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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범지구적 문제를 위해 범지구적 협력을 

▶ 발행기관: North Atlantic Treaty Organization (NATO) 

▶ 저    자: NATO 

▶ 일    자: 2022년 7월 28일 

▶ 개    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의 군사위원장 로버트 바우어 제독이 제24회 인

도태평양 참모회의에 참석했음. 본 행사는 호주에서 진행되었으며, 한국

을 포함한 30개국에서 참여했음. 목적은 각국의 안보현안을 공유하고 안

보협력 및 협력관계를 강화하는 것임. 지역개발, 환경문제, 신기술, 우크

라이나 전쟁에 특히 관심을 갖고 논의가 진행되었음. 바우어는 본 행사

에서 “범지구적인 문제는 범지구적인 해결방안을 요구로 하고” 있음을 

강조했음. 그리고 인도태평양과 북대서양 지역은 상호 안정에 영향을 미

친다고 언급하면서, 상호간의 협력이 필요함을 강조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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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노골적인 “힘의 논리”가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증가 

▶ 발행기관: Reuters 

▶ 저    자: David Brunnstrom and Kiyoshi Takenaka 

▶ 일    자: 2022년 7월 30일 

▶ 개    요 

일본 외무상 하야시 요시마사는 워싱턴 방문 중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노골적인 “힘의 논리”가 점점 증가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중국의 행위

에 대한 우려를 표했음. 또한 우크라이나 전쟁이 다른 지역으로 확산되

는 것은 절대로 허용되어서는 아니되고, 러시아의 공격은 반드시 “명백

한 실패”로 전락해야 한다고 강조함. 한편 중국과 러시아 간의 군사협조 

관계가 향후 중요한 안보문제로 발전할 수 있음을 시사함. 아울러 미일 

동맹관계의 억제 및 대응 능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과 함께, 중국의 

“투명하지 않은 핵전력의 신속한 개발”에 대응하기 위한 미국의 확장 억

제력이 강화되어야 함을 강조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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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nato.int/cps/en/natohq/news_198110.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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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reuters.com/world/asia-pacific/japans-hayashi-says-logic-brute-force-gaining-traction-indo-pacific-2022-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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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미 하원 대표단 인도태평양 순방 

▶ 발행기관: Nancy Pelosi 미 하원의장실 

▶ 저    자: 미 하원의장실 

▶ 일    자: 2022년 7월 31일 

▶ 개    요 

미 하원의장 Nancy Pelosi가 이끄는 대표단이 싱가포르, 말레시아, 일

본, 한국을 방문할 것임. 목적은 인도태평양 지역에 대한 “미국의 공고

하고 흔들림 없는” 공약을 재확인하는 것임. 아울러 안보, 경제, 환경

문제, 인권 등을 포함한 다양한 영역에서 어떻게 협력관계를 더 발전

시킬 것인지를 논의할 계획임. Pelosi 의장은 미국이 인도태평양에서 

“슬기롭고, 전략적인 관여”를 발전시키고 있음을 강조하는 동시에 자

유롭고 번영하는 인도태평양이 미국은 물론 전세계에 유익하다고 언

급하였음. 한편 인도태평양 순방길에 앞서 미국 태평양 사령부를 방문

하여 미국과 세계의 안녕을 위한 장병들의 노고를 격려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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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ASEAN의 인도태평양 구상의 향후 과제  

▶ 발행기관: East Asia Forum 

▶ 저    자: I Gusti Bagus Dharma Agastia 

▶ 일    자: 2022년 7월 28일 

▶ 개    요 

ASEAN의 인도태평양 구상은 성과가 상당히 미진함. 강대국 간의 대립

이 심화되고 있는 현실에 대응하기에는 ASEAN의 구상은 이빨 빠진 

호랑이에 비유할 수 있고, 희망사항을 나열한 종이 쪼가리로 전락할 

수도 있음. 물론 유연성과 포용성이 ASEAN 인도태평양 구상의 강점이

라고 할 수 있으나, 이것이 과연 실현 가능한지는 고려를 해보아야 함. 

특히 목표를 제시하면서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는 약점

이 있음. 또한 ASEAN은 공동의 역량보다는 개별 회원국들의 역량에 

의존하는 경향이 있음. 이러한 약점들을 보완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일정을 정하고, 현존하는 ASEAN 외교정상 회의를 강화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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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MS 카톡 채널> 

 

https://www.speaker.gov/newsroom/73122
https://www.eastasiaforum.org/2022/07/28/improving-the-asean-outlook-on-the-indo-pacific/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