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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남중국해에서 베트남의 노력 : 도전과 기회  

▶ 발행기관 : CIMSEC 

▶ 저    자 : Viet Hung Nguyen Cao 

▶ 일    자 : 2020년 9월 21일 

▶ 개    요  

미국의 새로운 남중국해 정책 발표 후 다시 한 번 해당 지역에서의 분쟁 

격화가 예상됨. 관련 국가 중 하나인 베트남은 중국의 ‘회색지대 전략’의 

표적이 되어왔고, 이에 대해 적극적이거나 효과적인 전략을 세우지 못했음. 

일례로, 중국은 남중국해에서 어업 금지를 실행하여, 베트남 선박들을 공격

해옴. 이에 대한 베트남의 대응은 주로 외교적 시위나 공개성명으로 이는 

중국의 행동에 실질적인 변화를 일으키지 못했음. 베트남은 장기적으로 문

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제 협력을 확대해야 함. 중국의 어업 금지 조치 및 

해상민병대 활동으로 피해를 입는 인도네시아, 필리핀 등의 국가와 함께 

공동순찰 작전을 수행하거나 정보공유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음. 또한 

UNCLOS를 강조하며 국제질서와 법률을 기반으로 분쟁 해결 의지를 천명

할 필요가 있음. 

 원문 링크 클릭 

2. 중국, 해양원격탐사 위성 해양-2C(HY-2C) 발사 성공  

▶ 발 행 지 : Global Times, XINHUANET 

▶ 저    자 : Anna A. Kireeva 

▶ 일    자 : 2020년 9월 7일 

▶ 개    요  

9월 21일 중국이 해양원격탐사 위성 HY-2C를 성공적으로 발사했음. 이는 

중국의 세 번째 해양탐사위성으로서 해양자원 조사와 재난 구호 및 환경 

관리 등에서 주요 역할을 수행할 것이라고 그 목적을 밝힘. 또한 해당 위

성은 기존에 발사된 HY-2B 및 후속 위성인 Y-2D와 팀을 이루어 해양 환경 

모니터링 네트워크를 구성하여 중국이 24시간 고정밀 모니터링을 수행할 

예정임. 

원문 링크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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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cimsec.org/vietnams-struggles-in-the-south-china-sea-challenges-and-opportunities/45800
https://www.globaltimes.cn/content/1201544.shtml
http://www.xinhuanet.com/english/2020-09/21/c_139385291.htm


 

본 발간물은 한국해양전략연구소의 저작물로서 인용 시 표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3.  북극횡단 항로에 대한 중국의 야망 

▶ 발 행 지 : South China Morning Post 

▶ 저    자 : Eduardo Baptista 

▶ 일    자 : 2020년 9월 22일 

▶ 개    요  

기후 변화로 인해 북극해의 많은 부분이 해빙되면서 중국이 관심을 보

이는 새로운 항로가 등장할 것이라는 연구 논문이 발표됨. 홍콩대 지리

학과 교수의 주장에 의하면, 폼페이오 장관의 연설은 미국이 중국의 북

극권 야욕에 대하여 '무력을 내세운 위협'을 한 일례였으나, 현재 북극해

의 상황을 고려할 때 2050년에 들어서야 이용할 수 있는 횡단항로가 나

타날 것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중국과 달리 미국은 북극횡단 항로에 관

심이 적을 것이라고 설명함. 새로운 노선 자체가 아직 지정학적 마찰을 

일으키지는 않고 있지만, 북극횡단항로에 대한 중국의 계획은 향후 국제

적 긴장을 불러일으킬 수 있음. 

원문 링크 클릭  

4. 북한, 10월 노동당 창건일 열병식에서 무엇을 보여줄 것인가  

▶ 발 행 지 : The Diplomat 

▶ 저    자 : Bruce Klingner 

▶ 일    자 : 2020년 10월 06일 

▶ 개    요  

북한은 오는 10월 10일 노동당 창건일 열병식에서 북극성-3호 잠수함발

사탄도미사일(SLBM) 또는 신형 ICBM을 공개할 것이라고 예상됨. 북한이 

이를 통해 추구하는 것은 미국 대선에 영향을 미치는 것 보다는 보다 

장기적으로 향후 대미협상의 비용을 높이기 위해 군사력을 강조하는 것

으로 보임. 북한은 미국이나 한국 정부 출범 1년차에 강력한 도발 행위

를 자주 해옴. 특히 북한 SLBM의 경우 한국은 해상에서의 미사일 공격

에 취약하기 때문에, 북한은 이를 이용하여 SLBM 능력을 더 향상시킬 

것이라고 전망됨. 북한의 금번 열병식을 통해 정교한 군사력 과시와 미

국 대선 이후 훨씬 더 도발적이고 위험한 행동의 가능성을 가늠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됨.                                  원문 링크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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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MS 카톡 채널 추가> 

https://www.scmp.com/news/china/diplomacy/article/3102431/china-more-other-states-looks-future-sea-route-through
https://thediplomat.com/2020/10/what-to-expect-from-north-koreas-military-parad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