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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중국인민군의 新 합동군사교리 

▶ 발행기관: CNA 

▶ 저    자: David M. Finkelstein 

▶ 일    자: 2021년 9월 17일 

▶ 개    요   

2016년부터 대대적인 조직개편과 개혁을 진행한지 5년째 되는 해에 

중국인민군은 새로운 합동군사교리를 20년만에 최신화했음. 중국 관

영 신화(Xinhua)통신은 중앙군사위원회(CMC)가 중국인민군 內 다양

한 부대 간 합동작전을 위한 지침을 발표했다고 전했음. 보고서는 

중국의 새로운 합동군사교리를 간략히 요약하고, 중국이 지난 2016

년부터 진행한 조직개편과 개혁과 어떤 상호연관성이 있는지, 그리

고 앞으로의 전망은 어떻게 되는지 등에 대해 논하고 있음. 

원문 링크 클릭 

 

2. 오커스(AUKUS)는 실보다 득이 많다 

▶ 발행기관: Foreign Affairs 

▶ 저    자: Caitlin Talmadge 

▶ 일    자: 2021년 9월 27일 

▶ 개    요 

미국이 호주에 핵추진 잠수함을 팔기로 결정한 데 대해 많은 전문

가들이 비판을 하고 있음. 비판의 요지는 민감한 핵추진 기술력을 

전달하면서 역내 핵확산 가능성이 더 높아졌다는 것임. 하지만 그러

한 우려는 과장된 것이며, 무엇보다 미국의 對 중국 정책에 더 많은 

이점을 가져올 것임. 나아가, 호주와 긴밀한 안보관계를 맺음으로써 

향후 핵확산 가능성을 더 낮출 수 있는데, 그 이유는 중국에 대항해 

미국이 동맹국을 도와줄 것이라는 인식이 확산될 것이기 때문임.  

원문 링크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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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cna.org/CNA_files/PDF/The-PLAs-New-Joint-Doctrine.pdf
https://www.cna.org/CNA_files/PDF/The-PLAs-New-Joint-Doctrine.pdf
https://www.foreignaffairs.com/articles/united-states/2021-09-27/dont-sink-nuclear-submarine-de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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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U의 인도태평양 전략 

▶ 발행기관: European Commission 

▶ 저    자: 유럽연합 외교안보 고위대표부 

▶ 일    자: 2021년 9월 16일  

▶ 개    요 

인도태평양은 아프리카의 동쪽 해안부터 서태평양 군도에 이르는 

광활한 지역임. 유럽연합은 인도태평양 지역의 전략적 중요성을 

인지하고 규칙에 기초한 국제질서를 강화하기 위해 더 깊이 관여

할 것임. 여기서 말하는 규칙의 원칙은 여러가지가 있을 수 있겠

지만, 기본적으로 민주주의, 법치주의, 인권의 확산을 뜻함. 보고

서는 한국을 인도태평양 지역의 주 행위자로 인식하고, 한국과의 

반도체 및 무역 관계 강화를 추진하겠다고 언급하고 있음. 

원문 링크 클릭  

 

4. 남태평양의 작은 섬들이 처한 딜레마 

▶ 발행기관: AP 

▶ 저    자: Mallika Sen 

▶ 일    자: 2021년 9월 27일 

▶ 개    요 

올해 국제연합 총회에서 몰디브 대통령은 두 가지 발언을 했음. 

하나는 국제사회를 향해 몰디브 관광 방문을 촉구했고, 두 번째는 

기후변화 대응에 도움을 달라는 요청이었음. 여기서 작은 섬나라

들이 겪는 딜레마가 나타남. 바로 경제위기를 타파하기 위해 관광

업에 의존해야 하지만, 관광객이 증가하면 기후변화의 심화로 이

어지기 때문에 딜레마가 있는 것임. 현재 국제연합은 총 38개국

을 작은 섬나라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들은 “특별한 사회, 경제, 

환경적 위기”를 겪고 있음.  

                     원문 링크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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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MS 카톡 채널 추가> 

 

https://eeas.europa.eu/sites/default/files/jointcommunication_2021_24_1_en.pdf
https://apnews.com/article/climate-change-united-nations-general-assembly-lifestyle-business-environment-and-nature-b46559e9a86f2f6873a5c45f2a83b8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