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발간물은 한국해양전략연구소의 저작물로서 인용 시 표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1. 러시아와의 군사경쟁: 재래식 및 핵 충돌의 함의  

▶ 발행기관 : RAND 

▶ 저    자 : Clint Reach, Edward Geist, Abby Doll, Joe Cheravitch 

▶ 일    자 : 2021년 6월 22일 

▶ 개    요   

미 국방부는 이제 러시아를 새로운 강대국 경쟁의 맥락에서 "주요 우선순

위" 중 하나로 인정하고 있음. 이러한 관점에서 저자들은 유럽에서 나토와 

러시아 간의 재래식 군사적 대치와 핵 위협의 고조의 위험을 검토함. 저자

들은 러시아가 전쟁 초기에 NATO를 대상으로 심각한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많은 주요 이점을 가지고 있지만, 현재의 지상군 구조와 태세로는 장

기화된 분쟁에서 NATO를 물리치고 핵 확대를 피할 수 있는 분명한 길을 

보장하지 못한다고 주장함. 또한 발트해 지역에서 러시아와의 당면 과제를 

해결함으로써, 위기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러시아를 견제하고 러시아의 

對NATO 인식에 영향을 줄 수 있음을 지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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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미국 패배의 가능성 

▶ 발행기관 : RAND (War on the Rocks) 

▶ 저    자 : Edward Geist 

▶ 일    자 : 2021년 6월 17  

▶ 개    요 

미국이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모든 형태의 패배를 진지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음. 애석하게도 미국에서는 패배에 대해 생각하는 것 자체가 

금기시되어 있음. 하지만 “패배는 절대 있을 수 없다”라는 인식을 탈피해야 

함. 러시아와 중국이 미국에 비해 군사력이 약한 것은 사실이지만, 현지에

서 미국이 정규전에서 실패할 가능성은 존재함. 아울러 모든 계획을 전통

적인 발상에 근거하여 수립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제는 생각의 전환이 필

요함. 정규전에서의 실패만이 패배가 아님. 비정규적인 방식으로 적국이 미

국의 우방국을 쓰러뜨리게 되면 이는 전쟁초기 미국에게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고, 일종의 “패배”가 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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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러시아군, 흑해에서 영국 구축함을 향해 경고사격  

▶ 발행기관 : Channel News Asia 

▶ 저    자 : Reuters/nh 

▶ 일    자 : 2021년 6월 23일  

▶ 개    요 

흑해 러시아 해역에 진입한 영국 구축함(HMS Defender)을 향해 러시아 

군함과 공군기가 경고사격을 가했다고 Interfax(러시아 언론기관)이 보도

함. 러시아 국방부는 “러시아 국경을 침범할 경우 무력사용을 한다고 경

고를 하였으나, 영국은 이를 무시했다”고 주장함. 영국 국방부는 이를 

부정함. 영국은 우크라이나의 영해를 통해 국제법에 따라 무해통항 중이

었다고 밝힘. 또한 HMS Defender가 흑해에서 별도의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지중해에서 진행되고 있는 NATO연합해상훈련을 이탈하였다고 설

명함. 사건이 발생한 지역(Kap Fiolent)은 우크라이나의 수출업에 있어 

중요한 경로이며, 러시아가 2014년 크림반도를 점령한 이후로 우크라이

나 경제가 타격을 받게 됨. 한편 러시아는 NATO의 최근 동향이 러시아

와의 관계를 악화한다고 불만을 토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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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뉴질랜드, 해양영역 보호 역량 강화  

▶ 발행기관 : 뉴질랜드 외교부 

▶ 저   자 : 뉴질랜드 외교부 장관 

▶ 일    자 : 2021년 6월 23일 

▶ 개    요 

해상에서의 심각한 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법안이 뉴질랜드 의회에 제출

됨. 나니아 마후타 외교부 장관은 성명을 통해 본 법안이 "마약 밀매, 

야생동물 밀매, 인신매매와 같은 위협으로부터 해양 환경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고 설명함. 이 법안은 공해상에서 뉴질랜드가 

형법을 집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강화함. 즉, 뉴질랜드의 경찰, 군, 환경보

호국이 뉴질랜드의 배타적 경제수역(EEZ)와 공해상에서 범법혐의가 있는 

선박을 정선, 승선, 검사 및 나포할 수 있게 됨. 마후타 외무장관은 본 

법안이 연말에 발효될 예정이며, 해양국가인 뉴질랜드의 안보 강화에 기

여할 것이라고 첨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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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channelnewsasia.com/news/world/russia-fire-warning-shots-british-destroyer-black-sea-15075808
https://www.beehive.govt.nz/release/agencies-have-powers-secure-maritime-domai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