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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동중국해의 ‘만일의 사태’ 에 대한 일본의 잠재적 기여는? 

▶ 발행기관 : RAND 

▶ 저    자 : Jeffrey W. Hornung 

▶ 일    자 : 2020년 12월 14일 

▶ 개    요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미국과 일본 간의 동맹은 매우 중요함. 동중국해

에서 ‘만일의 사태’가 발생하고 그에 따라 미국과 중국간의 군사적 분

쟁이 촉발될 때 일본이 어떠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의문에 답을 제시하고자 함. Jeffrey W. Hornung은 이 보고서에서 일본 

해상자위대의 강점과 한계뿐만 아니라 해상자위대의 무력 사용 및 미

군 기지 접근과 관련된 법적 문제 등 다방면적인 군사안보측면에서 살

펴보고 있음. 특히 일본의 자주국방 성향은 유사시 미일 공조에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평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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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미국의 핵탄두 현대화와 "신형" 핵무기 

▶ 발행기관 : CSIS 

▶ 저    자 : Rebecca Hersman & Joseph Rodgers 

▶ 일    자 : 2020년 12월 04일 

▶ 개    요  

CSIS Project on Nuclear Issues (PONI) Deep Dive Debrief Series의 2번

째 보고서로서 미국의 핵탄두 능력 개발을 둘러싼 논쟁과 미국의 "새

로운" 핵무기 개발 등을 검토하는 것을 주 목적으로 함. 세부적으로는 

미국의 핵탄두 능력의 확대와 영국 및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와의 관

계, 탄두 생산 인프라, 무기 통제와 비확산 노력에 대한 잠재적인 영향 

등을 다루고 있음. 미국과 영국 양국은 특히 핵전쟁에 대비한 현대화 

프로그램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음. 이러한 프로젝트가 향후 지속적인 

정치적 지원 방안, 장기간의 획득 기간동안 필요한 자금의 현대화 노력, 

적대국들의 핵 현대화와 경쟁하는 방법 등 상당한 재정 및 지정학적 

과제를 내포하고 있다는 데 동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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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트럼프의 남중국해 전략이 바이든 행정부에게 전하는 교훈 

▶ 발행기관 : CNA 

▶ 저    자 : Koh Swee Lean Collin 

▶ 일    자 : 2020년 12월 15일  

▶ 개    요  

필자는 트럼프 행정부가 보여준 남중국해 전략을 바탕으로 바이든 행정

부에 몇 가지 제언을 하고 있음. 그동안 미국의 남중국해 전략의 한계점

을 설명하고 남중국해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서 차기 바이든 행정부가 중

국의 전략에 제동을 걸 수 있을 것인가를 살펴보고 있음. 총 3가지에 대

한 교훈을 제시하고 있으며 첫째는 "군사화"라는 개념적 장애물을 해소하

는 것이고 둘째는 중국의 기정사실화 전략에 대한 대응이며 마지막은 여

러 잔존한 난제(Wicked problem)의 도전이라고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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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동부 지중해 위기에 새로운 기회의 창이 있는가? 

▶ 발행기관 : BROOKINGS 

▶ 저    자 : Galip Dalay 

▶ 일    자 : 2020년 12월 09일 

▶ 개    요  

그리스와 터키 사이의 오래된 해상 분쟁은 그리스 영해 폭에 대한 

이견, 에게 해의 섬에 대한 소유권, 양국간 동지중해 배타적 경제   

수역에 대한 차이 등에 초점을 맞추고 있음. 이러한 문제들은 양국

의 영토라는 핵심이익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양보와 타협이 어렵고 

정치적인 비용도 큼. 또한 그리스는 국제 중재를 선호하는 반면 터

키는 양자 협상을 선호하는 방식 역시 차이를 보임. 하지만 향후 해

당 분쟁에 대해 독일과 프랑스의 역할을 기대해볼 수 있음. 두 국가

는 그리스와 터키 간의 대화가 재개되는 것에 초점을 맞춰 갈등   

관리를 시작할 수 있기에 유럽은 해당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기회

의 창’을 포착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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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channelnewsasia.com/news/commentary/china-south-china-sea-trump-biden-obama-spratlys-navy-missiles-13769540
https://www.brookings.edu/blog/order-from-chaos/2020/12/09/is-there-a-new-window-of-opportunity-in-the-eastern-mediterranean-crisi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