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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중국, 美 군함 모형의 미사일 타겟 제작 

▶ 발행기관: Reuters 

▶ 저    자: Yew Lun Tian 

▶ 일    자: 2021년 11월 8일 

▶ 개    요   

신장 자치구 지역의 한 사막에 美 항모와 군함으로 보이는 모형이 

제작되어 중국의 미사일 실험에 타겟으로 이용되고 있음이 위성 사

진에 의해 밝혀졌음. 군함 모형은 6 미터 길이의 철로에 얹어져 실

제 군함 항해 시 타격하는 훈련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중국의 

대함미사일 전력은 인민로켓군(PLARF)이 담당하고 있는데, 고조되고 

있는 남중국해에서의 미-중 충돌 상황에 대비하고 있는 것으로 보

임. 지난 2020년 6월에는 남중국해에서 최초로 DF-21 대함미사일을 

스프래틀리 군도 북쪽 해상에 시험발사했음. 

원문 링크 클릭 

 

2. 유엔의 눈: 프랑스 해군, 대북 제재 강행 

▶ 발행기관: CNA 

▶ 저    자: AFP 

▶ 일    자: 2021년 11월 8일 

▶ 개    요 

프랑스 해군 소속 초계기가 일본 오키나와에 위치한 美 후텐마 기

지에 배속되어 유엔결의안 이행 임무를 수행하고 있음. 주로 한국과 

중국 사이의 서해 상공을 비행하면서 북한의 불법활동을 감시하고 

있는 것임. 프랑스 초계기는 Falcon-200 모델로, 6명이 탑승하여 레

이더와 AIS를 이용해 해상 불법활동을 감시하고 있음. 프랑스가 이

처럼 유엔 관련 활동에 적극적인 이유는 인도-태평양 지역에 대한 

관심을 반영하는 것임. 프랑스 초계기는 감시 정보를 유엔안보리에 

보고하고, 북한의 천연가스 및 석유 수출입을 금지한 결의안 2375 

및 2397호 위반사항을 확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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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reuters.com/world/china/china-builds-mockups-us-navy-ships-area-used-missile-target-practice-2021-11-08/
https://www.reuters.com/world/china/china-builds-mockups-us-navy-ships-area-used-missile-target-practice-2021-11-08/
https://www.channelnewsasia.com/world/france-navy-north-korea-un-sanctions-resolutions-enforce-22976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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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미국, 랜섬웨어 공격에 단호한 대응 

▶ 발행기관: CNN 

▶ 저    자: Christina Carrega and Sean Lyngaas 

▶ 일    자: 2021년 11월 9일  

▶ 개    요 

최근 美 사법당국은 약 600만 달러 어치의 랜섬웨어 피해 금액을 

회수했다고 발표했음. 바이든 정부 들어 사이버공격에 대한 단호

한 대응을 주문하면서 美 사법부의 적극적인 단속 활동이 계속되

고 있는 것임. 우크라이나 국적의 바진스키(Vasinskyi)는 REvil이라

는 랜섬웨어를 개발하고 미국 기업에 엄청난 피해를 끼친 혐의로 

저번 달 폴란드에서 체포되었고, 범죄인 인도 절차를 밟고 있음. 

러시아 국적의 폴랴닌(Polyanin)은 해킹으로 번 돈을 세탁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음. 美 국무부는 REvil 조직을 단속하는데 필요한 

정보를 제공해주는 대가로 최대 1,000만 불의 현상금을 걸어놓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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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중국의 대만 점령은 임박했는가? 

▶ 발행기관: RAND 

▶ 저    자: Derek Grossman 

▶ 일    자: 2021년 11월 10일 

▶ 개    요 

2027년은 중국인민군 창설 100주년이 되는 해임. 일부에서는 

2027년이 중국의 대만 점령 적기라고 주장하면서 인민군 창설일

을 기념함과 동시에 정권의 상대적 지위를 높이는 데 이용될 것

이라고 주장함. 시진핑은 최근 소셜미디어 상 대만 점령이 임박했

다는 루머를 일축하는 등 조심스러운 태도를 보이고 있음. 만약 

대만독립을 강력하게 옹호하는 윌리엄 라이(William Lai)가 2024년 

대선에서 당선된다면, 중국의 대만 공격 가능성은 더욱 커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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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edition.cnn.com/2021/11/08/politics/revil-ransomware-attack-charges/index.html
https://www.rand.org/blog/2021/11/taiwan-is-safe-until-at-least-2027-but-with-one-big.html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