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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25~2030년 지정학적 질서의 4가지 시나리오 : Great Power 

경쟁은 어떤 모습일까? 

▶ 발 행 지 : CSIS 

▶ 저    자 : Samuel Brannen 

▶ 일    자 : 2020년 9월 16일 

▶ 개    요  

CSIS의 Risk and Foresight Group에서는 코로나 판데믹 가능성을 포함하여, 

2025-2030년의 변화하는 지정학적 지형을 연구하기 위해 4개의 차별화된 

시나리오를 구상함. 시나리오는 미국과 중국의 상대적 힘과 영향력, 이들 

사이의 상호작용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4개 시나리오 내에서 다른 주요 

미국 동맹국과 적국에 대한 세부적인 사안들도 고려를 하고 있음. 이 시나

리오 분석은 향후 10년간 세계 질서에서 나타날 가장 높은 가능성을 가진 

결과로서 단극적 질서나 양극성 냉전 양식의 경쟁이 아니라 느슨한 다극

성이라는 것을 발견함. 어떤 결과든 미국과 중국의 상대적 힘은 인도·일본

·독일·프랑스·영국 등의 영향력과 독자적인 외교안보 정책에 의해 희석되

거나 균형을 이룰 것임. 

원문 링크 클릭  

2. 동남아시아, 일본 인도-태평양 전략의 핵심 

▶ 발행기관 : South China Morning Post 

▶ 저    자 : Akash Sahu 

▶ 일    자 : 2020년 10월 13일 

▶ 개    요  

인도-태평양은 두 해양이 합쳐져 있고, 그 중심에는 동남아시아가 있음. 일

본은 모든 다자간 포럼에서 인도-태평양 구상을 강하게 주장해 왔으며, 새

로 선출된 스가 총리 역시 '자유롭고 개방적인 인도-태평양'에 대한 일본의 

지지를 재확인함. 일본 안보 영역에서 중요한 것은 동맹으로 '방패와 창' 

체제에 의존하는데 미국은 공격을, 일본은 방어를 담당하고 있음. 중국과 

미국 사이의 균형을 맞추려는 동남아 국가들은 리스크를 회피하고 일본을 

향해 다각화하는 것을 고려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임. 

 원문 링크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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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csis.org/analysis/four-scenarios-geopolitical-order-2025-2030-what-will-great-power-competition-look
https://www.scmp.com/comment/opinion/article/3105038/japan-keeping-southeast-asia-heart-its-indo-pacific-strate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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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중국 제 3항공모함을 추적하며… 

▶ 발 행 지 : CSIS 

▶ 저    자 : Matthew P. Funaiole 

▶ 일    자 : 2020년 9월 16일 

▶ 개    요  

중국은 3번째로 추정되는 항공모함 건조에서 꾸준한 진전을 보이고 있

음. 2020년 8월 18일 수집된 상업 위성사진은 항모 건조에서 상당한 발

전과 함께 장난조선소의 인프라가 추가로 개선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음. 

CSIS China Power는 2018년 말부터 장난조선소의 군수시설 발전을 추적

해 왔으며, 2019년 5월 제3항모 건조지로 추정되는 부지를 파악함. 제3

항모 보유 현황에 대한 정보 제공과 더불어 최근 보이는 상황은 중국의 

항모 건조 과정에 대한 새로운 통찰력이 보임. 

원문 링크 클릭  

3. 인도의 인도양(Indian Ocean) 전략 

▶ 발 행 지 : CIMSEC 

▶ 저    자 : David Scott 

▶ 일    자 : 2020년 9월 24일 

▶ 개    요  

인도의 인도양 전략은 암묵적으로 인도의 해양으로 간주되는 해역 전체에 걸쳐 

우월성을 유지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고 이는 패권이 아닌 최소한의 지도

력과 지역적 우월성을 확보하는 것을 암시함. 수브라마냠 자이샨카르

(Subrahmanyam Jaishankar) 외교장관은 2019년 9월 몰디브에서 열린 인도양 회

의에서 인도의 핵심 이익은 인도양에 있다고 말하며 인도가 진정으로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곳은 인도양 그 자체라고 표현하였음. 또한 2020년 3월 '부상하

는 지정학적 풍경'(Emerging Geopolitical Landscapes)이라는 제목의 연설에서 “해

상 안보에 관한 한, 특히 인도양에서 인도가 핵심 주체로 부상했다"고 주장함. 

인도는 해군력 강화 함께 중국과의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프랑스, 일본, 호주, 미

국과 인도양에서의 전략적 협력 확대를 모색하고 있음. 

 원문 링크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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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MS 카톡 채널 추가> 

https://chinapower.csis.org/china-carrier-type-002/
http://cimsec.org/indias-strategy-for-the-indian-ocean-in-light-of-covid-19-and-confrontation-with-china/4588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