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발간물은 한국해양전략연구소의 저작물로서 인용 시 표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1. 바이든 행정부로의 전환, 중국과 러시아와의 경쟁은?  

▶ 발행기관 : CSIS 

▶ 저    자 : Anthony H. Cordesman 

▶ 일    자 : 2021년 1월 6일 

▶ 개    요  

필자는 미국은 중국 및 러시아와의 경쟁과 협력에 관하여 근본적으로 

새로운 접근이 필요하다고 주장함. 미국이 군사경쟁의 필요성을 넘어 

전략적 파트너를 구축하면서 경쟁하려면 몇 가지 변화가 필요함. 중국

과 러시아의 회색지대(Grey Zone)전략과 그 영향에 집중, 전략적 파트

너 국가와의 합동군사훈련, 경제적 협력에 대한 전반적인 접근, 세계적

인 통합 전략을 구축할 필요성을 들 수 있음. 본 보고서는 분석을 위해 

각 국가의 군사 및 방위 규모를 포함하여 경쟁의 주요 패턴에서 나타

나는 특성뿐만 아니라 현재의 군사, 경제 및 기술 균형을 정량화한 약 

40개 표를 통해 설명을 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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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남중국해를 향한 영국의 항모전단 파견 

▶ 발행기관 : The Japan Times 

▶ 저    자 : KYODO 

▶ 일    자 : 2021년 1월 15일 

▶ 개    요  

중국의 남중국해를 향한 해양력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서태평양 해

역에 항공모함전대를 파견한다는 영국의 계획에 일본은 환영의 뜻을 

보임. 일본 및 영국은 각국의 동맹관계를 통해 긴밀히 협력할 것이라고 

밝히며 양국은 동중국해와 남중국해에서 중국이 무력으로 현상을 바꾸

려는 일방적인 시도에 대해 ‘강력히 반대’ 할 것이라는 합치된 뜻을 표

명함. 자유롭고 개방적인 인도-태평양을 지지하고 양국간 방위협력을 

강화하며 자국 외무장관이 참여하는 2+2회담을 조기에 개최하기로 합

의함. 양국은 또한 북한이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방

식으로 대량살상무기와 탄도미사일을 스스로 제거한다는 목표를 향해 

노력할 것’을 재확인하기도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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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csis.org/analysis/biden-transition-and-us-competition-china-and-russia-crisis-driven-need-change-us-strategy
https://www.csis.org/analysis/biden-transition-and-us-competition-china-and-russia-crisis-driven-need-change-us-strategy
https://www.csis.org/analysis/biden-transition-and-us-competition-china-and-russia-crisis-driven-need-change-us-strategy
https://www.japantimes.co.jp/news/2021/01/15/national/japan-britain-aircraft-carri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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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원자력 쇄빙선은 해안경비대의 선택지인가? 

▶ 발행기관 : USNI NEWS 

▶ 저    자 : Mallory Shelbourne 

▶ 일    자 : 2021년 1월 13일  

▶ 개    요  

미국 해안경비대는 과거 백악관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원자력 쇄빙선을 

추진하지 않을 것이라고 슐츠(Karl Schultz) USCG 사령관은 밝힘. 원자력 

쇄빙선 구축 가능성을 살펴야 한다는 트럼프 행정부의 요구는 미 국방부

가 러시아와 중국과 같은 국가와의 경쟁과 갈등에 초점을 둔 국방전략과 

맞물려 있고 최근 몇 년간 북극 해역에 러시아와 중국의 주둔이 증가하는 

것을 경계하는 의미와 연관됨. 이에 미국 해안경비대가 북극해에서 임무

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슐츠 사령관의 의견이 제시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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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웨비나 : 해양안보 Dialogue 

▶ 발행기관 : CSIS 

▶ 저    자 : Admiral Robert P. Burke, Heather A. Conley 

▶ 일    자 : 2021년 2월 2일 (예정) 

▶ 개    요  

오는 2월 초 미 해군의 주요 인사가 참가하는 미 해군 해양안보 

dialogue가 개최될 예정임. 이 행사는 국가 수준의 해양 정책에서부

터 해군 개념 개발 및 프로그램 설계에 이르기까지 해군, 해병대 및 

해안 경비대가 직면한 특별한 과제에 대해 논함. 예산 문제, 기술적 

기회, 그리고 지속적인 전략계획과 조정 등을 감안할 때, 향후 

10~15년 동안 미 해군에 상당한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함. 본 웨

비나에서는 이러한 문제들에 대해 논의할 수 있는 대화의 장을 마련

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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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ews.usni.org/2021/01/13/schultz-nuclear-icebreakers-are-not-an-option-for-coast-guard
https://www.csis.org/events/online-event-maritime-security-dialogue-usn-setting-theater-arctic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