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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NATO는 러시아와 중국을 동시에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 

▶ 발행기관: Foreign Policy 

▶ 저    자: Jo Inge Bekkevold 

▶ 일    자: 2022년 7월 11일 

▶ 개    요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개최한 NATO 정상회의에서 채택된 새로운 전

략구상에서 중국의 야심과 강압적인 정책이 동맹국의 핵심이익, 가

치와 안보에 대한 도전임을 확인하였음. 그러나 중국에 집중하는 이

러한 구상은 기존의 유럽을 향한 위협에 대항하였던 과거의 전통적

인 대응방법과는 근본적으로 차이가 존재함. 저자는 금번 NATO의 

새로운 전략구상을 중국의 부상과 신냉전국제질서, 기술의 발전에 

따른 중국의 영향력 등 5가지 측면에서 분석하고 있음.  

원문 링크 클릭 
 

2. NATO의 향후 역외 활동 전망  

▶ 발행기관: The Diplomat 

▶ 저    자: Peter K. Lee, Alice Nason, and Tom Corben 

▶ 일    자: 2022년 7월 7일 

▶ 개    요 

NATO정상회의에 이른 바 “Asia-Pacific 4”(AP4)라고 불리는 한국, 일

본, 호주, 뉴질랜드 정상들이 참여하였음. 이는 미국에게 있어 유럽-

대서양과 인도-태평양 간의 상호연결성을 보여주는 의미가 있는 사

건이라고 볼 수 있음. 미국과 가장 가까운 파트너 국가들을 포함하

여 민주주의의 ‘세계적인 결의’와 함께 공동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

한 잠재력이 증가되었다고 평가됨. 그러나 중국-러시아 협력에 대응

하는 지정학적 경쟁에서 미국과 동맹국간의 노력은 분명 필요한 부

분이지만, 각국의 역내 문제로 중-러 관리에 한계점이 존재하고 기

존의 과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면 안된다는 점을 명확히 해야 

함. 이러한 관점에서 저자는 NATO의 향후 활동을 전망하고 있음. 

원문 링크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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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foreignpolicy.com/2022/07/11/nato-strategy-china-russia-threat-europe-asia-geopolit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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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중국-이란-러시아의 삼각관계 : 대안적 국제질서?  

▶ 발행기관: The Diplomat 

▶ 저    자: Mercy A. Kuo 

▶ 일    자: 2022년 7월 7일 

▶ 개    요 

The Trans-Pacific View Insight Series의 하나로서 동북아 및 중동 

정보분석가인 Mercy Kuo와의 인터뷰 내용을 정리하여 소개하고 

있음. Mercy Kuo는 중국과 이란, 러시아의 관계를 핵문제와 우크

라이나 전쟁이라는 쟁점을 통해 이들이 어떻게 세계질서를 재편

하고 어떠한 한계점이 존재하며 미국이 직면한 과제와 기회를 분

석, 전망하고 있음.  

원문 링크 클릭  

 

4. 회색지대전략에 대항하는 미국주도의 동남아 전략을 향한 중

국의 경고는? 

▶ 발행기관: South China Morning Post 

▶ 저    자: Minnie Chan 

▶ 일    자: 2022년 7월 9일 

▶ 개    요 

미국의 연구기관과 전문가들은 남중국해 지역에서 중국의 팽창주

의적 움직임을 봉쇄하기 위해 對회색지대 전략(counter-

insurgency strategy)을 수립할 것을 촉구하고 있으나, 중국은 미

국의 전략이 오히려 이 지역에서의 긴장을 고조시키고 문제를 복

잡하게 만들 위험을 발생시킬 것이라고 경고함. 남중국해에서 중

국을 견제하기 위해 역내 동남아시아 국가들의 해안경비대와 어

선조직을 동원하는 미국의 전략은 중국의 해상민병대에 대항하기 

위한 것임. 이는 미국이 이른 바 ‘회색지대’에서 중국의 준군사작

전을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방안으로 고려된 것으로 보임. 그

러나 동남아 국가들의 중국에 대한 의존도가 큰 변수로 작용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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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MS 카톡 채널 추가> 

 

https://thediplomat.com/2022/07/the-china-iran-russia-triangle-alternative-world-order/
https://www.scmp.com/news/china/military/article/3184709/south-china-sea-us-led-southeast-asian-strategy-contain-beijin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