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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일본과 그리스가 구상하는 해양질서는 무엇인가? 

▶ 발행기관: The Diplomat 

▶ 저    자: Georgios Zacharias 

▶ 일    자: 2022년 6월 17일 

▶ 개    요   

일본과 그리스는 지난 2022년 3월, “자유롭고 열린 해양질서”라는 

주제로 워크숍을 개최했음. 그리스는 터키와 에게해(Aegean Sea) 해

양경계획정 관련하여 갈등을 빚고 있으며, 일본은 센카쿠열도를 두

고 중국과 갈등을 빚고 있음. 일본과 그리스 모두 국제법을 기반으

로 분쟁을 해결하고자 하지만, 터키와 중국은 국제법에 대한 자의적 

해석을 통해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음. 양국은 지속적인 대화와 정보

교류를 통해 해양분쟁 해소에 관한 지식공유를 할 예정임.  

원문 링크 클릭 

 

2. (보고서) 대만해협위기에 따른 미-중 해양분쟁 시나리오 

▶ 발행기관: CNAS 

▶ 저    자: Stacie Pettyjohn, Becca Wasser, and Chris Dougherty 

▶ 일    자: 2022년 6월 22일 

▶ 개    요 

CNAS와 NBC는 최근 “위험한 해협”이라는 제목의 워게임을 진행했

음. 중국이 대만을 점령하는 시나리오를 바탕으로 미국과 중국 정책

결정자들이 마주하게 되는 전략적 딜레마를 잘 보여줌. 워게임에서 

중국은 대만을 최단시간 내 점령하지 못했으며, 이는 미국의 승리로 

이어진 것이 아니라 장기전으로 흘러가 모두 예상하지 못한 결과로 

이어짐. 이를 통해 미국은 중국의 대만 점령을 억제하기 위해 지속

적인 투자를 하고, 장기전에 대비해야 하며, 대만의 군사 방어능력

을 제고하기 위해 비대칭무기 개발을 지원해야 할 것이라는 교훈을 

도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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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thediplomat.com/2022/06/greece-japan-and-maritime-disputes/
https://thediplomat.com/2022/06/greece-japan-and-maritime-disputes/
https://www.cnas.org/press/press-release/new-cnas-report-dangerous-straits-wargaming-a-future-conflict-over-taiwan
https://www.cnas.org/press/press-release/new-cnas-report-dangerous-straits-wargaming-a-future-conflict-over-taiw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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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러시아의 흑해 함대 건설과 그 함의 

▶ 발행기관: Jamestown Foundation 

▶ 저    자: Ivan Kanapathy 

▶ 일    자: 2022년 6월 3일 

▶ 개    요 

기후변화에 따른 해수면 상승으로 인해 거대 함정의 흑해 운용과 

대규모 항만 건설이 훨씬 용이해졌음. 2014년 러시아가 크림반도

를 병합하면서 러시아는 흑해에 “불침항모”를 얻게 되었으며, 현

재 2027년까지 14척으로 구성된 함대 건설계획이 진행 중임. 이

로 인해 러시아는 흑해를 넘어 지중해까지 힘을 투사할 수 있게 

되었으며, 역내 세력균형의 판도를 뒤바꾸고 있음. 하지만 러시아 

해군의 최대 약점으로 가스터빈 기술력을 들 수 있는데, 크림반도 

합병에 따른 구 우크라이나 생산시설 몰수로 이를 극복하고자 함.  

원문 링크 클릭  

 

4. 전략적 책임성: 대서양 동맹체제의 재구축 필요성 

▶ 발행기관: Brookings 

▶ 저    자: Hans Binnendijk et al. 

▶ 일    자: 2022년 6월 24일 

▶ 개    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은 대서양 동맹체제에 새로운 활기를 

불어넣었음. 나아가, 유럽 국가들은 미국에 더 의존하게 되었음. 

나토 동맹국들은 당장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에 대항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데 집중해야 하지만, 보다 장기적으로 대서양 동맹체제를 

어떻게 재구축할 것인지에 대해 고민해야 함. 유럽은 향후 러시아

를 포함한 남쪽지역의 불안정에 대비할 수 있도록 능력을 제고해

야 하며, 유럽의 전략적 자주성을 보전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고

민해야 하고, 미국이 대서양과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책임을 다할 

수 있다는 확신을 동맹국들에게 줘야 함.  

                     원문 링크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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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MS 카톡 채널 추가> 

 

https://jamestown.org/program/an-arsenal-of-empire-russian-naval-construction-in-crimea-and-implications-for-black-sea-security/
https://www.brookings.edu/articles/strategic-responsibility-rebalancing-european-and-trans-atlantic-defense/?utm_campaign=Brookings%20Brief&utm_medium=email&utm_content=217712713&utm_source=hs_email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