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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만 정치 및 안보 이슈에 대한 분석 

▶ 발행기관 : CRS & USNI News 

▶ 저    자 : CRS & USNI News 

▶ 일    자 : 2021년 1월 1일 

▶ 개    요  

중국은 대만을 ‘하나의 중국’ 원칙에 따라 외교적, 군사적 행동을 취하

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대만에 관한 정치적, 안보적 쟁점사안들에 대

한 미국의 입장을 확인할 필요가 있음. 미국은 1972년, 1978년, 1982년 

미-중 공동성명을 토대로 트럼프 행정부가 제시한 One-China 정책을 

고수하고 있음. ‘중국을 유일한 합법정부’로 인정하면서도 ‘대만은 중국

의 일부’라는 중국의 입장은 인정하지 않고 대만과 비공식적인 관계만 

유지하는 기조를 보여주고 있어 대만에 대한 중국의 공격에 미국이 어

떻게 대응할 것인지 입장을 결정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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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북극의 전략적 안정과 경쟁 

▶ 발행기관 : CSIS 

▶ 저    자 : Rebecca Hersman, Eric Brewer, Maxwell Simon 

▶ 일    자 : 2021년 1월 6일 

▶ 개    요  

미국이 북극에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추구할 수 있는 네 가지 광범

위한 북극 전략을 살펴보면 이 지역의 전략적 비대칭을 알 수 있음. 중

국과 러시아를 견제하기 위한 직접적인 균형 재조정 접근방식과 국가

간 연합에 기초한 상쇄 접근방식이 제시됨. 영역에 기반한 상쇄 접근방

식은 미국의 장점을 극대화하기 위해 북극 지역에서 경쟁의 경제적 측

면과 자원 측면에 초점을 맞추고 있음. 마지막으로, 안정적 접근방식은 

투명성을 강화하고 이해관계가 겹치는 미-러(및 중국)간 협력의 영역을 

추구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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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beta.documentcloud.org/documents/20439218-taiwan-political-and-security-issues-dec-31-2020
https://news.usni.org/2021/01/01/report-on-taiwan-political-and-security-issues
https://www.csis.org/analysis/deep-dive-debrief-strategic-stability-and-competition-arct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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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코로나 19가 미국과 중국의 군사적 시그널에 미친 영향 

▶ 발행기관 : CSIS 

▶ 저    자 : CSIS 

▶ 일    자 : 2020년 12월 17일  

▶ 개    요  

코로나 19 발생 이후 미국과 중국 정부는 인도-태평양에서 각 국의 군사 

활동을 늘리는 것에 대한 이유로 팬데믹을 이용. 미국은 남중국해에서   

중국의 해안 경비대 배치와 대만 근해에서 훈련 증가를 지적함. 반면 중

국은 남중국해, 대만 등 민감 지역에서 군사 배치 및 훈련을 확대함으로

써 미국이 의도적으로 긴장을 고조해왔다고 비난함. 미국과 중국은 코로

나 19로 인한 제한으로, 동맹국과의 합동 훈련 및 활동이 감소됨. 또한 양

국 모두 2020년 상반기에는 전년도 대비 낮은 군사 활동 수준을 보였지

만, 하반기에 급증하는 모습을 보여줌. 공신력 있는 자료에 따르면 미국은 

전년 대비 15% 감소, 중국은 전년 대비 50% 증가한 추세를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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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아시아 연안국가의 해양안보 

▶ 발행기관 : ORF 

▶ 저    자 : Abhijit Singh 

▶ 일    자 : 2020년 12월 28일 

▶ 개    요  

2020년이 끝나는 시점에서 지난 10년 동안 해양 안보 지형을 형성

해 온 몇몇 경향과 쟁점을 검토함. 아시아의 해양 안보 환경은 항상 

도전적이었으나 전통적/비전통적인 광범위한 안보 문제에 직면하면

서, 많은 유관 기관들은 혼란을 겪음. 최근 몇 년 동안 해양 위협의 

복잡성이 증가하고 있음. 특히 해군은 마약과 밀수, 무장 강도 그리

고 불법 이민과 같은 예측하기 힘든 다양한 도전을 억제하기 위해 

고군분투해옴. 코로나19로 인하여 해결해야할 해양문제와 과제들이 

증가하고 있으며 미래를 대비할 모멘텀의 준비가 미흡하다고 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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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amti.csis.org/how-covid-19-affected-u-s-china-military-signaling/
https://www.orfonline.org/expert-speak/the-decade-of-mahanian-defenc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