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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해양 경쟁속 미국과 중국 해군의 지휘통제 체제는? 

▶ 발행기관 : RAND 

▶ 저    자 : Kimberly Jackson, Andrew Scobell et al. 

▶ 일    자 : 2020년 12월 17일 

▶ 개    요  

본 보고서는 미국 해군과 중국 PLA 해군의 지휘통제(Command and 

control)에 대한 3가지 질문에 답을 제시함. 미국 해군과 PLA 해군에서

는 지휘통제 훈련을 어떻게 진행하고 있는가, 이러한 지휘통제 개념은 

각 국의 해군 문화를 어떻게 반영하고 있는가, 이 지휘통제 구조들은 

미국과 중국이 새로운 해상임무로의 전환에 어떤 긍정적 또는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하여 분석하고 있음. 역사적으로 PLA 해군은 중

국 공산당의 권위주의적 통치와 전반적인 문화를 반영한 지휘통제 시

스템을 사용해 왔고 이는 미 해군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체제를 형성시

켰다고 볼 수 있음. 이에 저자들은 미국과 중국간의 지휘통제 구조와 

체제를 기반으로 향후 해군의 임무수행에 대한 전망을 살펴봄. 

원문 링크 클릭 
 

2. 인도양에 걸친 중국의 활로 확보의 문제 

▶ 발행기관 : U.S Naval War College 

▶ 저    자 : Jeffrey Becker 

▶ 일    자 : 2020년 12월 18일 

▶ 개    요  

중국은 위기나 분쟁 시 인도양 지역(IOR)의 해상 요충지와 SLOC을 보

호하는 방안을 어떻게 구상하고 있는가? 본 보고서는 중국의 정책 문

서와 중국 안보 분석가들의 저술에 의존하여 위기 상황에서, PLA 해군

이 이 지역에 전력을 투사하고 SLOC과 요충지에 대한 접근을 방어하

기 위해 해결해야할 세 가지 중요한 과제가 존재한다고 분석함 1) PLA 

해군의 해당 지역에서의 존재감은 다른 경쟁국에 비해 미미함. 2) 제한

된 방공과 취약한 대잠수함전 3) 해당 지역에서 물류이동 및 전투지속

능력 인프라가 제한적임. 그리고 이러한 당면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중

국이 이미 실행중인 일련의 이니셔티브를 살펴보고 있음. 

원문 링크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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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전략적 경쟁 시대: 일본과 유럽의 협력관계의 쟁점 

▶ 발행기관 : RAND 

▶ 저    자 : Jeffrey W. Hornung 

▶ 일    자 : 2020년 12월 21일  

▶ 개    요  

영국, 프랑스, 독일, NATO와 일본의 협력 관계는 국제질서 보호의 중요성, 

중국의 도전, 인도-태평양의 중요성, 미국의 우위를 인식하고 있다는 유사

점을 공유함. 몇 가지 중요한 차이점은, 일본과 유럽 간 각각의 파트너십

은 다른 파트너십과 협력하지 않으며, 중국에 대한 안보적 도전이라는 인

식을 공유함에도 불구하고, 유럽 국가들은 때때로 일본처럼 중국을 공개

적으로 비난하지 않는 소극적 자세를 보임. 또한, 유럽 국가들과 NATO는 

모두 러시아를 국제법 및 규범을 심각하게 위반하고 주의를 요하는 가장 

큰 위협으로 보는 반면, 일본은 평화 조약의 확보와 분쟁 섬의 반환을 희

망하며 러시아를 끌어들이려고 함. 이러한 현상이 미국에 시사하는 바에 

대하여 필자는 몇 가지 대안을 제시하고 있음.  

원문 링크 클릭  

 

4. 대만해협: 대만-중국과의 갈등 

▶ 발행기관 : The Japan Times 

▶ 저    자 : REUTERS 

▶ 일    자 : 2020년 12월 20일 

▶ 개    요  

대만 해군과 공군은 중국의 최신 항모인 산둥(山東)함이 이끄는 중국 

항공모함이 분쟁지역인 대만해협을 항해하면서 배치됨. 대만은 중국

의 반복적인 군사행동에 불만을 표했으나, 중국 정부는주권을 보호

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함. 중국은 중국 항공모함들이 대만해협 항

해하는 것은 통상적인 임무이며, 남중국해에서 훈련을 수행하기 위

한 과정이라고 밝힌 바가 있음. 중국 정부는 대만에 대한 미국의 지

지강화에 대한 불편한 심기를 표출하며 대만 및 미국과의 관계에서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임.                     원문 링크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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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rand.org/pubs/research_reports/RRA186-1.html
https://www.japantimes.co.jp/news/2020/12/20/asia-pacific/chinese-carrier-group-sails-taiwan-strait-taiwa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