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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우크라이나 사태가 한반도 안보에 주는 함의 

 

 

러시아가 미국과 EU에 우크라이나의 NATO 가입 거부와 NATO의 동진(東進) 중단을 

요구한 가운데 서방이 이를 수용하지 않으면서 갈등이 고조되었다. 특히 우크라이나 사

태는 강대국 사이에 낀 약소국의 전략실패가 어떤 큰 대가를 치르게 되는지 보여주는 좋

은 사례다.  

최근 우크라이나는 미국과 중국·러시아가 세계 패권을 놓고 경쟁하는 21세기 그레이

트 게임(Great Game)의 장(場)이 되고 있다. 우리는 한반도가 19세기처럼 강대국 패

권 경쟁의 장이 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 특히 우리는 튼튼한 한·미 동맹을 바

탕으로 북핵 문제 해결은 물론, 주변국과의 갈등을 최소화하고 국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그 어느 때보다 국방력을 비롯한 국력과 국론 통일에 기반을 둔 전략적인 사고로 주도적

인 자강(自强) 외교를 펼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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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는 2014년 러시아가 크림반도를 합병한 이후 

독립국가연합(CIS, Commonwealth of Independent States)

을 탈퇴하였으며, NATO와 EU 가입을 통해 러시아로부터 완전

한 독립을 시도 중이다. 한편 ‘강한 러시아’를 재현하려는 푸틴

의 입장에서 우크라이나는 CIS 국가 중 두 번째로 큰 국가이면

서 NATO의 확장을 저지하고 EU와의 정치·경제적 관계를 연결

하는 지정학적 요충지에 있기 때문에 결코 포기할 수 없는 지역

이다. 

 

그러나 러시아가 미국과 EU에 우크라이나의 NATO 가입 거부와 NATO의 동진(東進) 중

단을 요구한 가운데 서방이 이를 수용하지 않으면서 갈등이 고조되었다. 특히 우크라이나 

사태는 강대국 사이에 낀 약소국의 전략실패가 어떤 큰 대가를 치르게 되는지 보여주는 좋

은 사례다. 

 

최근 미국과 중국이 남중국해, 인도·태평양은 물론, 동아시아의 전략적 이익을 놓고 경쟁

하는 가운데 영국, 프랑스, 독일까지 미국을 지원하기 위해 동북아로 함정을 전개하면서, 

과거 열강들이 치열한 경쟁을 벌였던 구한말 상황이 재현되고 있다. 따라서 우크라이나 사

태는 북한이 핵을 개발하고 미사일 발사로 우리는 물론, 주변국을 위협하는 가운데 한반도 

안보에 다음과 같은 전략적 함의를 준다. 

 

첫째, 우크라이나 사태는 미국과 인도·태평양에서 전략 경쟁 중인 중국에 중요한 학습효과

를 줄 수 있다. 특히 우크라이나 사태 해결을 위해 미국이 동맹국 및 파트너국과의 협력하

는 방식은 대만 문제를 포함하는 동북아에도 그대로 투시될 수 있다. 따라서 미국과 유럽

이 우크라이나 사태에 어떻게 대응하는지에 따라 대만·북한문제 등에 대한 중국의 對美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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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전략이 마련될 것이다. 만약 우크라이나 사태로 서방의 양보가 현실화되면 동아시아 패

권국 지위를 노리는 중국이 러시아의 뒤를 따르지 않으리란 보장은 없다. 

 

둘째, 우크라이나 위기는 강대국 사이의 중소(中小)국 외교가 잘못되면 어떤 대가와 기회

비용을 치러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사례다. 특히 우크라이나 국가지도자와 정치인들은 지속

된 위기에 둔감해지고 내부적으로 취약해진 거버넌스(governance)는 국제사회에 신뢰감

을 주지 못하는 애매한 외교 전략과 일관성 결여로 미국 및 유럽과 실질적인 공조 체제를 

갖추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국가적인 위기 상황에서도 모호한 정치적 선택을 가져왔다. 특

히 우크라이나는 경제는 러시아, 안보는 미국과 서유럽에 의존한 상태에서 한쪽을 선택할 

경우, 예상되는 위협과 압박의 줄타기에서 벗어날 수 있는 수단과 방법을 확보하지 못한 

대가를 치르고 있다. 

 

셋째, 우크라이나는 내부적으로 지도자의 무능과 부패, 친러파와 러시아의 압력으로부터 

독립하고 민주주의 가치를 지키려는 친서방 정치인들과의 갈등으로 국론을 단결시키지 못

했다. 아직도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이 고조되고 있는 중에도 사드 배치를 둘러싸고 중

국과 북한의 눈치를 보는 등 국론이 양분된 우리의 현실도 우크라이나와 별반 다르지 않다. 

 

넷째, 우크라이나 사태는 우리에게 외부의 위협으로부터 국가를 보호할 수 있는 국방력의 

중요성을 되새겨 준다. 우크라이나는 구소련 붕괴로 독립할 때 대량의 핵무기(핵탄두 

1,900개, ICBM 176기, 전략폭격기 44대 등)를 보유했던 세계 ‘제3대 핵보유국’이기도 했

다. 그러나 1994년 미국·러시아 등 UN 상임이사국의 요구로 ‘부다페스트 의정서’에 서명

한 후 1996년까지 러시아에 모든 핵무기를 반환하면서 군사적 위협에 대응할 수 있는 억

제력을 상실했다. 그래서 북한이 핵무기 개발과 미사일 능력을 강화하는 이유도 2014년 

러시아의 크림반도 합병 등 우크라이나 사태에서 교훈을 얻었는지도 모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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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섯째, 미·중 간 전략 경쟁이 고조되는 가운데 우리의 안보 환경은 글로벌 전략 경쟁의 

심화로 필연적 연루(entrapment)에 따른 위험(risk)과 마주하게 될 가능성이 크다. 특히 

서방과 러시아의 갈등은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진전에 치명적인 마찰(friction) 요소다. 따

라서 우리는 우크라이나 사태를 둘러싼 새로운 전략환경 변화를 잘 분석하고, 기민하게 대

응해 나가는 지혜가 필요하다.  

 

결론적으로 우리는 최근 미·중의 전략적 경쟁이 ‘투키디데스의 함정(신흥강대국과 기존 강

대국의 전쟁)’을 촉발할 수 있는 현실에서 우크라이나 사태가 주는 교훈을 잘 새겨야 한다. 

우크라이나는 미국과 중·러가 세계 패권을 놓고 경쟁하는 21세기 그레이트 게임(Great 

Game)의 장(場)이 되고 있다. 우리는 한반도가 19세기처럼 강대국들의 패권 경쟁의 장이 

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 따라서 우리는 튼튼한 한·미 동맹을 바탕으로 북핵 문제 

해결은 물론, 주변국과의 갈등을 최소화하고 국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그 어느 때보다 국방

력을 비롯한 국력과 국론 통일에 기반을 둔 전략적 사고로 주도적인 자강(自强) 외교를 펼

쳐야 한다. 

 

 

  



 

본 발간물은 한국해양전략연구소의 저작물로서 인용 시 표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페이지 5 / 5 

약력 

김덕기 제독(예)(strongleg@naver.com)은 영국 헐(Hull)대학교에서 국제정치학 박사학위를 취

득하고, 해양안보에 이바지한 공로를 인정받아 미국 세계인명사전(Marquis Who’s Who in the 

World)에 등재(2006)됨. 청와대 행정관·합참 군사협력과장·해군본부 정보화기획부장·세종대왕함 

초대 함장, 합참 자문위원 등 역임. 현재 한국해양전략연구소 객원연구위원과 한국군사학회 부회장

으로 활동하고 있음.  

 

국내외 참고자료 

- Raja Krishnamoorthi, “Putin is testing America’s commitment to Ukraine, and our 

allies are watching,” Chicago Tribune, February 2, 2022. 

- Callie Patteson, “‘Ball is in their court’: US responds to Russia’s Ukraine demands,” 

New York Post, January 26, 2022. 

- Robin Brant, “China joins Russia in opposing Nato expansion,” BBC, February 4, 

2022. 

- Steven Lee Myers and Edward Wong, “In Clash with U.S. over Ukraine, Putin has a 

Lifeline from China,” The New York Times, February 2, 2022. 

 

알림 

- 본지에 실린 내용은 집필자 개인의 견해이며 본 연구소의 공식입장이 아닙니다. 

- KIMS Periscope는 매월 1일, 11일, 21일에 카카오톡과 이메일로 발송됩니다. 

- KIMS Periscope는 안보, 외교 및 해양 분야의 현안 분석 및 전망을 제시합니다. 

 

웹페이지보기 

mailto:strongleg@naver.com
https://www.chicagotribune.com/opinion/commentary/ct-opinion-ukraine-russia-putin-escalation-us-response-20220202-nn4v23jmorfodimj2ay4wckduq-story.html
https://www.chicagotribune.com/opinion/commentary/ct-opinion-ukraine-russia-putin-escalation-us-response-20220202-nn4v23jmorfodimj2ay4wckduq-story.html
https://nypost.com/2022/01/26/ball-is-in-their-court-us-responds-to-russias-ukraine-demands/
https://nypost.com/2022/01/26/ball-is-in-their-court-us-responds-to-russias-ukraine-demands/
https://www.bbc.com/news/world-asia-60257080
https://www.bbc.com/news/world-asia-60257080
https://www.nytimes.com/2022/02/02/world/asia/russia-ukraine-china-putin-xi.html
https://www.nytimes.com/2022/02/02/world/asia/russia-ukraine-china-putin-xi.html
https://kims.or.kr/issubrief/kims-periscope/peri26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