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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남중국해에서의 러시아의 역할 

▶ 발행기관: CSIS AMTI 

▶ 저    자: Richard Javad Heydarian 

▶ 일    자: 2022년 3월 25일 

▶ 개    요   

지난 몇 년 간 러시아는 남중국해에서 조용하지만 결정적인 역할을 

해왔음. 동남아시아 국가들이 점차 중국을 견제하기 시작하면서 러

시아는 기회를 틈타 역내 영향력을 확대해 온 것임. 일례로, 베트남

은 지난 20년 간 74억 달러 규모의 러시아제 군사무기를 구입했고, 

역사상 처음으로 필리핀에 러시아 무관부가 설치되었음. 하지만 러

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면서 남중국해를 비롯해 역내에서 영향

력이 상당히 축소될 것으로 전망됨. 

원문 링크 클릭 

 

2. 우크라이나 전쟁 앞에 자유주의 국가들은 단합되었는가? 

▶ 발행기관: Foreign Affairs 

▶ 저    자: Shivshankar Menon 

▶ 일    자: 2022년 4월 4일 

▶ 개    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계기로 권위주의적 국가들에 대항한 

자유진영이 공고해질 것이라는 전망이 많음. 하지만 이번 전쟁은 자

유진영 대 권위주의 진영 간 “신냉전”으로 이어지지 않을 것임. 인

도와 같은 쿼드 국가조차 對 러시아 경제제재에 동참하지 않고 있

고 있기 때문임. 지정학적 경쟁의 주무대는 유럽이 아닌 아시아임. 

아시아는 유럽과 달리 국가 간 파트너십 관계가 복잡하고 다차원적

임. 아시아 국가들은 미국 주도의 자유진영 또는 중국, 러시아 주도

의 권위주의 진영에 동참하는 대신 보다 독자적인 길을 걸을 것으

로 예상됨.  

원문 링크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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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미국 내 여론 동향은? 

▶ 발행기관: Brookings 

▶ 저    자: William A. Galston 

▶ 일    자: 2022년 4월 1일  

▶ 개    요 

가장 최근 실시된 미국 내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대다수 미국

인들은 러시아에 더 강경한 입장을 취하기를 원함. 미국인의 60% 

이상이 러시아에 경제제재를 계속 부과하는 것에 찬성하며, 52%

는 나토 연합군 방위력 강화를 위해 미군부대를 파견하는 것에 

찬성했음. 반면, 16%만이 우크라이나를 직접적으로 돕기 위해 싸

우는 것에 찬성했음. 이를 통해 우크라이나전 관련 미국 내 여론

은 역설적임을 알 수 있음.  

원문 링크 클릭  

 

4. 우크라이나 사태에 대한 일본의 전략은? 

▶ 발행기관: The Diplomat 

▶ 저    자: Yuki Tatsumi 

▶ 일    자: 2022년 3월 29일 

▶ 개    요 

2022년 들어 후미오 기시다 일본 총리는 일본의 외교정책 노선을 

“현실주의에 기반한 외교(diplomacy anchored in realism)”로 정의

했음. 일본의 정강이 발표된지 얼마 지나지 않아 러시아는 우크라

이나를 침공했고, 북한은 장거리 미사일 실험 도발을 계속하고, 

중국의 남중국해 영유권 주장은 강화되었음. 일본은 미국, G-7, 유

럽 국가들과 파트너십을 강화하면서 일본의 대외정책 노선을 명

확히 하고 있음. 일본의 국가안보전략은 2013년 이후 올해 개정

될 예정인데, 자유주의 국제질서 수호 의지를 드러냄과 동시에 미

국을 비롯한 안보 파트너십을 강화하고, 자국 방위력을 강화한다

는 내용이 포함될 예정임.  

                     원문 링크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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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brookings.edu/blog/fixgov/2022/04/01/the-american-peoples-message-to-president-biden-about-ukraine-get-tougher-but-dont-risk-war-with-russia/
https://thediplomat.com/2022/03/how-russias-invasion-of-ukraine-changed-japans-security-polic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