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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푸틴 독트린’이란 무엇인가? 

▶ 발행기관: The Washington Post 

▶ 저    자: Hal Brands 

▶ 일    자: 2022년 1월 6일 

▶ 개    요   

푸틴이 우크라이나를 침공하지 않는 대가로 제시하고 있는 요구사

항들을 통해 ‘푸틴 독트린’이 무엇인지 알 수 있음. 핵심은 바로 서

방세계가 구소련 지역과 동유럽에서 러시아의 영향력을 인정하는 

것임. 나아가, 나토(NATO)가 동진(東進)을 중단할 것, 미국이 유럽 

전역에서 핵무기 배치를 지양할 것, 그리고 동유럽에서 미국이 떠날 

것 등임. 이에 굴복한다면 결과적으로 나토는 약화될 것이며 동유럽

은 러시아의 영향력 아래 들어가게 될 것임. 푸틴은 옛 소련의 영광

을 재현하려 하고 있음. 

원문 링크 클릭 

 

2. 호주-일본 간 ‘원활화 협정(RAA)’ 체결 

▶ 발행기관: Reuters 

▶ 저    자: Sonali Paul et al. 

▶ 일    자: 2022년 1월 6일 

▶ 개    요 

최근 호주와 일본은 ‘원활화 협정(Reciprocal Access Agreement)’을 

체결하면서 안보 파트너십을 강화했음. 호주의 스캇 모리슨 총리와 

일본의 후미오 기시다 총리는 화상회의를 통해 협정에 서명하면서 

중국의 군사적 위협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했고, 군사분야에서 협력

을 강화하기로 했음. 협정은 양국 군이 연합훈련을 진행할 때나 공

동으로 재난구호작전을 전개할 때 각종 행정절차를 간소화하는 것

을 목표로 함. 일본이 미국 외 외국군과 RAA 협정을 체결하는 것은 

호주와의 RAA가 최초임.  

원문 링크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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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washingtonpost.com/business/the-putin-doctrine-becomes-clear-in-ukraine-and-kazakhstan/2022/01/06/831745be-6f36-11ec-b1e2-0539da8f4451_story.html
https://www.washingtonpost.com/business/the-putin-doctrine-becomes-clear-in-ukraine-and-kazakhstan/2022/01/06/831745be-6f36-11ec-b1e2-0539da8f4451_story.html
https://www.reuters.com/world/asia-pacific/japan-australia-sign-defence-cooperation-pact-2022-01-06/
https://www.reuters.com/world/asia-pacific/japan-australia-sign-defence-cooperation-pact-2022-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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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중국의 핵전력 현대화 

▶ 발행기관: CNAS 

▶ 저    자: Jacob Stokes 

▶ 일    자: 2022년 1월 4일  

▶ 개    요 

중국은 2030년까지 약 1,000개의 핵탄두 보유를 목표로 하고 있

음. 이는 미국이 갖고 있는 3,800개 핵탄두의 약 1/4 수준임. 나

아가, 중국은 극초음속 무기체계를 지속 시험하고 있고, 수백개의 

미사일 격납고를 건설하고 있음. 중국이 이와 같이 핵전력을 현대

화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표면적인 이유는 핵억제력 공고화임. 그

러나 중국은 미국과 러시아와 동등한 수준의 핵전력을 보유함으

로써 그들과 동등한 지위에 서길 바라며, 세계적인 군사강국 건설

을 통해 중국공산당 정권의 국내적 정당성 강화를 바라고 있음. 

원문 링크 클릭  

 

4. 터키-방글라데시 간 대테러리즘 MOU 체결 

▶ 발행기관: The Diplomat 

▶ 저    자: Ozair Islam 

▶ 일    자: 2022년 1월 11일 

▶ 개    요 

지난 1월 8일, 터키와 방글라데시는 MOU를 체결하면서 안보 협

력관계를 강화했음. 두 국가는 테러리즘과 불법 마약거래 등에 대

응하고자 MOU를 체결했다고 밝힘. 터키는 지난 2019년 신아시

아 이니셔티브(Asia Anew Initiative)를 발표하면서 방글라데시와의 

관계 강화를 모색해왔음. 특히 긴밀한 정보 공유를 골자로 하고 

있는 본 양해각서는 장기적인 측면에서 안보분야 외 협력으로 이

어질 가능성이 큼. 특히, 방글라데시는 경제발전을 위해 터키의 

거대한 시장에 진입하고자 하고, 터키는 방글라데시의 지정학적 

중요성을 인식함과 동시에 극단주의 세력에 대항하기 위해 정보

공유가 필수적임.  

                     원문 링크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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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MS 카톡 채널 추가> 

 

https://www.cnas.org/publications/commentary/chinas-nuclear-buildup-is-about-more-than-nukes
https://thediplomat.com/2022/01/bangladesh-turkey-sign-new-security-and-counterterrorism-deal/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