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발간물은 한국해양전략연구소의 저작물로서 인용 시 표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1. 포스트 트럼프 세계를 위한 미국의 새로운 전략 우선순위는? 

▶ 발행기관 : CSIS 

▶ 저    자 : Anthony H. Cordesman 

▶ 일    자 : 2020년 11월 09일 

▶ 개    요  

전략적 동반자 및 전 세계에 대하여 미국의 위상을 다시 세워야 할 부

분이 많다고 저자는 판단함. 미국은 2016년에 세운 전략적 우선순위 

또는 오늘날 세계가 직면하고 있는 국제적 차원에서 보는 우선순위에 

모두에 초점을 맞출 수는 없음. 미국은 새로운 전략적, 정책적 우선 순

위를 결정해야하는 상황에 직면하였고 이제 미래의 많은 현상들이 예

측 불가능하여 지금과는 다른 새로운 도전을 예상해야 함. 이에 저자는 

새로운 바이든 행정부와 다양한 미국내 안보 유관 기관이 다뤄야 할 9

가지 주요 정책분야를 제시하고 분석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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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대만에서 실시한 미 해병 특수부대 훈련발표와 미국의 부인 

▶ 발행기관 : The Diplomat, SCMP 

▶ 저    자 : Abhijnan Rej / Lawrence Chung 

▶ 일    자 : 2020년 11월 11일/14일 

▶ 개    요  

대만 해군사령부를 통해 미 해병대의 특수작전부대인 해병대 레이더 연대 

소속 팀이 대만 해병대와 훈련하기 입국하였고 대만 특수부대와 미 육군 그

린 베레(Green Berrets)이 연례 연합훈련을 한다는 언론보도가 나옴. 이번 훈

련은 대만과 미국간 군사교류협력 훈련이며 이는 자국군의 전투능력을 높

이기 위한 것이라고 밝힘. 대만에서 실시하는 최근의 기동훈련은 대만과 중

국 사이의 긴장이 고조됨에 따라 대만의 수륙양용전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

한 것으로 중국 해병대가 강화되고 있는 시점에 이루어진 것으로 분석됨. 

그러나 이에 대하여 중국을 의식한 듯 미국 국방부는 훈련 사실을 부인하였

고 이에 대만 정부 역시 같은 입장을 보여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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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중국의 세계 최대 해군력 달성이 미국에 시사하는 바 

▶ 발행기관 : Deutsche Welle 

▶ 저    자 : Wesley Rahn 

▶ 일    자 : 2020년 10월 21일 

▶ 개    요  

미국의 한 국방보고서는 중국이 세계 최대의 해군 함대를 보유하고 있으

며 그 어느 때보다 빠르게 새로운 함정을 생산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음. 미국은 계속 기술적 우위를 점하고 있지만, 중국은 자국과 가까운 

해역에서 더 많은 역량을 발휘하고 있다고 평가함. 미 국방부 보고서는 

또한 중국이 자국의 외교정책 목표 진전에 '적극적 역할'을 하고 PLAN이 

중국 본토에서 더 먼 거리까지 작전하기 위해 군사분계선 간 상호운용성

을 높이고 있다고 전망하고 있음. 미국이 향후 20년까지는 기술적 우위를 

점할 것이라고 예측하면서 중국이 비록 전세계적으로 미군과 경쟁할 수

는 없더라도, 아시아에서는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할 가능성이 높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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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영국은 인도-태평양에서 야망을 채울 수 있을 것인가? 

▶ 발행기관 : The Diplomat 

▶ 저    자 : Ian Storey 

▶ 일    자 : 2020년 11월 07일 

▶ 개    요  

2021년 후반기 영국 국방부가 현재 구상하고 있는 계획에 따라 모

든 것이 진행된다면 영국 해군은 한 세대 만에 최대 규모의 함정을 

아시아에 배치하게 될 것임. 영국 함대는 동남아시아를 방문하여 

FPDA 군사 동맹(영국,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호주 및 뉴질랜드) 50주

년 기념 행사에 참여하고 미국 및 일본 등의 함정과 함께 훈련을 진

행할 것이라고 전망됨. 그러나 중국과 영국간 관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고 현실적으로 아시아에서의 주둔 문제들도 존재함. 그럼

에도 불구하고 영국은 브렉시트 후 ‘글로벌 영국’을 위해 인도-태평

양 지역에서의 야망을 고수할 것으로 예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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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MS 카톡 채널 추가> 

https://www.dw.com/en/china-navy-vs-us-navy/a-55347120
https://thediplomat.com/2020/11/can-the-uk-achieve-its-naval-ambitions-in-the-indo-pacific/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