 설문결과는 의문을 자아냄. 왜냐하면 일본

과 많은 동남아시아 국가들은 식민지배의 역사를 갖고 있기 때문

임. 나아가 한국과 ASEAN의 이익이 많은 분야에서 부합함. 이러

한 설문결과를 설명하는 한 가지 이론은 바로 ASEAN과 한국 두 

행위자 모두 미-중 사이 모호한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는 점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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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MS 카톡 채널 추가> 

 

https://www.csis.org/analysis/aukus-and-changing-dynamics-indo-pacific
https://thediplomat.com/2021/12/why-south-korea-fell-behind-japan-in-southeast-asia/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