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2020년에도 지속된 중국 해안경비대 활동

제 20 호

▶ 발행기관 : CSIS

2020 년 12 월 09 일

▶ 저

자 : CSIS

▶ 일

자 : 2020년 12월 04일

▶ 개

요

1. 해양이슈와 정책(1)

코비드-19 대유행은 남중국해에서 중국 해안경비대(CCG)의 활동에 아

2. 해양이슈와 정책(2)

무런 방해요소가 되지 못했음. 마린 트래픽(MarineTraffic)이 수집한 자

3. 해양이슈와 정책(3)
4. 해양이슈와 정책(4)

동선박식별장치(AIS) 자료를 분석한 결과 베이징은 2019년과 마찬가지
로 거의 매일 9단선 안에서 중요 전략적 해상지점을 중심으로 해안경
비대를 주둔시켜오며 중국의 남중국해에 대한 지배권을 주지시킴. 중국
이 물리적으로 점령하지 않은 이들 주요 분쟁 암초에서 해안경비대 선
박이 자동선박식별장치를 통해 그들의 존재감을 나타낸 것은 중국이
남중국해에 대한 관할권이 중국에 있음을 암시하고자 한 의도로 분석
됨.
원문 링크 클릭

3. 중국의 남중국해 전략 : "Nothing to See Here"
▶ 발행기관 : The Maritime Executive
▶ 저

자 : The Lowy Interpreter

▶ 일

자 : 2020년 11월 16일

▶ 개

요

남중국해에서 나타나는 전략과 의도에 대한 주변국의 반응에 대응하는
중국의 전략은 다른 국가들이 우려하는 어떠한 행위나 성명 등이 실제
로는 전혀 없다고 주장하는 것임. ‘중국은 전쟁이나 분쟁을 유발한 적이
없다’는 의견을 고수하고 있으며 중국이 남중국해에서 군사훈련을 확대
했다는 베트남의 주장이나, 중국의 주장이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호
주의 대응에도 무시의 태도로 일관하고 있음. 하지만 중국의 주장과 달
리 중국은 남중국해를 통제하는데 필요한 군사적 시스템을 배치함. 이
에 대해 중국은 ‘방어적 동기’에 따른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중국의 실
질적인 의도는 전혀 다른 방향을 가지고 있다고 사료됨.
원문 링크 클릭

본 발간물은 한국해양전략연구소의 저작물로서 인용 시 표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2. 유럽과 인도-태평양 전략

제 20 호
2020 년 12 월 09 일

1. 해양이슈와 정책(1)

▶ 발행기관 : Nikkei Asia, the interpreter
▶ 저

자 : Koya Jibiki, Lisa Louis

▶ 일

자 : 2020년 12월 01일/11월 26일

▶ 개

요

중국의 해양 팽창주의에 대한 우려가 영국, 프랑스, 독일에도 확산됨에 따

2. 해양이슈와 정책(2)

라 남중국해에 대한 중국의 주장을 거부하는 성명을 발표함. 중국과 영토

3. 해양이슈와 정책(1)

분쟁에 관여하지 않아 왔던 유럽 3개국은 9월 유엔에 이와 같은 중국의

4. 해양이슈와 정책(2)

주장을 거부하는 공동 성명을 보냄. 유럽 국가들은 중국과 경제적 유대관
계와 분쟁해상과의 지리적 거리 등을 감안할 때 남중국해에 대해 강경한
입장을 취하지 못함. 그러나 그들은 최근 홍콩을 포괄하는 중국 국가보안

<KIMS 카톡 채널 추가>

법 뿐만 아니라 팬더믹과 관련한 중국의 투명성 문제에 대응하며 그 열기
를 고조시킴.
원문 링크 클릭
원문 링크 클릭

4. 항만의 사이버 보안을 위한 제언
▶ 발행기관 : CIMSEC
▶ 저

자 : Michael C. Petta

▶ 일

자 : 2020년 11월 12일

▶ 개

요

최근 몇 년간 미국은 해상운송 및 인프라를 보호하기 위한 국내외
규정을 마련하여 해상안보에 앞장섰지만, 사이버 위협에 대한 보안
은 충분하지 못했음. 오바마 전 미국 대통령은 사이버 위협이 ‘우리
가 직면해야 할 가장 심각한 국가 안보 문제’라고 언급하였고, 미 국
토 안보위 위원장 또한 ‘사이버 보안과 해양 허브 강화를 위해 더
많은 일을 해야한다’고 강조하며 사이버 보안의 중요성을 역설하였
음. 하지만 전문가들은 항만 시설이 여전히 사이버 공격에 취약한
상태라고 언급하며 이에 대한 규칙이 제정되어야 한다고 설명함.
원문 링크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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