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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NATO회담과 바이든 대통령 성명서  

▶ 발행기관 : 백악관 

▶ 저    자 : 백악관 

▶ 일    자 : 2022년 3월 24일 

▶ 개    요   

우크라이나를 대상으로 침략 전쟁을 일으킨 러시아에게 반드시 책임을 물을 

것이다. NATO는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에 대항할 수 있도록 점진적으로 상당량

의 지원을 할 것이다. 미국은 이미 10억 달러 상당의 무기원조를 우크라이나

에게 제공할 것을 결정하였고, 다른 동맹국들도 마찬가지로 우크라이나에게 

물적 지원을 해줄 것을 기대한다. 동시에 NATO는 (러시아에 인접한) 동쪽 측

면의 방어를 강화하기 위해 노력 중이다. 슬로바키아, 루마니아, 불가리아, 헝

가리에서 새로운 전투부대를 창설한 것이 그것을 입증하고 있다. NATO는 조

만간 새로운 위협에 대응할 수 있도록 새로운 전략개념을 도입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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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구석에 몰린 푸틴은 최후의 수단을 사용할 것인가? 

▶ 발행기관 : Bloomberg 

▶ 저    자 : Peter Martin  

▶ 일    자 : 2022년 3월 25일  

▶ 개    요 

우크라이나에서 러시아는 수도 키우를 장악하기는 커녕 계속하여 수세적인 태

세에 몰리고 있다. 전쟁의 양상이 러시아가 예상했던 것과는 너무 다른 것이다. 

이 상황에서 미국의 일부 관리 및 전문가들은 러시아의 향후 행보에 관하여 비

관적이다. 푸틴은 삐딱한 면이 있다. 구석에 몰리면 꼬리를 내리는 것이 아니

라, 오히려 더 덤벼든다는 것이 그들의 의견이다. 따라서 푸틴은 향후에 우크

라이나를 대상으로 무차별 폭탄 투하, 화학무기의 사용 혹은 전술핵무기의 사

용까지 고려하고 있을 수 있다. 실제로 푸틴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이후에 러

시아의 핵전력을 “특수” 임무태세로 전환시켰고, 최근에는 러시아 에너지를 러

시아 통화(루블)로 지불을 하라고 윽박을 지르는 등 공격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물론 푸틴이 실제로 갈등을 고조시킬 경우 미국과 서방은 강력하고 단합

된 대응을 할 것이라고 미국은 자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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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중국과 솔로몬 군도간의 안보조약?  

▶ 발행기관 : Reuters 

▶ 저    자 : Kristi Needham and Lucy Craymer 

▶ 일    자 : 2022년 3월 26일  

▶ 개    요 

솔로몬 군도가 중국과 일련의 안보 합의문을 서명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음

을 밝혔다. 동 합의문이 서명될 경우 그 동안 미국과 미국의 동맹국들이 독

차지 하 듯이 했던 해양영역에 중국이 진입하게 될 것이다. 솔로몬 군도의 

정부는 안보의 다양화와 경제적 이익을 확대하기 위해 이러한 결정을 내렸

다고 설명하고 있다. 반면 미국은 이러한 결정이 태평양에서 중국의 일방적

이고 자의적 행보를 독려할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호주와 뉴질랜드 또

한 우려를 표했다. 특히 호주는 솔로몬 군도의 결정이 호주 국익에 악영향

을 미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합의문의 일부가 유출되면서 솔로몬 군도를 돕

기 위해 중국이 경찰력과 군사력을 동원할 수 있음이 알려짐에 따라 우려가 

더해지고 있다. 하지만 중국은 이러한 합의문에 대한 과잉반응을 삼가 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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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러시아의 사이버 공격이 초래할 수 있는 최악의 시나리오 

▶ 발행기관 : Foreign Affairs 

▶ 저   자 : Jacquelyn Schneider 

▶ 일    자 : 2022년 3월 7일 

▶ 개    요 

예상과는 달리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대상으로 대규모 사이버공격을 자행

했다는 증거가 현재까지 발견되지 않고 있다. 여러가지 이유가 있겠으나, 앞

으로 어떻게 될지에 주목해야 한다. 최악의 경우 러시아의 사이버 공격으로 

인해 서유럽 심지어 미국까지 전쟁에 휘말릴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우려

가 되는 시나리오는 2건이다. 하나는 군사적 가치가 있는 미국의 (혹은 러시

아의) 주요기반 시설이 공격을 당하고, 양국이 이에 따라 보복을 하는 경우. 

두번째는 핵무기 통제 시스템이 해킹 당할 것을 우려한 나머지 선제적으로 

공격을 하는 경우이다. 이것은 최악의 시나리오이다. 여기서 중요한 변수가 

해당 국가의 회복력과 결정권자들의 성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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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reuters.com/world/asia-pacific/australian-defence-minister-says-china-base-solomons-would-be-concerning-2022-03-25/?utm_source=dailybrief&utm_medium=email&utm_campaign=DailyBrief2022Mar25&utm_term=DailyNewsBrief
https://www.foreignaffairs.com/articles/ukraine/2022-03-07/biggest-cyber-risk-ukraine?utm_medium=partners&utm_source=authors&utm_campaign=guestpass&utm_term=AcademicBulleti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