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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나토-러시아 간 기본협정은 유예되어야 하는가? 

▶ 발행기관: The Hill 

▶ 저    자: Daniel Fried et al. 

▶ 일    자: 2022년 6월 7일 

▶ 개    요   

1997년 당시 나토는 러시아와 기본 협정(Founding Act)에 합의했음. 

이를 통해 나토는 신규 회원국의 영토에 핵무기를 배치하지 않을 

것과 영구 주둔군을 배치하지 않을 것을 약속했음. 하지만 러시아는 

계속된 군 현대화, 사이버공격, 허위정보 유출 등을 통해 서방을 적

대시했고, 2014년 크림반도 점령을 통해 합의내용을 위반했음. 이후 

러시아는 올해 우크라이나를 무력침공했음. 따라서 나토는 

Founding Act를 유예(suspend)하고, 러시아의 위협에 직면한 나토 

회원국에 주둔군을 배치함으로써 러시아를 억제해야 함. 물론, 러시

아가 규칙에 기반한 국제질서의 원칙을 따를 때 유예된 합의내용을 

복원할 수 있음.  

원문 링크 클릭 

 

2. 미국 해군의 전략 발전 방향은 무엇인가? 

▶ 발행기관: The National Interest 

▶ 저    자: John Cohen  

▶ 일    자: 2022년 6월 13일 

▶ 개    요 

미국은 2차 대전 이후 바다를 지배해왔으며, 제해권을 통해 공해 상 

자유항행을 보장해왔음. 오늘날 미국 해군은 위와 같은 전략환경 속

에서 탄생했고, 이는 항모전단과 같은 대형 함정들의 밀집형 구성으

로 이어졌음. 하지만 A2/AD 능력의 제고로 인해 대규모 함정들은 

손쉬운 표적이 되어버렸음. 이에 따라 미국은 분산형 작전 개념을 

발전시키고 있으나 아직까지 미진한 부분이 많음. 따라서 미국은 변

화하는 해상전 성격에 따라 변모할 필요가 있음.  

원문 링크 클릭 

제 93호  

2022년 6월 16일 

 

1. 해양이슈와 정책(1) 

2. 해양이슈와 정책(2) 

3. 해양이슈와 정책(3) 

4. 해양이슈와 정책(4) 

https://thehill.com/opinion/international/3514801-nato-russia-its-time-to-suspend-the-founding-act/?utm_campaign=Brookings%20Brief&utm_medium=email&utm_content=216211935&utm_source=hs_email
https://thehill.com/opinion/international/3514801-nato-russia-its-time-to-suspend-the-founding-act/?utm_campaign=Brookings%20Brief&utm_medium=email&utm_content=216211935&utm_source=hs_email
https://nationalinterest.org/feature/us-navy%E2%80%99s-distributed-lethality-strategy-misses-mark-202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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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보고서) 중국의 아프리카 내 영향력 확대 

▶ 발행기관: NBR 

▶ 저    자: Nadege Rolland ed. 

▶ 일    자: 2022년 6월 

▶ 개    요 

중국의 정치적 영향력 확대란 공산당의 목표 달성을 위해 유리한 

전략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뜻함. 아프리카 내 중국의 정치적 영

향력 확대는 여러 형태를 띤다. 일례로, 중국은 아프리카 내 거주 

중인 중국인들로 하여금 양자 간 가교역할을 도맡게 하고, 경제적 

레버리지 등을 통해 현지 엘리트를 활용하여 아프리카 내 對 중

국 여론을 호의적으로 만들고자 함. 궁극적으로 중국은 공산당 정

권의 원칙과 선호에 부합하는 아프리카 내 정치적 환경을 조성하

고자 함.  

원문 링크 클릭  

 

4.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 본 푸틴의 장기 에너지 전략 

▶ 발행기관: Carnegie Europe 

▶ 저    자: Olivia Lazard 

▶ 일    자: 2022년 6월 14일 

▶ 개    요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 우리는 푸틴의 지정학적 계산에 대해 더 

상세히 알 수 있게 되었음. 푸틴은 몇 해 전부터 이미 탄화수소의 

수요가 증대될 것이라는 점과 유럽의 재생에너지 전환에 따라 희

토류와 같은 천연자원 수요가 증대될 것이라는 점을 파악하고 있

었음. 우크라이나 동부지역은 이와 같은 천연자원이 풍부함. 따라

서 푸틴의 우크라이나 침공은 천연자원을 확보하고, 다원화되고 

있는 에너지원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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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MS 카톡 채널 추가> 

 

https://www.nbr.org/publication/political-front-lines-chinas-pursuit-of-influence-in-africa/
https://carnegieeurope.eu/strategiceurope/873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