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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인도 태평양 국가들이 러시아 비난에 신중한 이유 

▶ 발행기관: RAND 

▶ 저    자: Derek Grossman 

▶ 일    자: 2022년 4월 7일 

▶ 개    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이후, 인도 태평양 지역의 미 동맹국 

6개국만이 서방의 제재에 동참했음. 대부분의 국가들이 미-중 경쟁 

사이에서 딜레마를 겪고 있는데, 여기에 미-러 측면까지 더해져 그 

난처함은 더해질 예정임. 미국의 중요한 파트너 국가인 인도는 러시

아를 공개적으로 비난하지 않을 뿐더러, 값싼 자원 수입을 위해 통

화 스왑 협정 체결을 준비 중임. 최근 유엔총회 결의안 투표를 보더

라도 베트남을 비롯한 많은 동남아 국가들은 기권표를 던졌음. 약소

국에게 있어 강대국 간 균형전략은 생존 메커니즘이며, 미국은 이러

한 현실을 직시해야 함.  

원문 링크 클릭 

 

2. 아시아의 해저케이블과 미국의 이익 

▶ 발행기관: CSIS 

▶ 저    자: Matthew P. Goodman and Matthew Wayland 

▶ 일    자: 2022년 4월 5일 

▶ 개    요 

총 길이 약 100만 키로미터에 달하는 해저케이블은 전 세계 99 퍼

센트의 데이터를 전달함. 이처럼 중요한 해저케이블은 지진, 태풍, 

어망, 그리고 고의적 손상 등의 위협을 받음. 미국은 해저케이블을 

통해 매년 약 1,700억 달러 규모의 경제적 이익을 챙기고 있음. 디

지털 경제의 규모가 커지고 디지털 서비스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질

수록 더 많은 부가혜택이 예상됨. 하지만 중국의 부상과 함께 새로

운 환태평양 루트가 생기면서 미국은 아시아의 케이블 네트워크 회

복탄력성에 더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함.  

원문 링크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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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rand.org/blog/2022/04/why-most-of-the-indo-pacific-tiptoes-around-russia.html
https://www.rand.org/blog/2022/04/why-most-of-the-indo-pacific-tiptoes-around-russia.html
https://www.csis.org/analysis/securing-asias-subsea-network-us-interests-and-strategic-op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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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우크라이나 전쟁 그 이후는? 

▶ 발행기관: Bloomberg 

▶ 저    자: Niall Ferguson 

▶ 일    자: 2022년 4월 3일  

▶ 개    요 

스티븐 핑커를 비롯한 많은 저명한 학자들은 오늘날의 세계가 과

거보다 훨씬 평화롭고 앞으로도 평화로울 것이라고 말했음. 하지

만 2차 대전 이후 전쟁이 덜 빈번한 것은 어떤 인간 문명의 진보

가 있어서가 아니라 단지 우연일 뿐임.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얼마나 지속될지 모르고, 러시아는 최후의 수단으로 핵무기를 사

용할 수도 있음. 이로 인해 발생하는 3차 대전은 지금까지 경험

하지 못한 세계를 불러올 수 있음.  

원문 링크 클릭  

 

4.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러시아 사이버 부대는 어떤 역할을 했나? 

▶ 발행기관: The National Interest 

▶ 저    자: Klon Kitchen 

▶ 일    자: 2022년 4월 12일 

▶ 개    요 

사이버 공격은 공격하는 국가에게 상당한 군사적 이점을 가져다 

줌. 하지만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침공 전, 美 위성통신사 Viasat에 

대한 해킹공격, 산발적인 디도스 공격 외 전방위적인 사이버 공격

을 하지 않았음. 그 이유는 세 가지로 정리될 수 있음. 첫째, 확전

을 방지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수위를 낮췄을 가능성, 둘째, 군사

적 필요에 의해 우크라이나 기반시설에 대한 공격을 하지 않았을 

가능성, 그리고 셋째, 시도는 했으나 성공하지 못했을 가능성임. 

이 중에서 세 번째 시나리오가 가장 신뢰성 있어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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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85호  

2022년 4월 13일 

 

1. 해양이슈와 정책(1) 

2. 해양이슈와 정책(2) 

3. 해양이슈와 정책(3) 

4. 해양이슈와 정책(4) 

 

<KIMS 카톡 채널 추가> 

 

https://www.bloomberg.com/opinion/articles/2022-04-03/niall-ferguson-7-worst-case-scenarios-from-putin-s-ukraine-war
https://nationalinterest.org/blog/techland-when-great-power-competition-meets-digital-world/why-russia%E2%80%99s-cyber-warriors-haven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