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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미 해군의 미래 : Elaine Luria 와의 대담  

▶ 발행기관 : Hudson Institute  

▶ 저    자 : Bryan Clark 

▶ 일    자 : 2021년 3월 17일 

▶ 개    요   

버지니아州 하원의원 Elaine Luria는 미해군사관학교 출신으로서 20년간 해

군에서 복무하였으며, 중동 및 서태평양에 파견되어 수상함 장교로 근무를 

한 경험이 있음. Luria의원은 미해군의 현주소에 대해 다음과 같은 의견을 

피력함. 중국의 위협이 커지면서, 미해군의 성장이 중요한 과제로 발전함. 

하지만 현재 미해군의 계획(Battle Force 2045)은 여러가지 의문점들을 불식

시키지 못하고 있음. 예를 들어, 동 계획은 500척가량의 해군함정들이 필

요하다고 제시하고 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 불확실함. 이외에도 노후화

된 선박들의 폐기, 무인 함정의 도입, 조선소와 해군과의 관계 등 해군의 

규모와 능력에 지대한 여향을 미칠 수 있는 여러 의문점들이 있음. 따라서 

가장 비용효과적으로 미해군의 능력을 유지하면서 새로운 함정들을 도입하

는 방법에 대해 심도 있게 고민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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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새로운 미 해군장관의 과제 

▶ 발행기관 : Hudson Institute 

▶ 저    자 : Seth Cropsey & Harry Halem 

▶ 일    자 : 2021년 3월 17일  

▶ 개    요 

해군장관은 타군장관에 비해 더 막중한 책임감을 가짐. 바다를 통제하는 

것은 미 국가전략의 핵심적 요소이며, 특히 육군과 공군의 작전에 지대한 

영향을 미침. 새로운 해군장관에게는 상당히 장기적인 안목이 요구되며, 세

가지 주요 과제를 해결해야 함. 첫째, 해군이 대형 지상 전투력에 중점을 

둘 것인지, 중소형 지상 전투력을 부활시킬 것인가? 둘째 항모타격단

(Carrier Strike Group)이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어떤 역할을 할 것이며, 

신형장비와 기존의 장비를 어떻게 부합시킬 것인가? 마지막으로 타군과의 

“경쟁”을 뛰어넘어 어떻게 해군의 당면과제를 의회에서 설명하고 의원들을 

설득시킬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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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러시아 사이버 전술 및 운영의 발전 

▶ 발행기관 : CSIS 

▶ 저    자 : Dmitri Alperovitch, Heather A. Conley, James Andrew 

Lewis 

▶ 일    자 : 2021년 3월 25일  

▶ 개    요 

러시아의 사이버 공격이 새로운 것은 아니지만, 침투의 빈도가 증가했으

며, 더욱 정교해지고 민주주의 국가들의 정보 시스템, 인프라 및 기관들

을 계속하여 위협하고 있음. 러시아의 미래 사이버 공격에 대응하기 위

해 러시아의 사이버 전략, 운영 및 전술의 진화에 대한 더 나은 이해가 

필수적임. 아울러 책임추궁을 할 수 있는 체제가 마련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 미국은 유럽 동맹국 및 파트너들과 더욱 긴밀하게 협력하여야 함. 

이 과정에서 대응의 비례성이 함께 논의되어야 함. 아울러 러시아, 중국, 

북한에서 발생하는 사이버 공격에 대한 책임은 정부 및 개인들에게도 

적용되어야 함. 물론 필요 이상으로 러시아를 자극하지 않도록 신중을 

기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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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대만을 둘러싼 미∙중간 최후의 결전에서 중국이 이길 수 있어  

▶ 발행기관 : Bloomberg 

▶ 저    자 : Max Hastings 

▶ 일    자 : 2021년 3월 14일 

▶ 개    요 

미 외교협회(Council on Foreign Relations, CFR)는 대만을 둘러싼 미국과 

중국의 경쟁이 전쟁이 가능한 수준까지 악화되었다고 주장함. 바이든 대

통령 또한 이를 우려하고 있음. CFR은 미국의 직접적인 개입보다는 대만

이 중국을 견제할 수 있도록 대만을 군사적으로 지원할 것을 건의함. 전

쟁이 발발할 경우, 중국의 영향력이 강한 지역에서 미군이 우세하지 않

을 수도 있음. 때문에 미국은 중국과 관계 개선을 위해 경제적 보상에 

초점을 둔 “억지”정책을 고려해야함. 

                     원문 링크 클릭 

제 35호  

2021년 3월 31일 

 

1. 해양이슈와 정책(1) 

2. 해양이슈와 정책(2) 

3. 해양이슈와 정책(3) 

4. 해양이슈와 정책(4) 

 

<KIMS 카톡 채널 추가> 

 

https://www.csis.org/events/evolution-russian-cyber-tactics-and-operations
https://www.bloomberg.com/opinion/articles/2021-03-14/max-hastings-china-might-defeat-america-in-war-over-taiwa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