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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Military Forces in FY 2021 : 4가지 도전과 와일드 카드 

▶ 발 행 지 : CSIS 

▶ 저    자 : Mark F. Cancian 

▶ 일    자 : 2020년 10월 20일 

▶ 개    요  

CSIS의 Mark F. Cancian 선임 고문은 미군력에서 매년 나타나는 새로운 이

니셔티브, 장기적인 동향, 도전 등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음. 올해 시

리즈의 첫 번째 연구결과인 본 보고서는 2021 회계연도의 전력구축 전략

과 예산의 흐름, 그에 따른 전력계획에 대한 비판 그리고 향후 전력수준 

유지에 대한 리스크 등을 분석하고 있음. 그가 제시하는 와일드카드는 판

데믹의 장기적 영향으로 이것이 국방력의 성격이나 규모를 변화시킬 수 

있을지 여부에 집중하고 있음. 

원문 링크 클릭  

 

2. 다극성 인도-태평양(Multipolar Indo-Pacific)에서의 일본의 

리더십 역할 

▶ 발행기관 : CSIS 

▶ 저    자 : Hiroyuki Suzuki 

▶ 일    자 : 2020년 10월 23일 

▶ 개    요  

미국과 중국의 경쟁이 치열해지는 가운데 인도-태평양 지역의 안정과 번영의 토

대를 형성하기 위해 중진국 특히 일본이 중요한 역할을 해야함을 강조하고 있음. 

저자는 미국의 지도적 역할과 중국의 강요라는 양극화나 단극적인 인도-태평양

보다는 일본·호주·인도·인도네시아 등 중진국의 네트워크가 구축되어 주요한 역

할을 담당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함. 일본은 인도-태평양 국가들의 목소리를 듣고 

아세안 등에서 다자간 협력과 조정 역할을 맡는 동시에 미국 및 호주와 함께 파

트너 국가로서의 입지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자유롭고 개방적이며 다극

적인 인도-태평양의 규칙과 규범을 형성하는 것을 목표로 중국과의 관계 또한 

신중하게 접근해야함을 주장함. 

 원문 링크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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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csis-website-prod.s3.amazonaws.com/s3fs-public/publication/201019_Cancian_FY2021_Budget_and_Strategy.pdf
https://csis-website-prod.s3.amazonaws.com/s3fs-public/publication/201023_Suzuki_Japan%27s_Leadership_in_Indo-Pacific_1.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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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중국과 Quad: Sea Foam에서 Indo-Pacific NATO까지 

▶ 발 행 지 : The Diplomat 

▶ 저    자 : Abhijnan Rej 

▶ 일    자 : 2020년 10월 15일 

▶ 개    요  

2년전 Quad를 ‘바다위의 거품’이라고 비유했던 왕이 중국 외교부장은 

최근 이를 이른바 ‘인도-태평양 NATO’의 지지라고 간주하고 있는 것으

로 보임. 왕이 부장은 지난 13일 쿠알라룸푸르에서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이 '심각한 안보 위협'이며 이와 같은 전략은 냉전적 사고방식을 선

포하고 서로 다른 집단과의 간 대립 및 지정학적 경쟁을 부추기는 것이

라고 지적함. 아세안은 미국과 중국의 전략 경쟁 사이에서 격화된 갈등

에 깊게 연루될 가능성에 우려를 표하고 있음. 

원문 링크 클릭  

3. 서아프리카에서 해적 활동의 증가와 우려 

▶ 발 행 지 : The Maritime Executive 

▶ 저    자 : The Maritime Executive  

▶ 일    자 : 2020년 10월 14일 

▶ 개    요  

ICC 산하의 IMB (International Maritime Bureau)가 발표한 보고서에 따

르면 2020년 9개월 간 해적행위 및 무장 강도 사례가 세계적으로 증가

하고 있음. 특히 인도네시아 군도와 소말리아 앞바다를 포함한 다른 지

역에서 발생한 사건들이 진압되거나 통제되고 있는 반면 서아프리카에

서 발생한 급격한 활동 증가 추세를 강조하고 있음. 국제적으로 발생된 

활동 수는 전년 대비 약 10% 증가하였으며 유조선, 벌크선, 컨테이너선 

등 상당히 고르게 공격을 받고 있는 모습이 나타남. 특히 기니만에서 보

고된 케이스는 전년대비 40% 증가했으며, 해당 지역에서 전 세계 납치 

사건의 95%가 보고되었음. IMB의 Michael Howlett는 국가 간 협력을 통

해 안전한 해양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주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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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MS 카톡 채널 추가> 

https://thediplomat.com/2020/10/china-and-the-quad-from-sea-foam-to-asian-nato/
https://www.maritime-executive.com/article/imb-piracy-and-armed-robbery-rise-in-2020-especially-off-west-africa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