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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영국의 차세대 해상 공중 전력 

▶ 발행기관: RAND 

▶ 저    자: James Black 

▶ 일    자: 2021년 12월 10일 

▶ 개    요   

지난 5월 22일, 영국 퀸엘리자베스 항공모함을 필두로 하는 CSG-21

이 영국 포츠머스에서 출항하여 약 28주간 40여 개국을 방문했음. 

이는 영국해군이 지난 2011년, 세계금융위기의 여파로 인해 경항공

모함과 해리어(Harrier) 수직이착륙기 획득 계획을 포기한 이후 다시

금 해양강국으로 재도약한 것을 의미함. 혹자는 영국이 거대한 항공

모함 대신 더 값싸고 효율적인 호위함, F-35A 전투기 등에 투자했어

야 한다고 주장함. 하지만 항공모함은 영국이 브렉시트 이후 유럽 

대륙 너머 힘을 현시하고 인도-태평양 지역으로 관심을 전환했음을 

상징함. 항공모함은 나아가 노르웨이와 같은 주변국과 합동운용성을 

강화하여 해상공중전력의 효용을 극대화할 수 있음.  

원문 링크 클릭 

 

2. (보고서) 미-중 간 군사적 경쟁 

▶ 발행기관: Harvard Kennedy School Belfer Center 

▶ 저    자: Graham Allison et al.  

▶ 일    자: 2021년 12월 16일 

▶ 개    요 

오늘날 대만해협에서 위기가 발생하면 미국은 1996년처럼 간단히 

항모 두 척을 보내 중국을 억제할 수 없을 것임. 오늘날의 중국은 

과거와 달리 둥펑미사일과 같은 강력한 군사무기체계가 발달해 있

기 때문임. 미국의 군사적 절대 우세의 시대는 막을 내렸고, 대만해

협에서 제한전이 발생할 경우 미국은 패배할 가능성이 큼. 미국은 

변화하는 현실에 맞는 군사정책을 실시해야 함.  

원문 링크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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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rand.org/blog/2021/12/ready-for-take-off-the-next-generation-of-uk-maritime.html
https://www.rand.org/blog/2021/12/ready-for-take-off-the-next-generation-of-uk-maritime.html
https://www.belfercenter.org/sites/default/files/GreatMilitaryRivalry_ChinavsUS_211215.pdf
https://www.belfercenter.org/sites/default/files/GreatMilitaryRivalry_ChinavsUS_211215.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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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2022 년은 지정학적 위기의 해가 될 것 

▶ 발행기관: CNBC 

▶ 저    자: Frederick Kempe 

▶ 일    자: 2021년 12월 18일  

▶ 개    요 

최근 러시아는 우크라이나를 상대로 위협을 가하고 있고, 중국은 

대만을 향한 위협적인 움직임을 가져가고 있음. 이란은 핵무기 획

득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이스라엘은 과거와 같이 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공격을 할 수도 있음. 이외에도 다양한 지정학적 

위기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음. 바이든 행정부는 내년 2년차에 접

어들면서 이러한 지정학적 위기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귀추가 

주목됨. 미 동맹국들은 미국의 가치에 의구심을 갖는게 아니라 미

국이 행동할 의지가 있는지 우려하는 것임.  

원문 링크 클릭  

 

4. 이란 해군의 ‘벌떼(swarm)’ 전력 

▶ 발행기관: Naval News 

▶ 저    자: Tayfun Ozberk 

▶ 일    자: 2021년 12월 14일 

▶ 개    요 

이란 해군의 총사령관 호세인 살라미(Hossein Salami)는 최근 100

여 대의 고속정 취역 행사에서 이란 해군의 ‘벌떼’ 전략을 내놓았

음. 약 100여 대의 고속정은 각종 미사일이 장착되어 있고, 최대 

90노트까지 고속 기동할 수 있음. ‘벌떼’ 전략은 이와 같이 빠르게 

기동하는 대규모 고속정을 이용하여 적 해군의 주의를 분산시키

고 대응을 어렵게 함. 고속정 외 대규모 드론 등을 이용하는 ‘벌

떼’ 전략이 주목을 받으면서 수정주의적 국가들의 해양전략에 대

한 대응마련이 필요함. 

                     원문 링크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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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MS 카톡 채널 추가> 

 

https://www.cnbc.com/2021/12/18/op-ed-china-russia-and-iran-will-seek-to-advance-their-geopolitical-ambitions-in-2022.html
https://www.navalnews.com/naval-news/2021/12/iran-boosts-ircg-navy-swarm-attack-capabilitie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