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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왜 중국인민해방군(PLA)은 각기 다른 영해에서 동시다발적 군사훈련을 

전개하는가? 

▶ 발 행 지 : Think China 

▶ 저    자 : Song Zhongping 

▶ 일    자 : 2020년 9월 2일 

▶ 개    요  

중국인민해방군은 동시다발적으로 여러 전장을 만들어 미국의 대응을 분주하게 

함으로써 미국을 경계해야 한다고 주장함. PLA는 대만해협과 남중국해의 위협을 

모두 포괄하는 계획을 세워야 함. 이는 중국이 원하는 방식으로 더 많은 선택권

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줄 것이며, 갈등을 완화시킬 것임. 가능한 모든 결과에 직

면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은 최상의 시나리오와 최악의 시나리오 양자 모두 준

비된 것을 의미함. 미국이 개입해 중국과 전면전을 벌인다면 중국은 엄청난 대가

를 치를 것이며 이는 최악의 시나리오로서 가능성은 낮지만 이에 대한 중국의 준

비가 부족함. 최선의 시나리오가 발생하더라도 미국은 크림반도 합병과 관련해 

러시아를 대했던 것처럼 국제사회가 여전히 중국에 제재를 가하도록 통제할 것

이기에 중국도 이를 대비해야 함. 

 원문 링크 클릭 

2. 사이버 보안과 NATO의 핵 보유 능력  

▶ 발행기관 : Modern Diplomacy 

▶ 저    자 : Pavel Karasev 

▶ 일    자 : 2020년 9월 6일 

▶ 개    요  

지난 7월 NATO의 사이버 보안에 대한 분석 보고서가 발표됨. 해당 보고서

에는 취약한 사이버 보안으로 야기될 수 있는 NATO의 핵무기 시스템에 대

한 위험 인지를 강조했음. 최첨단 기술이 지휘 및 통제 구조에 점점 더 많

이 사용됨에 따라 사이버 보안의 중요성이 더욱 높아짐. 저자는 안전한 핵 

보유를 위한 사이버 보안에 대한 책임이 NATO 회원국에 있다는 의견을 밝

혔으나, 핵 능력을 보유한 NATO 회원국이 미국이기 때문에 NATO 외의 핵 

보유국가들의 협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언급하지 않은 것은 역설적으로 보

임. 

원문 링크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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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thinkchina.sg/chinese-academic-why-pla-conducts-simultaneous-exercises-across-different-territorial-waters
https://moderndiplomacy.eu/2020/09/06/cybersecurity-and-natos-nuclear-capabi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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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UN이 남중국해 분쟁을 중재할 수 있는가? 

▶ 발 행 지 : The Asean Post 

▶ 저    자 : Anna Malindog-Uy 

▶ 일    자 : 2020년 9월 6일 

▶ 개    요  

필리핀은 남중국해에 대한 중국의 주장을 UNCLOS에 기반하여 상설중재재판

소를 통해 이의를 제기하였고, 중국의 주장이 법적 근거가 없다는 판결을 받았

으나, 중국은 이를 부인함. 이후 두테르테 필리핀 대통령이 親중국 정책을 펼치

면서 의미 있는 결과가 나오지 않음. 이에 따라, 필리핀 전 외무장관 등의 옴부

즈맨들은 두테르테 행정부에 해당 중재판결을 유엔 총회에 제출할 것을 촉구

하는 공동 성명을 발표했으나, 현 외무장관은 이를 거절하며, |이미 승소한 사

안에 대해 추가적인 행동이 필요하지 않다.”는 입장을 보임. 필리핀을 둘러싼 

남중국해의 지정학적 상황이 변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필리핀은 이에 대한 새

로운 전략이 필요함. 

원문 링크 클릭  

4. 해양실현주의와 일본의 안보정책 

▶ 발 행 지 : Tokyo Review 

▶ 저    자 : Takuya Matsuda 

▶ 일    자 : 2020년 9월 7일 

▶ 개    요  

동중국해와 남중국해에서 나타나는 중국의 행보로 인해 일본의 해상교통로 안

전이 위협을 받고 있음. 영토 보호는 물론, 자유로운 해상 접근에 의존하는 무

역국가로서 안보적·경제적으로 항행의 자유의 보장이 필수불가결함. 아베 정권

은 이지스 어쇼어 탄도미사일 방어체계 중단 이후 타격능력 확보 가능성에 무

게를 두고 있어 일본의 ‘평화주의’ 국가전략에서 크게 벗어날 가능성을 예고하

고 있음. 일본이 군사력을 국가 전략의 중요한 요소로 받아들이는 것은 이러한 

해상로에 대한 접근이 위태로워질 때마다 나타남. 해상현실주의는 일본이 해

상으로의 자유로운 진출과 항행이 어려울 때마다 군사력 특히 해군력을 강조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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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MS 카톡 채널 추가> 

https://theaseanpost.com/article/can-un-settle-scs-dispute
https://www.tokyoreview.net/2020/09/japan-as-a-maritime-realist-state-explaining-japans-security-polic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