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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중국 해군의 현대화 : 미국 해군력에 주는 시사점 

▶ 발행기관 : CSR 

▶ 저    자 : CSR 

▶ 일    자 : 2020년 9월 1일 

▶ 개    요  

중국과 미국 간 갈등과 경쟁이 심화되면서, 중국의 해군 현대화 노력은 미

국의 국방 계획과 예산편성에 주요 초점이 되었음. 중국은 1990년대 초부

터 지속적으로 해군을 현대화해 왔으며, 주변 지역뿐만 아니라 서태평양, 

인도양 및 유럽 주변의 해역에서 강력한 군사력을 확보함. 중국은 함정과 

항공기 확보뿐만 아니라 유지 및 인력 교육, 훈련에도 노력해 왔음. 중국은 

이를 통해 대만과의 상황을 해결하고 남중국해에서 더 강력한 지배를 목적

으로 하는 것으로 사료됨. 美 해군은 이러한 중국의 현대화에 대응하기 위

해 함대의 이동, 연합 훈련 등 다양한 조치를 취해 왔으며, 미국은 이러한 

대응이 적절한지 고려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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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미국과 일본의 전략에 있어서 인도-태평양의 의미 

▶ 발 행 지 : Russia in Global Affairs 

▶ 저    자 : Anna A. Kireeva 

▶ 일    자 : 2020년 9월 7일 

▶ 개    요  

본 논문은 인도-태평양에서 핵심 전략국가에 해당하는 일본과 미국의 인도

-태평양 전략을 분석하고, 각국의 목표와 진술 방식 그리고 어떤 조치들이 

이행되고 있는지 확인하고 있음. 일본과 미국 모두 인도-태평양을 일정한 

원칙에 입각한 지역질서가 잡혀 있는 동시에 중국의 지배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전략적 지역으로 간주하고 있다고 분석하고 있음. 또한, 미국의 전략

은 보다 적대적인 방식의 전략적 경쟁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반면, 일본은 

온건하지만 더 강력한 경제 대책을 채택하고 있다는 차이가 존재하고 있다

고 주장함. 아울러, 특히 아시아에서 러시아 정책에 대한 연구 결과의 중요

성을 주장하고 이를 바탕으로 러시아의 국가적 도전과 기회를 파악하며, 

재조정되는 과정을 설명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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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북한 '유령선'의 기원 

▶ 발 행 지 : BBC  

▶ 저    자 : Ian Ulbina 

▶ 일    자 : 2020년 9월 10일 

▶ 개    요  

북한 어부들의 사체가 백골상태로 보트에서 발견되는 일이 수 년간 발

생하고 이에 대한 합리적인 설명이 최근에 제시됨. 위성데이터를 기반으

로 중국어선들이 불법적으로 북한 해역에서 오징어를 포획했으며, 이에 

따라 오징어를 찾아 해안에서 멀어진 북한 어부들이 굶주림으로 죽은 

것이라는 가설이 제시됨. 중국 선박이 북한 해역에서 타국의 어업을 금

지하는 유엔 제재를 위반한 것을 유추할 수 있음. 중국 근해의 어류자원

은 고갈한 것으로 보이며, 최근 몇 년 동안 상당한 규모로 서아프리카와 

라틴 아메리카 등 원해로 항해하고 있음. 남중국해에서 중국이 어선을 

통해 일명 ‘해상 민병대’를 조직하고 있다고 의심받는 것을 고려하면, 이

러한 중국의 어획 활동을 더욱 경계할 필요가 있음. 

원문 링크 클릭  

4. 중국, 사흘간 서해에서 해저 로켓 발사 

▶ 발 행 지 : South China Morning Post 

▶ 저    자 : Catherine Wong 

▶ 일    자 : 2020년 9월 15일 

▶ 개    요  

중국군이 서해에서 사흘 간 해저 로켓 발사를 시작함. 이번 로켓 발사는 

동부 산둥성 앞바다의 수로 남쪽 해역에서 이루어질 예정이며, 중국 본

토와 한반도 사이에 위치한 서해 구역 내에 허가받지 않은 선박의 이동

과 침입은 로켓 발사 중에 허용되지 않을 것이라고 발표함. 앞서 중국은 

2020년에 창정 11호 로켓을 이용해 최소한 3차례의 해저 발사를 실시

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음. 환구시보(環球時報)는 이번 발사로 인해 

중국이 앞으로 더욱 더 빈번한 임무를 수행하는 것이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해준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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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MS 카톡 채널 추가> 

https://www.bbc.com/future/article/20200909-the-origin-of-north-koreas-ghost-boats
https://www.scmp.com/news/china/military/article/3101674/chinas-military-begins-three-days-seaborne-rocket-launche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