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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중남미에서 나타나는 중국의 군사 ∙ 안보 활동 

▶ 발행기관 : CSIS 

▶ 저    자 : Evan Ellis 

▶ 일    자 : 2020년 11월 19일 

▶ 개    요  

중남미 지역에서 나타나는 중국의 안보 활동은 경제적 분야와 상당한 

연결점을 가지고 있음. 중국의 목표는 중국의 지속적인 경제적 발전을 

지원하고 미국과 같은 경쟁국들의 입지를 약화시키기 위해 다극적 세

계구조를 만들고자 하는 것임. 그리고 이러한 목표 달성을 위해 중국은 

군대를 이용하고 있음. 중남미 국가 군대와 유대관계를 맺는 것을 포함

하여 이 지역 국가들과 다방면의 굳건한 관계(strong all-around 

relationships)를 구축하는 것임. 기술 공유, 하드웨어 지원과 문제 해결 

등과 같은 방법을 통해 중남미 국가들의 광범위한 군수 및 군사 시스

템의 품질과 기능을 개선하도록 지원하고 있음. 이러한 전략은 중남미 

국가들의 군대와 장기적인 관계를 구축하고 강화함. 

원문 링크 클릭 
 

2. 미국-인도 관계에서 살펴보는 통찰력 

▶ 발행기관 : CSIS 

▶ 저    자 : Richard M. Rossow 

▶ 일    자 : 2020년 11월 20일 

▶ 개    요  

미국 행정부가 바뀜에 따라 미-인도 관계를 연구하는 전문가들은 어떤 이니

셔티브를 시작해야 하는지, 무엇을 변화시켜야 하고 끝내야 하는지 그리고 

무엇을 유지할 것인지에 대한 분석과 전망을 제시하고 있음. 그러나 이외에

도 미-인도간 정체되어 있거나 현재 성과가 낮지만 양 국가 간 관계의 격차

를 해소할 수 있는 다소 오래된 쟁점들도 고려할 필요가 있음. 미국과 인도 

관계에는 진보에 앞서 인내와 끈기가 필요한 정책적 고려사항들이 많이 있

음. 이에 본 고는 바이든 행정부가 새롭게 초점을 맞춰야 하는 기존의 중요

한 이니셔티브를 살펴보고 미-인도 관계에서 상호 이익이 높은 분야에 초점

을 맞춰야 함을 주장함.                                         원문 링크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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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남중국해: 대만을 향한 중국의 새로운 압박 

▶ 발행기관 : Foreign Policy Research Institute 

▶ 저    자 : Felix K. Chang 

▶ 일    자 : 2020년 11월 16일 

▶ 개    요  

2020년 10월 홍콩의 항공교통관제는 남중국해에서 대만이 점령하고 

있는 프라타스 군도로의 대만 항공편 접근을 처음으로 불허함. 중국

을 배후로 둔 이와 같은 행보는 중국이 대만을 압박하는 또 다른 방

법으로 추정됨. 이번 사건은 대만에 대한 중국의 태도 뿐만 아니라, 

남중국해 통제능력을 정치적 도구로 휘두르려는 의지와 의도를 반영

하고 있음. 중국의 군사 현대화와 팽창으로 인해 대만과의 능력 격

차가 본질적으로 좁혀졌으며, 결과적으로 대만은 중국의 해상교통에 

대한 접근 거부로 확대될 가능성에 우려를 가짐. 이는 대만 정부뿐

만 아니라 주변 국가들 또한 주목해야하는 부분임. 

 원문 링크 클릭 

4. 북극이 제 2의 남중국해가 될 수 없는 이유 

▶ 발행기관 : War on the Rock 

▶ 저    자 : Elizabeth Buchanan, Bec Strating 

▶ 일    자 : 2020년 11월 05일 

▶ 개    요  

북극과 남중국해는 대표적인 해양분쟁 지역으로 여겨지고 있지만, 

북극은   ‘제2의 남중국해’가 되지 않을 것으로 보임. 지리적, 지정학

적인 차이로 인한 것으로 북극은 남중국해보다 5배 크고, 해당 지역

에 대한 오랜 협정과 조약이 존재함. 따라서 남중국해보다 상대적으

로 조화와 협력이 존재한다고 볼 수 있음. 북극에서는 유지되고 있

는 합의된 법적 구조가 있다는 점도 중국이 왜곡된 국제 규범을 적

용하고 있는 남중국해와 차이를 보임. 전반적으로 남중국해와 북극

은 뚜렷한 지정학적 특성과 차이점을 가지고 있으므로 중국이 남중

국해에서의 전략을 북극에 차용할 수 있지만 똑같은 전략을 취할 가

능성은 낮은 것으로 분석됨.                         원문 링크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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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MS 카톡 채널 추가> 

https://www.fpri.org/article/2020/11/chinas-new-pressure-on-taiwan-in-the-south-china-sea/
https://warontherocks.com/2020/11/why-the-arctic-is-not-the-next-south-china-sea/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