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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미-중 강대국 간 경쟁 사이에서의 아세안의 역할 

▶ 발행기관: Brookings 

▶ 저    자: Shuxian Luo 

▶ 일    자: 2021년 12월 8일 

▶ 개    요   

최근 중국 해경함이 필리핀 관할해역 내 운항 중이던 필리핀 선박

을 향해 물대포를 쏘는 등 역내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 속에

서 아세안의 역할은 무엇인가에 대한 논의가 활발함. 아세안은 탈냉

전 이후 미-중 사이에서 줄타기 외교를 하면서 회원국의 이익을 극

대화할 수 있었으나, ‘합치(consensus)’에 기반한 의사결정 방식에 의

해 단일화된 목소리를 내는 데 어려움을 겪으면서 미-중 경쟁의 균

형자 역할을 못하고 있음. 이 때문에 미국은 쿼드나 오커스와 같은 

소자주의적(minilateral) 접근법을 채택하면서 역내 아세안의 역할이 

축소되고 있음. 

원문 링크 클릭 

 

2. (보고서) 중국 불법 해상 활동의 현재 

▶ 발행기관: CNA 

▶ 저    자: Ryan Loomis and Heidi Holz 

▶ 일    자: 2021년 12월 

▶ 개    요 

본 보고서는 2018년부터 2021년 사이, 15건의 중국 불법 해상 활동

을 검토하면서, 중국 정부의 외교적 수사와는 다르게 해상에서 국제

법과 국제규범을 위반하는 행위들이 다수 발생하고 있다고 나타냄. 

보고서에 따르면 15건의 사례 중 중국 어선들의 위반행위가 가장 

빈번하며, 국제법부터 개별 국가들의 국내법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수준에서의 위반활동이 드러나고 있음. 이러한 현실과는 달리 중국

은 공식발표와 외교적 수사를 통해 국제법, 규범, 원칙을 준수하고 

있다고 반발하고 있음. 

원문 링크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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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brookings.edu/blog/order-from-chaos/2021/12/08/asean-running-out-of-time-to-recast-role-as-buffer-in-us-china-great-power-competition/
https://www.brookings.edu/blog/order-from-chaos/2021/12/08/asean-running-out-of-time-to-recast-role-as-buffer-in-us-china-great-power-competition/
https://www.cna.org/CNA_files/PDF/Exposing-the-Gap-Between-PRC-Rhetoric-and-Illicit-Maritime-Activity-Key-Takeaways-Translations.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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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대만을 둘러싼 대한민국의 난제 

▶ 발행기관: War on the Rocks 

▶ 저    자: Cho Sung Min 

▶ 일    자: 2021년 12월 31일  

▶ 개    요 

중국이 대만을 공격하면 한국은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가? 미국과 

일본의 안보 협력 관계는 그 어느 때보다 강한 반면 양안문제에 

대한 한국의 입장은 모호함. 지난 한-미 정상회의 당시 바이든-문

재인 대통령은 대만해협에서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 노력할 것에 

동의했지만, 이후 구체적인 논의가 부재한 실정임. 한국은 양안문

제와 관련하여 미국과의 전략대화(strategic dialogue)에 보다 적극

적으로 참여해야 하고, 미국 또한 한국의 난감한 상황에 대한 이

해가 필요한 시점임. 

원문 링크 클릭  

 

4. (대담) 미국-러시아 前 고위급 군 장교 간 대화 

▶ 발행기관: Stimson Center 

▶ 저    자: Nvard Chalikyan 

▶ 일    자: 2021년 12월 20일 

▶ 개    요 

지난 2021년 11월 16일, 스팀슨 센터 주관으로 前 미-러 고위급 

장교 간 대화가 개최되었음. 양국 고위급 인사들은 미-러 간 분쟁

의 씨앗이 되는 요소들을 식별하고, 군사분쟁으로 비화될 가능성

을 없애는 방안 등에 대해 논함. 참가자들은 양국 간 관계 정상화

를 강조하면서 트랙 2 수준에서의 대화의 중요성을 강조함. 해당 

대담을 통해 참석자들은 세 가지 결론을 도출함: 1) 양 군 간 오

해를 줄이기 위한 정책 틀 고안, 2) 군사교리 재검토를 통한 확전 

가능성 근절, 그리고 3) 군축협정의 개정을 통한 사이버안보와 같

은 새로운 분야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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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MS 카톡 채널 추가> 

 

https://warontherocks.com/2021/12/south-koreas-taiwan-conundrum/
https://www.stimson.org/2021/avoiding-a-worst-case-scenario/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