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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우크라이나 위기가 중국에 줄 교훈은 무엇인가? 

▶ 발행기관: Bloomberg 

▶ 저    자: Peter Martin 

▶ 일    자: 2022년 2월 12일 

▶ 개    요   

미 국무장관 안토니 블링컨은 유럽에서 우크라이나 위기가 고조되

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호주 방문을 강행하기로 함. 동유럽에 전쟁의 

그림자가 드리워져도 인도-태평양 지역에 대한 관심을 잃지 않겠다

는 의지의 표현으로 해석됨. 나아가 중국이 우크라이나 위기를 면밀

히 관찰하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은 잘못된 신호를 주지 않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 특히, 미국은 NATO 회원국과의 정책적 공조가 중요

하다고 보고 있는데, 러시아를 억제하는 데 가장 중요한 요소일 뿐

만 아니라, AUKUS와 QUAD를 비롯한 인도-태평양 지역의 소다자주

의의 향방과도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임.  

원문 링크 클릭 

 

2. 북한의 “만능보검(all-purpose sword)” 

▶ 발행기관: Foreign Policy 

▶ 저    자: Benjamin R. Young 

▶ 일    자: 2022년 2월 9일 

▶ 개    요 

김정은 위원장은 최근 핵·미사일 능력과 더불어 사이버 능력을 북한 

인민군의 “만능보검(all-purpose sword)”이라 했음. 지난 2014년, 미

국의 소니픽처스를 대상으로 대규모 해킹공격을 감행한 이후, 영국 

보건부와 암호화폐 거래소 등을 잇달아 공격하면서 북한 사이버 능

력의 실체가 드러나고 있음.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북-중 무역이 

사실상 차단된 상황에서 북한은 가상화폐 탈취 등을 통해 자금벌이

도 하고 있음.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는 북한의 점증하는 사이버 

위협의 실체를 파악하고 대응방안을 마련해야 함. 

원문 링크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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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bloomberg.com/news/articles/2022-02-11/u-s-sees-china-watching-ukraine-showdown-as-a-proxy-for-taiwan
https://www.bloomberg.com/news/articles/2022-02-11/u-s-sees-china-watching-ukraine-showdown-as-a-proxy-for-taiwan
https://foreignpolicy.com/2022/02/09/north-korea-knows-how-important-its-cyberattacks-a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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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행사) 지정학적 기로: 호주, AUKUS, 그리고 새로운 불확실성 

▶ 발행기관: Chatham House 

▶ 저    자: Chatham House 

▶ 일    자: 2022년 3월 10일  

▶ 개    요 

공세적인 중국의 부상과 함께 호주는 지정학적 기로에 직면하게 

되었음. 최대 교역국인 중국과의 관계가 지속적으로 악화되자 호

주는 자신의 역내 위치와 역할에 대한 재평가를 하게 된 것임. 호

주는 미국, 영국과 AUKUS를 체결하고, 일본, 인도, 미국과 함께 

QUAD에 참여하며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의 최전선에 서게 되

었음. 이와 동시에 호주는 중국을 비롯한 주변국과의 경제적 관계 

강화를 위해 RCEP과 CPTPP에 참가하였음. 본 웨비나는 지정학적 

기로에 있는 호주의 대외정책을 평가할 예정임.     

원문 링크 클릭  

 

4. 중국-러시아의 세계질서 재편 의지 

▶ 발행기관: NBC News 

▶ 저    자: Alexander Smith 

▶ 일    자: 2022년 2월 15일 

▶ 개    요 

중국의 시진핑 대통령과 러시아의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은 2월 

4일 개최된 베이징 동계올림픽 개막식에서 나란히 등장했음. 전

세계적으로 민주주의가 쇠퇴하고 있고, 미국이 아프가니스탄 철군

을 통해 국제무대에서 한 걸음 물러서는 모습을 보이자 중국과 

러시아가 전면에 나서며 세계질서를 재편하려는 의지를 보인 상

징적인 장면이었음. 바이든 행정부의 출범 이후 미국이 국제사회

에서 리더십을 회복할 것으로 전망했지만 코로나-19를 비롯한 각

종 국내문제로 인해 발목이 잡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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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MS 카톡 채널 추가> 

 

https://www.chathamhouse.org/events/all/research-event/geopolitical-crossroads-australia-aukus-and-new-uncertainties
https://www.nbcnews.com/news/world/russia-china-forge-closer-ties-us-preoccupied-struggles-home-rcna157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