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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바이든 행정부, 4자간 안보협력체제(Quad) 확대 희망  

▶ 발행기관 : USNI News 

▶ 저    자 : John Grady 

▶ 일    자 : 2021년 1월 29 

▶ 개    요  

바이든 행정부의 국가 안보 보좌관인 설리번(Jake Sullivan)은 4자간 안보협

력체제를 비공식적 관계 이상으로 발전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

힘. 최근 Quad 구성국인 미국, 일본, 인도, 호주는 연합 군사 훈련을 실시

했으며, 앞으로도 이러한 훈련을 할 것임을 기약함. 동시에 중국을 견제하

기 위한 경제적, 외교적, 군사적 전략을 논의함. 중국은 계속하여 미국의 

세계질서를 대체하고자 도전하고 있음. 현재 Quad의 확대에 있어서 장애

물이 될 수 있는 것은 군사활동을 제한하는 일본의 헌법임. 한편 Quad와 

함께 기타 외교 현안, 특히 이란의 핵문제, 러시아와의 관계, 이스라엘-팔

레스타인간의 갈등 등이 동시에 고려되고 있음. 

원문 링크 클릭 
 

2. 남중국해, 중국 전투기 출격은 있었으나 위협은 없어 

▶ 발행기관 : CNA 

▶ 저    자 : Reuters/ta 

▶ 일    자 : 2021년 1월 27일  

▶ 개    요 

미국 태평양사령부는 지난 1월 29일(현지시간) 성명을 통해, 지난 한 주 동

안 남중국해에 항공모함을 전개하여 중국의 군용 비행 활동을 예의주시하

였으며, 특별한 위협행위는 없었다고 발표함. 하지만, 중국의 행동은 여전

히 불안정하고 공격적인 성향을 나타낸다고 언급함. 중국은 남중국해에 영

유권을 주장하면서 주변국 그리고 미국과 갈등관계에 있는 상태임. 한편 

중국은 미군의 군사활동이 남중국해 지역의 평화와 안정에 무익하다고 비

난함. 이에 미국 태평양사령부는 "미국은 국제법이 허용하는 곳이라면 어

디든 비행, 항해, 활동을 계속할 것이며, 이러한 행동을 통해 이 지역 전역

에 걸친 우리 결의를 입증할 것"이라고 강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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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ews.usni.org/2021/01/29/biden-administration-wants-to-expand-pacific-quad-relationship-national-security-advisor-sullivan-say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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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영국과 일본, 동남중국해 상황에 심각한 우려 표명 

▶ 발행기관 : CNA 

▶ 저    자 : Reuters 

▶ 일    자 : 2021년 2월 3일  

▶ 개    요 

영국과 일본은 수요일 (2월 3일) 동∙남중국해를 대상으로 하는 중국의 

일방적인 해양주권 확장 시도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음. 해당 공

동성명은 영국과 일본의 4명의 외무장관/국방장관들의 온라인 회의 이

후 발표되었으며, "남중국해에서 항해와 비행의 자유를 유지하는 것의 

중요성을 재확인하고 모든 당사국들에게 긴장을 고조시킬 가능성이 있

는 활동을 자제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함. 중국은 자원이 풍부한 남중

국해에 주권을 주장함으로 브루나이, 말레이시아, 필리핀, 대만, 베트남

과 충돌, 동중국해에서는 센카쿠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함으로 수년간 일

본과 갈등관계에 있는 상태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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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미-베트남 관계의 전망 

▶ 발행기관 : RAND 

▶ 저    자 : Derek Grossman 

▶ 일    자 : 2021년 2월 1일 

▶ 개    요  

미국과 베트남에서 각각 새로운 리더가 집권함에 따라, 양자관계의 전망

이 새롭게 주목을 요하고 있음. 트럼프 행정부까지는 양국간의 “포괄적 

협력관계”, 특히 남중국해 분쟁을 포함한 안보분야에서 깊은 협력관계를 

도모 해왔음. 바이든 행정부가 이러한 태도를 유지한다면, 양국관계는 

무난히 유지될 것임. 그러나 여러가지 변화의 징조가 포착됨. 바이든 대

통령은 인권존중 및 자유세계간의 연대를 강조함. 또한 러시아에 대해서

는 강경한 자세를 보이고 있음. 베트남은 인권분야에서 논란이 있으며 

사회주의 체제임. 또한 베트남 무기체계의 80%는 러시아에서 유입된 장

비임. 아울러 트럼프는 베트남의 통화 저평가 정책은 “불공정”한 행위라

고 비난했음. 따라서 미-베트남관계의 전망은 전반적으로는 긍정적이지

만, 다소 우려가 되는 부분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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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channelnewsasia.com/news/asia/uk-japan-express-serious-concern-over-east-south-china-seas-14105314
https://www.rand.org/blog/2021/02/how-us-vietnam-ties-might-go-off-the-rails.html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