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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미 국방성은 중국과 러시아에 대한 최악의 상황을 재고해야 

▶ 발행기관 : CIMSEC  

▶ 저    자 : Bryan Clark 

▶ 일    자 : 2021년 2월 3일 

▶ 개    요   

지난 10년 간 미국은 중국, 러시아, 북한 등과의 정규전을 가정으로 하는 

계획을 수립해왔음. 하지만 중국과 러시아는 정보전과 함께 결정체계를 파

괴하는 비전통적인 전략을 수립해 왔음. 이러한 결정중심적 작전(Decision-

centric operations)이 미래전의 양상일 가능성이 높음. 현재 미 국방성의 

전통적 소모중심적(attrition-centric) 사고방식은 유연성이 결부되어 있으며, 

중국과 러시아가 발전시키고 있는 회색지대(Gray Zone) 혹은 혼합전

(Hybrid Warfare) 전략에 취약할 수 있음. 따라서 적국들의 이러한 전략에 

대응할 수 있도록 사고방식의 전환과, 이에 따른 계획/전력의 재고가 요구

됨. 

원문 링크 클릭 
 

2. 미 해군의 신 전략에 대한 중국의 평가 

▶ 발행기관 : USNI 

▶ 저    자 : Shi Xiaoqin and Liu Xiaobo 

▶ 일    자 : 2021년 2월 19일  

▶ 개    요 

지난 12월 미 해군, 해병대, 해안 경비대가 공동으로 발표한 해상 전략 보

고서는 사상 처음으로 중국과의 전략적 경쟁관계를 기반으로 작성됨. 해당 

보고서는 중국과 러시아를 동시에 위협으로 상정하고 있으며, 기존의 해양

전략은 유효하지 않다고 보고 있음. 보고서의 핵심 내용은 중국을 견제하

여 미국이 해양에서의 주도권을 확보한다는 것임. 이는 중국과의 긴장이 

고조되고 지역적으로 전쟁이 발발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함축하고 있음. 

아울러 미국은 회색지대(Gray Zone) 영역에서도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을 

명기함. 즉 소셜미디어, 보급로, 우주, 사이버 공간에서도 활약할 것임을 시

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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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cimsec.org/the-pentagon-needs-to-rethink-its-worst-case-scenarios-against-china-and-russia/
https://cimsec.org/the-pentagon-needs-to-rethink-its-worst-case-scenarios-against-china-and-russia/
https://cimsec.org/the-pentagon-needs-to-rethink-its-worst-case-scenarios-against-china-and-russia/
https://news.usni.org/2021/02/19/chinese-assessment-of-new-u-s-naval-strate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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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대만 미∙중 관계에 있어 가장 큰 시험대 

▶ 발행기관 : CNA 

▶ 저    자 : Ted Gover  

▶ 일    자 : 2021년 2월 22일  

▶ 개    요 

최근 대만을 둘러싼 미∙중간의 갈등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중국의 고

위급 외교관이 미∙중간 비적대적인 태도를 유지할 것을 강조하면서, 동

시에 대만은 미∙중간 “가장 중요하고 민감한” 사안이라고 표명함. 이에 

대해 바이든 행정부는 다음과 같이 행동해야 함. 우선 대만해역에서 미 

해군력을 과시하고 동맹국들과의 해상훈련을 하는 등 대만에 대한 확고

한 의지를 보여주어야 함. 아울러 대만의 국방력을 강화하기 위해 강력

한 방어 능력을 제공해야 함. 이와 함께 비군사적 영역에서 대만과의 교

류를 활발하게 추진해야함. 또한 전략적 모호성, 즉 필요시 대만을 방어

할 의지는 확실히 표현하되 실제로 무력갈등이 발생할 수 있는 실마리

는 제공하지 않는 태도를 유지해야 함. 한편 대만의 독립과 관련해서는 

저자세를 유지하며, 중국을 필요 이상으로 자극하는 행위는 자제하는 것

이 바람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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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베트남, 스프래틀리 군도에서 대중국 방어망 구축  

▶ 발행기관 : South China Morning Post 

▶ 저    자 : Rachel Zhang  

▶ 일    자 : 2021년 2월 22일 

▶ 개    요 

베트남은 지난 2년간 스프래틀리 군도에 대중국 방어망을 구축해 왔다

고 미국의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가 발표함. 베트남은 중국의 군시설

을 타격할 수 있도록 시설들을 구축했으며, 대공 및 해안 방어 시스템과 

함께 레이다 보호시설, 행정시설 또한 설치한 것으로 알려짐. 이 보고서

에 따르면 베트남은 중국과의 영토분쟁에 대응할 수 있도록 더 새롭고 

더 멀리 발사 가능한 무기체계를 발전시켜 왔음. 

                     원문 링크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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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channelnewsasia.com/news/commentary/taiwan-strait-us-china-biden-xi-jinping-arms-sales-diplomatic-14234674
https://www.scmp.com/news/china/diplomacy/article/3122648/south-china-sea-vietnam-builds-defences-against-beijin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