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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북한의 다탄두 재돌입 비행체(Multiple Reentry Vehicles) 미사일 시

험 발사 저지의 중요성 

▶ 발 행 지 : CSIS 

▶ 저    자 : Markus V. Garlauskas 

▶ 일    자 : 2020년 11월 05일 

▶ 개    요  

북한의 다탄두 재돌입 비행체의 시험 발사를 막는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북한은 향후 수개월 내에 핵을 탑재한 다탄두 각개목표설정 재돌

입 비행체(Multiple Independently-targetable Reentry Vehicle; MIRV) 전

략무기 시험을 재개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음. 이 미사일은 미국의 미

사일 방어에 도전하고 미국의 안보를 더 쉽게 위협할 수 있는 북한의 

능력을 증가시킬 것임. 반세기 이상의 기간동안 북한은 충분한 능력을 

키울 수 있는 시간을 확보했다고 보임. 그러나 북한이 이를 주변국에 

위협을 가할 기회를 제공해서는 안된다는 것을 강조하며, 미국을 비롯

하여 북한의 미사일 발사 시험을 억제하기 위한 수단을 강구할 방안을 

모색해야함.  

원문 링크 클릭 
 

2. 지정학과 북극권의 부상 

▶ 발행기관 : CSIS 

▶ 저    자 : Rachel Ellehuus & Colin Wall 

▶ 일    자 : 2020년 11월 02일 

▶ 개    요  

북극해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면서 강대국 간에 북극권의 전략적·지정학적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관련국간 경쟁과 균형을 어떻게 맞춰 나갈지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음. 본 고는 노르웨이와 그린란드 그리고 아이슬란드 3

국이 경쟁국들 사이에 어떠한 입장과 정책을 보여주고 있는지 분석하여 이

를 제시하고 있음. 각 3국은 차이점은 있으나 대체로 중국과 러시아로부터 

경제적 협력과 군사적 압박을 받는 등의 공통적인 면모를 보여주기도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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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beyondparallel.csis.org/we-must-prevent-north-korea-from-testing-multiple-re-entry-vehicles/
https://www.csis.org/analysis/geopolitics-and-neglected-arctic-spa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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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쿼드' 국가들과 말라바르 군사훈련, 중국에 보내는 메시지  

▶ 발행기관 : The Japan Times  

▶ 저    자 : Jesse Johnson 

▶ 일    자 : 2020년 11월 03일 

▶ 개    요  

일본을 포함한 '쿼드' 4개국 군함과 항공기가 지난 10월 20일 벵골만에서 

연례 말라바르 연합군사훈련을 실시했으며, 호주는 13년 만에 훈련에 합

류함. 이번 훈련은 쿼드 포럼과 공식적으로 연계된 것은 아니지만 참가국

들은 인도-태평양에서 점점 더 강력해지고 있는 중국의 군사 및 정치적 

영향력에 대항하는 훈련으로 변하고자 하는 희망이 담겨있다고 전문가들

은 분석함. 올해 24회째 실시되는 이번 훈련에는 4개국 군 간 상호운용성

을 높이기 위해 마련된 대잠훈련과 대공훈련 등 다양한 '첨단 전술훈련'이 

포함되어 있다고 일본 해상자위대와 美 해군이 별도 성명을 통해 밝힘. 

 원문 링크 클릭 

4. 미국 대선 결과에 대한 중국의 침묵? 

▶ 발 행 지 : The Diplomat 

▶ 저    자 : Shannon Tiezzi 

▶ 일    자 : 2020년 11월 10일 

▶ 개    요  

미국 대선 결과가 뚜렷해짐에 따라 대부분의 세계 지도자들은 바이

든 후보에게 신속하게 축하의 뜻을 전달하는 가운데 시진핑 중국 국

가주석만 예외로 침묵을 지켰음. 왕원빈 대변인은 지난 9일 외교부 

정례 기자회견에서 중국 정부가 바이든 후보의 승리를 축하하는 성

명을 발표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질문을 받았으며 이에 대해 바이든 

후보가 선거 승리를 선언한 것을 알고 있으며 미국의 대선 결과는 

미국의 법과 절차에 따라 결정될 것이라는 뜻을 비추며 바이든 후보

의 당선에 대하여 달갑지 않은 기색이 엿보이는 듯한 인상을 주고 

있음. 저자는 이에 대한 이유를 제시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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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MS 카톡 채널 추가> 

https://www.japantimes.co.jp/news/2020/11/04/asia-pacific/malabar-military-exercises-china-quad/
https://thediplomat.com/2020/11/why-hasnt-china-congratulated-joe-bide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