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제전략문제연구소(CSIS) 한반도 위원회, 한미 확장억제 강화에 대한 획기적 보고서 발표  

이번에 발표한 초당파적 보고서는 미국의 대북정책과 미국의 확장 억제력 강화에 대한 새로운 

권고 사항을 제시한다. 

국제전략문제연구소(CSIS)의 한반도 위원회는 2023년 1월 19일 미국의 확장 억제력 강화 및 

대북정책 재검토와 관련하여 실행할 수 있는 권고안을 담은 주요 보고서를 발표했다. 이 

보고서는 존 햄리 (John J. Hamre) 소장과 조셉 나이 (Joseph Nye) 교수가 공동 의장을 맡고 

있는 14명으로 구성된 초당파적 위원회에 의해 작성되었다. 

보고서는 북한의 지속적인 핵미사일 프로그램 개발, 우크라이나 전쟁, 세계 전략 지형의 변화 

등으로 인해 한미동맹의 전략적 중요성이 강화되고 있으며, 한미 양국이 지역 안정과 안보, 

번영을 위해 함께 협력할 새로운 기회들을 제시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또한 미국과 동맹국들이 

북핵 문제에 대한 전통적 접근 방식을 재고하고, 북한의 침략을 저지하고 핵확산을 방지하는 

능력과 의지를 입증하는 보장을 포함해, 한국에 대한 미국의 확장억제 공약의 신뢰도를 높일 

방안을 강구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보고서 위원회의 공동 의장을 맡고 있는 국제전략문제연구소(CSIS)의 존 햄리 (John J. Hamre) 

소장은 "오늘 발표된 보고서는 북한이 핵 야망을 계속 강화하는 중대한 순간에 나왔다. 이 

존경받는 위원회가 제시한 연구 결과는 북한의 증가하는 도발에 맞설 수 있는 실질적인 

로드맵을 제공하는데, 정책 입안자들은 지역 동맹국들, 특히 한국과 협력하여 해결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CSIS 위원회 보고서는 조기 경보 시스템에 대한 새로운 노력, 핵 계획에 대한 향상된 협력 의사 

결정 및 한반도 주변 전략 자산 배치에 대한 새로운 계획을 포함하여 확장 억제력 강화를 위한 

정책 권고사항을 구체적으로 제시한다. 

CSIS 이사이자 보고서 위원회의 공동 의장인 조셉 나이 (Joseph Nye) 교수는 "인도-태평양 

동맹국들에 대한 미국의 확장 억제에 대한 공약은 이 지역에서 미국의 리더십 존재의 

핵심"이라고 했다. "이 보고서는 임박한 안보 문제에 직면한 미국과 한국이 확장 억제에 대한 

공약을 어떻게 강화할 수 있는지에 대한 건실한 권고사항을 제공한다”고 말했다. 

이 위원회는 국무부,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 국방부 등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한 전직

국가안보 및 외교 고위 관리들로 구성되어 있다.



 

CSIS의 아시아 및 한국 담당 수석 부소장이자 위원회의 프로젝트 책임자인 빅터 차 (Victor 

Cha) 교수는 "북한의 핵 및 탄도 미사일 실험, 중국의 핵 증강 계획, 러시아의 핵 사용 위협은 

한미 동맹에 긴급한 과제를 야기한다. 이 새로운 안보 환경은 이 보고서에서 기술한 것과 같이 

동맹국 간의 방어와 억제력을 강화하기 위한 새로운 해결책을 요구한다"라고 말했다. 
 
이 보고서는 북한의 도발적 행동으로 빚어진 무수한 도전을 해결하고자 하는 미국의 정책에 

대한 CSIS의 초당적 연구와 분석을 뒷받침한다. CSIS는 코리아 체어, 분단을 넘어서 (Beyond 

Parallel) 프로젝트, 캐피탈 케이블 (Capital Cable)이벤트 시리즈 및 다양한 계획을 통해 전 

세계에 있는 정책 입안자, 전략가, 언론매체 및 오피니언 리더들에게 명확하고 신속하게 

콘텐츠를 제공하고 있다. 

전체 보고서 원문을 읽으려면 여기를 방문하십시오. 

 

### 

 

국제전략문제연구소(CSIS)는 국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실용적 방안을 발전시키는데 

전념하는 초당적 비영리 정책연구기관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