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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남중국해로 향하는 중국의 새로운 강습상륙함 

▶ 발행기관 : CSIS 

▶ 저    자 : Matthew P. Funaiole & Joseph S. Bermudez Jr. 

▶ 일    자 : 2020년 11월 24일 

▶ 개    요  

중국의 신형 075형 다목적 강습상륙함(LHD) 중 1호기가 최근 남중국해

에서 2차 해상훈련에 착수한 것으로 보임. 강습상륙함은 10월 초 허둥-

중화 조선소를 출발해 상하이 지역에 3주 가까이 머물다가 남쪽으로 

항행을 시작하였음. 10월 말에 075형은 약 1,250해리 떨어진 중국 남해

안 부근에 도착하였고 본 고의 위성사진은 11월 3일 우촨 인근 해역에

서 075형을 포착하였음. 해당 강습상륙함은 11월 12일 율린 해군기지

에 계류한 것으로 보이며 075형식 강습상륙함은 중국의 수륙양용 능력

을 향상시키기 위한 중요한 진보를 보여준 것이라고 평가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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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남중국해 : 미국의 제국주의인가, 중국의 제국주의인가 

▶ 발행기관 : South China Morning Post 

▶ 저    자 : Letters 

▶ 일    자 : 2020년 11월 20일 

▶ 개    요  

저자는 미국이 남중국해에 대해 어떠한 영유권 주장도 하지 않으므로, 남중

국해에서 미국의 행동을 ‘제국주의’라고 묘사하는 것은 올바르지 않은 표현

이라고 주장함. 반면 중국은 남중국해를 자국의 영토로 취급하고 있으며, 이

러한 행보는 공해상을 포함한 중국의 커져가는 패권적 야망을 표현하는 데

에 이용되고 있다고 평가함. 유엔 해양법협약과 기타 국제법에 따라 남중국

해가 중국의 영향권에 존속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아시아와 유럽, 미국 등 

여러 국가들로 구성된 다자간 노력이 증가하고 있음. 어떤 국가도 전쟁을 

원하지 않으나, 현재 중국이 보이는 행보는 동아시아 지역과 세계 평화안정

에 불안정한 요소로서 국제법에 기반한 질서 구축이 중요하다고 주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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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csis.org/analysis/chinas-new-amphibious-assault-ship-sails-south-china-sea
https://www.scmp.com/comment/letters/article/3110479/south-china-sea-us-and-its-allies-upholding-international-law-no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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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중국은 왜 국경갈등을 선호하는가?  

▶ 발행기관 : Asia Times 

▶ 저    자 : Bertil Lintner 

▶ 일    자 : 2020년 11월 18일 

▶ 개    요  

중국은 거의 20여개 국가와 국경 분쟁에 휘말려있지만, 중국이 이에 

대한 해결책을 모색하고 있는 지 여부는 의문이 제기됨. 저자는 이

에 대하여 중국이 복잡한 국경문제를 유지하는 이유가 무역과 안보 

문제에서 협상 도구로 사용하기 위해서라고 분석함. 서히말라야 지

역에서 남중국해에 이르기까지, 중국은 ‘중국몽’을 꿈꾸며 전략적으

로 주변국과 국경 갈등을 활용하고 있음. 특히 인도와의 갈등으로 

동아시아 내 새로운 냉전을 만들어내면서 중국의 이러한 전략은 더

욱 명확해짐. 중국의 국경갈등은 대부분 중국의 힘을 보여주는 수단

으로 사용되며, 자국의 지역적 헤게모니를 구축하고자 하는 모습이

라고 평가할 수 있음. 

 원문 링크 클릭 

4. 바이든, 유럽에게는 반가운 소식, 중국에게는 새로운 도전 

▶ 발행기관 : CSIS & NPR 

▶ 저    자 : Pierre Morcos & Frank Langfitt 

▶ 일    자 : 2020년 11월 24일/30일 

▶ 개    요  

바이든 행정부가 들어서며 미국의 전통적 동맹을 지지하는 여러 활

동들이 나타남에 따라 EU 국가들은 이에 대하여 긍정적 평가와 분

석을 보이고 있음. 반면 바이든 행정부의 중국을 견제하는 모습은 

중국에게 있어 미국과의 관계 설정에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될 것

으로 분석됨. 한편 NATO의 활동이 유럽의 안보를 위한 목적을 갖고 

있다는 점을 들며 아시아에서의 NATO의 활동이 중국에 대항하여 얼

마나 효율적인 대응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도 제기하고 있음. 

                        원문 링크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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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MS 카톡 채널 추가> 

https://asiatimes.com/2020/11/why-china-prefers-to-maintain-inflamed-borders/
https://www.npr.org/2020/11/30/939005408/biden-is-good-news-for-europe-but-china-challenges-await
https://www.csis.org/analysis/lets-get-work-restarting-transatlantic-partnershi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