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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미일 동맹 그리고 급격하게 변하는 한반도  

▶ 발행기관 : RAND 

▶ 저    자 : Scott W. Harold, Akutsu Hiroyasu, Jeffrey W. Hornung, Soo 

Kim, Yasuyo Sakata 

▶ 일    자 : 2021년 3월 17일 

▶ 개    요   

격변하는 한반도의 상황이 미일 동맹관계에 미치는 영향을 주제로 RAND

연구소는 2020년 3월 2일부터 3일까지 이틀에 걸쳐 학술회의를 진행함. 

본 회의는 일본정부에서 주최하였으며, 전 주한미대사 Kathleen Stephens

와 전 주한미군사령관 Vincent Brooks장군 등을 포함한 미국과 일본의 전

문가들이 참석하였음. 참석자들은 일본의 대한 인식이 악화되고 있는 현실

에 우려를 표하였음. 아울러 영토, 역사문제를 넘어 경제, 안보, 외교 분야

에서도 한일관계가 악화되고 있는 상황을 심각한 문제로 지적함. 또한 북

한의 무기체계의 첨단화에 대한 우려를 표함. 이러한 상황에서 미국이 양

동맹국(한국∙일본)과 계속 협조하면서, 한일간의 협조관계를 독려할 수 있

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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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중국과의 갈등이 바다를 넘어 육지로 확장 

▶ 발행기관 : Nikkei Asia 

▶ 저    자 : Wajahat Khan 

▶ 일    자 : 2021년 3월 12일  

▶ 개    요 

미 육군의 장성급 관계자는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미국이 중국과 충돌할 

경우 전쟁이 해상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며 육지 또한 고려해야 한다고 주

장함. 특히 육지에서의 전투가 “결정적”인 성격을 지닌다고 강조함. 아울러 

그는 중국이 미국과 전세계적인 수준에서 경쟁하고 있다는 것을 언급하며, 

중국이 분쟁을 피할 것이라는 믿음은 근시안적이라고 밝혔음. 중국은 빠른 

속도로 군을 현대화되고 있으며, 중국과 갈등을 빚고 있는 인도-태평양 지

역은 세계 인구의 50%를 차지는 육지를 포함한다는 점을 강조함. 또한 최

근 히말라야 지역에서 중국군과 인도군의 교전을 통해 알 수 있듯이 육군 

전력이 투입되었다는 점을 지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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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rand.org/content/dam/rand/pubs/conf_proceedings/CFA900/CFA945-1/RAND_CFA945-1.pdf
https://www.rand.org/content/dam/rand/pubs/conf_proceedings/CFA900/CFA945-1/RAND_CFA945-1.pdf
https://www.rand.org/content/dam/rand/pubs/conf_proceedings/CFA900/CFA945-1/RAND_CFA945-1.pdf
https://asia.nikkei.com/Politics/International-relations/Indo-Pacific/Conflict-with-China-will-be-on-land-not-just-at-sea-US-gener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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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미 해군의 독서프로그램이 미국의 안보를 약화시켜 

▶ 발행기관 : THE HILL 

▶ 저    자 : Mike Gonzalez, Jim Carafano 

▶ 일    자 : 2021년 3월 26일  

▶ 개    요 

미 해군의 전문 독서 프로그램 (CNO-PRP)의 추천도서목록 중 미국의 

헌법과 국가위상을 공격하는 서적이 다수 포함되어 있음이 밝혀졌음. 이

들 서적들은 “미국사회는 문제가 많고, 지킬 가치도 없으며 급격한 변화

를 필요로 한다”고 주장함. 특히 Ibram X. Kendi, Michelle Alexander 그리

고 Jason Pierceson의 서적이 문제가 되었고, 미 의회는 해당 목록을 재

고할 것을 해군에 요청함. 하지만 해군은 소극적인 입장임. Michel 

Gilday 해군총장은 해당서적들이 현재 미국사회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이슈를 지적하여 독자로 하여금 스스로를 돌아볼 수 있게 해준다고 설

명함. 하지만 중국과 러시아와의 갈등관계에 있는 현재 확고한 해군의 

지도력 및 국가에 대한 헌신이 요구되는 상황에서 상기 책들을 권장도

서로 포함시키는 것은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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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북극에 대한 러시아의 야망  

▶ 발행기관 : CNA 

▶ 저    자 : AFP 

▶ 일    자 : 2021년 3월 27일 

▶ 개    요 

러시아는 수에즈 운하의 대안으로 북극항로를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있

음. 푸틴 대통령은 러시아 북극 지역을 전략적 우선순위로 설정하였고, 

군사 인프라와 광물 채취에 대한 투자를 지시함. 최근 일본소유의(파나

마 국적의) 대형 화물선(Ever Green)이 수에즈 운하에서 좌초되어 해상교

통에 차질을 초래한 바 있음. 세계 무역선의 10% 이상이 수에즈 운하를 

통과하는데, 이번 사건으로 인해 다수 무역선들이 아프리카로 선회하며 

여러 기업들이 손실을 감내해야 했음. 러시아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북

극항로의 활용을 적극 독려하고 있음. 해당 항로는 러시아 자유경제구역 

범위내에 위치하고 있으며, 기후변화와 해빙현상으로 인해 항해가 가능

함. 아울러 수에즈에 비해 항해시간을 15일 단축시킬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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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MS 카톡 채널 추가> 

 

https://thehill.com/opinion/national-security/544956-the-navys-reading-program-undermines-americas-security
https://www.channelnewsasia.com/news/world/russia-pushes-arctic-ambitions-after-suez-jam--145010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