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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우주 군비경쟁의 서막? 

▶ 발행기관: CNA 

▶ 저    자: AFP 

▶ 일    자: 2021년 11월 17일 

▶ 개    요   

러시아는 최근 미사일 시험 발사를 통해 자국 인공위성을 격추했다

고 시인했음. 미국은 러시아의 미사일 시험 발사가 국제우주정거장

(ISS)을 위험에 빠뜨렸다며 강하게 비판했음. 미국 당국에 의하면 산

산조각 난 인공위성으로부터 약 1,500개의 파편이 발생했으며, 시험

발사에 관한 사전공지가 없었고, 이로 인해 국제우주정거장 선원들

이 긴급대피해야 했다고 밝혔음. 러시아의 국방장관 쇼이구(Shoigu)

는 성공적인 시험발사를 통해 미사일의 정밀성을 확인했고, 1982년

부터 궤도를 돌던 인공위성 Tselina-D를 파괴했다고 밝혔음. 

원문 링크 클릭 

 

2. AUKUS, 원자력추진 기술 공유 협정 체결 

▶ 발행기관: Naval News 

▶ 저    자: Xavier Vavasseur 

▶ 일    자: 2021년 11월 22일 

▶ 개    요 

호주 국방장관 피터 더튼(Peter Dutton)은 최근 영국, 미국과 함께 

원자력추진 기술 공유 협정을 체결했다고 발표했음. 본 협정을 통해 

영국과 미국은 최초로 제3국에게 핵추진 기술을 전수하게 됐음. 호

주는 앞으로 약 18개월 간 핵추진 기술력 전수에 필요한 제반조치

를 취하고 핵추진잠수함 건조에 필요한 사항들이 무엇이 있는지 식

별할 예정임. 더튼 국방장관에 따르면 호주는 핵무기를 보유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핵”추진” 잠수함만을 얻기 바라는 것이라고 강조

하면서 재래식 무기를 무장할 것이라고 밝혔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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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channelnewsasia.com/world/russia-admits-destroying-satellite-space-missile-strike-2317106
https://www.channelnewsasia.com/world/russia-admits-destroying-satellite-space-missile-strike-2317106
https://www.navalnews.com/naval-news/2021/11/aukus-australia-signs-naval-nuclear-propulsion-information-sharing-agreement/
https://www.navalnews.com/naval-news/2021/11/aukus-australia-signs-naval-nuclear-propulsion-information-sharing-agre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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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대만의 국제법적 지위와 중국의 공격 가능성 

▶ 발행기관: Council on Foreign Relations 

▶ 저    자: David J. Scheffer 

▶ 일    자: 2021년 11월 23일  

▶ 개    요 

유엔헌장 제51조는 회원국의 자위권 발동요건을 잘 규정하고 있

음. 대만의 주권국가 지위가 국제법적으로 인정된다면 중국 무력

공격 시 자위권 발동에 전혀 문제가 없을 것임. 하지만 대만과 중

국이 한 국가로 인정될 경우 중국의 대만 공격은 내전 혹은 반란

이 된다. 만약 대만이 주권국가적 지위를 인정받지 못한다 하더라

도 비호전성(non-belligerency)에 대한 호소와 함께 현상(status 

quo)으로의 복귀를 근거로 자위권을 발동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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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중국의 세 번째 항모는 얼마나 위협적인가? 

▶ 발행기관: Hudson Institute 

▶ 저    자: Seth Cropsey and Harry Halem 

▶ 일    자: 2021년 11월 24일 

▶ 개    요 

최근 촬영한 위성 사진을 살펴보면 중국의 세 번째 항공모함 취

역이 얼마 남지 않은 듯함. 아직 항모 내 승강기, 레이더, 근접방

어체계 등이 설치되지 않은 모습이지만 내년(2022년) 2월 경에 취

역할 것으로 보임. 이를 통해 우리는 여러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

는데, 첫 번째는 중국의 함정 생산 속도가 매우 빠르다는 것임. 

이는 중국의 민-군 복합항의 효율적인 운용에서 비롯됨. 사실, 곧 

취역하는 세 번째 항모보다 네 번째가 더 위협적일 것이라고 판

단됨. 중국의 생산 속도로 미루어보아 약 2024년 경에 진수할 것

으로 보이는데, 대만의 선거와 맞물려 위험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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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MS 카톡 채널 추가> 

 

https://www.cfr.org/article/does-taiwan-have-right-self-defense
https://www.hudson.org/research/17406-china-s-growing-aircraft-carrier-forc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