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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유럽연합 인도-태평양 계획 수립, '반중'은 아니라고 밝혀  

▶ 발행기관 : CNA 

▶ 저    자 : Reuters/dv 

▶ 일    자 : 2021년 4월 19일 

▶ 개    요   

유럽연합(EU)은 4월 19일(현지시간) 안보에서 보건에 이르는 다양한 영역

에서 자국의 이익을 보호하고 중국에 대응하기 위해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의 영향력을 강화하기로 결의함. EU는 인도, 일본, 호주와 같은 나라들과 

관계를 심화하는 한편, 중국 정부의 권위주의 확산에 반대하는 입장임. EU 

외무장관들은 성명을 통해 "EU가 민주주의, 법치주의, 인권, 국제법의 증진

을 바탕으로 인도-태평양에서의 전략적 초점, 존재, 행동을 강화해야 한다"

고 밝힘. 하지만 이러한 계획이 "반중"은 아니라고 강조함. 이 계획은 인도

-태평양 문제에 대한 EU의 외교적 인지도를 높이고, EU의 인력과 투자를 

늘리는 한편, 국제적 해양안보에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음. 하지만 

안보분야에 있어 EU가 구체적으로 어떠한 역할을 할지는 미지수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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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대만 인근에서 실시된 중국의 대규모 훈련, 미국을 겨냥 

▶ 발행기관 : CNA 

▶ 저    자 : Reuters/dv 

▶ 일    자 : 2021년 4월 16일  

▶ 개    요 

중국은 최근 대만의 방공식별구역을 침해하는 등 대만에 대한 행보가 활발

해지고 있음. 중국은 또한 이례적으로 이러한 행동을 "전투 훈련"이라고 

묘사함. 하지만 안보 관계자들은 이 훈련을 공격의 징후로 보고 있지는 않

음. 한편 이러한 행동들이 미군을 겨냥한 것이라고 대만의 관계자는 주장

함. 미 해군은 대만해협을 자주 통과한다는 사실을 감안하면, 중국의 행동

은 일종의 “접근거부” 훈련으로 볼 수 있음. 실제로 중국은 시뮬레이션전에

서 미국의 선박들을 공격함. 한편 중국은 미국의 대만정책이 대만독립세력

에게 힘을 불어넣고 있다고 비난함. 미국은 대만해협에 대해 “피할 수 없

는 책임”을 부담하고 있다고 대응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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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중국의 한반도사무특별대표 류샤오밍 임명이 주는 함의 

▶ 발행기관 : Stimon Center 

▶ 저    자 : Yun Sun 

▶ 일    자 : 2021년 4월 20일  

▶ 개    요 

2021년 4월 12일 중국은 류샤오밍(Liu Xiaoming)을 한반도사무특별대표

로 임명함. 류샤오밍은 주북한 대사 그리고 10년 넘게 주영국 대사로 

근무한 베테랑 외교관임. 이러한 출중한 인물을 임명했다는 사실은 여러 

의미에서 중요함. 2003년 6자회담 대표직으로 시작한 한반도사무특별대

표직은 2010년 국장급에서 차관급으로 승격되었음. 한편 2019년에부터 

류샤오밍의 임명까지 한반도사무특별대표직은 공석으로 남아있었음. 코

로나와 함께 미국이 북한과 직접 대화하며 북한정책이 양자회담 방식으

로 진행되었던 것이 이유였음. 하지만 바이든 행정부가 들어서면서 미국

의 북한 정책은 변화하고 있으며, 중국은 조만간 북한관련 정책이 다자

적 접근방식으로 발전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사

료됨. 즉 류샤오밍의 임명은 중국이 다시 한번 적극적으로 북한문제에 

임하겠다는 의도를 확인시켜 주는 행위로 해석할 수 있음. 

원문 링크 클릭  

4. “주도권” 중심의 사이버전략 

▶ 발행기관 : Council on Foreign Relations 

▶ 저    자 : Justin Sherman and Trey Herr 

▶ 일    자 : 2021년 4월 26일 

▶ 개    요 

작년에 발생한 솔라윈즈(SolarWinds) 사이버공격 사태는 미국의 현 사이

버안보 정책이 과연 효율적인지 반성을 하게 되는 계기가 됨. 미 국방성

이 2018년에 발표한 사이버전략은 모든 영역에서 모든 것을 감시하는 

전방위적 성격의 정책에 가까움. 하지만 인력 및 자원의 한계를 고려하

면 이러한 접근 방식은 상당히 비현실적인 전략임. 지금 중요한 것은 

“주도권” 중심적 전략임. 즉 최소한의 비용으로 최대한의 효과를 노리는 

접근방식으로서, 사이버 영역의 어느 부위에 집중적으로 투자를 할 것인

지를 고민해보아야 함. 효과적인 사이버 안보는 속도, 유연성, 집중력을 

고려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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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38north.org/2021/04/what-to-make-of-chinas-new-special-representative-on-korean-peninsula-affairs/
https://www.brookings.edu/research/northern-expedition-chinas-arctic-activities-and-ambition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