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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美 동맹체제의 미래: 데이터 과학적 접근법 

▶ 발행기관: CNA 

▶ 저    자: Nilanthi Samaranayake et al. 

▶ 일    자: 2021년 9월 

▶ 개    요   

한동안 정체되어 있던 동맹연구가 미-중 패권경쟁의 심화로 인해 

재조명되고 있음. 美 정부는 국익 증진에 동맹과 파트너십이 필수적

이라는 것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음. 본 보고서는 미국과 국제사회의 

다양한 국가간 관계가 얼마나 긴밀한지 데이터 과학적 접근법을 통

해 알아보고자 함. 연구결과, 미국과 가장 가까운 국가는 캐나다와 

멕시코이고, 긴밀하지 않은 상위 국가는 중국과 러시아임을 확인했

음. 참고로, 한-미 관계는 미-일 관계보다 점수가 더 낮게 나와, 협

조관계를 보다 강화해야 할 과제를 안고 있음.  

원문 링크 클릭 

 

2. 美 해운법의 개정 필요성 

▶ 발행기관: CATO Institute 

▶ 저    자: Colin Grabow 

▶ 일    자: 2021년 9월 7일 

▶ 개    요 

1920년 제정된 美 해운법 제27조는 흔히 “존스 법안(The Jones Act)”

이라고 불림. 해당 법안은 미국 內 항구를 오고가는 선박 혹은 화물

은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美 국적이어야 함. 이러한 법안 때문

에 가장 피해를 보는 것은 저소득층이거나 소득 수준이 낮은 지역

임. 일례로, 푸에르토리코의 빈곤율은 43%인데, 섬이라는 특성상 해

운물류에 의존할 수밖에 없고, 값비싼 국내 운송료 때문에 물가가 

높을 수밖에 없는 것임. 따라서 저자는 美 해운법 제27조의 개정을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음.  

원문 링크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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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아프가니스탄 사태와 인도-태평양에의 함의 

▶ 발행기관: War on the Rocks 

▶ 저    자: Evan Montgomery 

▶ 일    자: 2021년 9월 7일  

▶ 개    요 

아프가니스탄에서 미군이 철수하면서 美 동맹체제의 불안정성에 

대한 우려가 일각에서 나오고 있음. 그 논리는 바로 미국이 개입

한 아프가니스탄에서 사태가 완전히 종결되기 전에 철수를 하면

서 미국에 대한 신뢰가 약해질 수 있다는 것임. 하지만 저자는 미

국의 철수로 인해 오히려 미국에 대한 신뢰가 더 높아질 것으로 

내다봄. 그 이유는 미국이 중동에 빼앗겼던 관심과 자원을 인도-

태평양 지역으로 전환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함. 중국과 러시아를 

미국의 최대 위협으로 규정하고 있는 상황에서 美 동맹국은 미국

의 확장억제에 대한 신뢰가 높아질 것임.  

원문 링크 클릭  

 

4. 기후변화는 인도양 최대의 위협 

▶ 발행기관: The Diplomat 

▶ 저    자: Arjun Gargeyas 

▶ 일    자: 2021년 8월 31일 

▶ 개    요 

인도에 위치한 한 연구소의 보고에 의하면 인도양은 다른 어떤 

바다보다 빠르게 해수온도가 높아지고 있다고 말함. 기후변화 같

은 초국가적 위협은 어느 한 국가가 단독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

제가 아닌 공동조치가 필요한 사안임. 인도-태평양 지역은 강대국 

정치가 다시 심화되고 있어 다자간 협력이 어려운 상황인데, 기존 

다자기구인 IORA가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함. 특히, IORA는 해양안

보를 중요한 아젠다로 삼고 있기 때문에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함. 

                     원문 링크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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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MS 카톡 채널 추가> 

 

https://warontherocks.com/2021/09/credibility-controversies-the-implications-of-afghanistan-for-the-indo-pacific/
https://thediplomat.com/2021/08/climate-change-is-the-biggest-threat-to-indian-ocean-securit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