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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중국과 남중국해 

▶ 발행기관: Foreign Affairs 

▶ 저    자: Bonnie S. Glaser and Gregory Poling 

▶ 일    자: 2021년 8월 20일 

▶ 개    요   

남중국해에서 중국은 급격한 현상변경 정책을 펼치고 있다. 하지

만 2016년 이후 동남아시아 국가들은 중국을 상대하기 주저하고 

있다. 지역 국가들의 참여 없이 미국은 중국을 상대하는 데 어려

움이 있을 수밖에 없다. 바이든 행정부는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

을 계승하고 남중국해에서 중국의 영유권 주장이 과하다고 인정

하고 있다. 필리핀은 로드리고 두테르테 대통령 당선 이후 親 중

국 정책을 펴오다 최근 오스틴 美 국방부 장관의 방문을 계기로 

다시 미국과의 관계가 좋아지고 있다. 이 기회를 통해 바이든 정

부는 역내 국가들과 함께 중국을 견제해야 한다.  

원문 링크 클릭 

 

2. 게임이론과 북한 

▶ 발행기관: RAND 

▶ 저    자: Troy D. Smith et al. 

▶ 일    자: 2021년 8월 

▶ 개    요 

본 보고서는 여러 연구질문을 제기한다. 북한과의 상호관계에 내

포된 불확실성에는 어떤 것이 있는가? 게임이론을 통해 두 행위

자 간 비핵화와 관련되어 어떤 유의미한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

는가? 저자는 우선 김정은의 의도를 정확히 파악하는 작업이 필

요하다고 말한다. 나아가 비핵화와 관련된 어떤 합의를 하더라도 

합의를 이행할 수 있는 구체적인 메커니즘이 필요하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합의내용을 불이행할 경우 어떤 징벌적 조치를 취할 수 

있는지도 검토해봐야 한다.   

원문 링크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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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foreignaffairs.com/articles/china/2021-08-20/chinas-power-grab-south-china-sea
https://www.foreignaffairs.com/articles/china/2021-08-20/chinas-power-grab-south-china-sea
https://www.rand.org/pubs/research_reports/RRA674-1.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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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러시아, 연말까지 지르콘 미사일 시험발사 예정 

▶ 발행기관: Naval News 

▶ 저    자: Martin Manaranche 

▶ 일    자: 2021년 8월 12일  

▶ 개    요 

러시아의 국방부 차관 알렉세이 크리보루쉬코는 극초음속 미사

일 지르콘(Tsirkon)이 연말까지 개발 완료될 예정이며 잠수함

에서 발사 시험을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러시아 해군의 프

로젝트 885M 일환으로 탄생한 기함 카잔(Kazan)은 지르콘 미

사일을 싣고 대함/대지 목표물 공격 임무를 수행할 예정이다. 

극초음속 지르콘 미사일은 마하 9의 속도와 30-40km 고도에

서 비행한다. 또한 잠수함과 수상함의 수직발사대에서 발사할 

수 있으며 약 300-400kg의 폭발력(payload)을 자랑하는 러시

아의 전략무기가 될 예정이다.  

원문 링크 클릭  

4. 중국의 계속된 국제법 질서 훼손 

▶ 발행기관: Lawfare 

▶ 저    자: Raul “Pete” Pedrozo 

▶ 일    자: 2021년 8월 10일 

▶ 개    요 

지난 8월 4일, 중국의 하이난 해사안전청은 중국인민군이 6일

부터 10일까지 남중국해에서 군사훈련을 진행할 것이라고 공지

했다. 국제해양법(UNCLOS)에 따르면 영해(12NM) 내에서 군

사훈련을 포함한 국가안보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시카고 협정 제9조 또한 공공안전이나 군사적인 조치 필

요 시 일정 기간 사전공지를 통해 해상통행 제한을 할 수 있다

고 명문화하고 있다. 하지만 이번 중국의 군사훈련은 영해 외 

파라셀 군도를 포함한 해상구역까지 제한하고 있다. 이는 명백

한 국제법 위반이며 지역 간 협력을 통해 중국이 국제법을 훼

손하는 행위를 제지해야 한다. 

                     원문 링크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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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navalnews.com/naval-news/2021/08/russia-to-complete-tsirkon-hypersonic-missile-trials-by-year-end/
https://www.lawfareblog.com/chinas-continued-disdain-international-legal-orde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