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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중국, 미국과의 긴장 속에 남중국해 군사훈련 실시  

▶ 발행기관 : CNA 

▶ 저    자 : Reuters 

▶ 일    자 : 2021년 1월 26일 

▶ 개    요  

1월 23일(토요일) 미국의 항공모함이 “항해의 자유”수호를 명분으로 남

중국해에 진입. 중국은 이에 격분하여 1월 26일(화요일) 남중국해에서 

군사훈련을 실시할 것이라고 표명함. 중국은 27일부터 30일까지 중국 

남서부 레이저우 반도의 서쪽 통킹만 해역 일부에 진입하는 것을 금지

하였음. 하지만 훈련이 언제, 어떤 규모로 실시될지는 구체적으로 밝히

지 않았음. 중국은 최근 몇 년간 남중국해에서 영유권을 주장하면서 베

트남, 말레이시아, 필리핀, 브루나이, 대만 등 주변국들과 분쟁 휩싸임. 

미국은 이에 대응하여 꾸준히 개입을 강화하고 있음. 중국은 24일 미국

의 이러한 개입이 이 지역의 평화와 안정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불

만을 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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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일본, 남중국해 분쟁 관여로 베이징에 압력 행사 

▶ 발행기관 : South China Morning Post 

▶ 저    자 : Laura Zhou 

▶ 일    자 : 2021년 1월 21일 

▶ 개    요  

중국은 Mischief Reef(미스치프 암초)에 인공 섬을 구축하고 활주로를 

건설하는 등 해당 지역을 요새화하고 있음. 지난 화요일 일본의 UN 대

표부는 중국의 이러한 남중국해 정책이 UN 해양법협약, 헤이그 중재재

판소 결의에 위배되고, 해당 지역에서의 항해와 항공의 자유를 제한하

고 있다고 비난. 물론 일본은 동중국해에서의 중국과의 갈등이 남중국

해(센카쿠 열도 분쟁)에 대한 일본의 입장을 곤란하게 할 수 있다는 우

려로 인해 신중하게 접근하고 있음. 하지만 기존의 소극적이었던 모습

과 달리 일본이 공개적으로 중국을 비난한 것은 주목할 만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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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channelnewsasia.com/news/asia/china-to-conduct-military-drills-in-south-china-sea-amid-14043756
https://www.channelnewsasia.com/news/asia/china-to-conduct-military-drills-in-south-china-sea-amid-14043756
https://www.channelnewsasia.com/news/asia/china-to-conduct-military-drills-in-south-china-sea-amid-14043756
https://www.scmp.com/news/china/diplomacy/article/3118717/japan-weighs-south-china-sea-dispute-adding-pressure-beij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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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필리핀, 중국의 새로운 해경법 '언어적 전쟁 위협'이라고 반발 

▶ 발행기관 : CNA 

▶ 저    자 : AP/ta 

▶ 일    자 : 2021년 1월 27일  

▶ 개    요  

지난 1월 22일 통과된 중국 해경법은 중국의 해상주권을 침해하는 외국 

단체나 개인에 대해 무기 사용 등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음. 필리핀은 중국의 이러한 조치가 타국에 대한 "전쟁 위협"

이라고 비난함. 이렇듯 중국과의 우호관계를 도모하고 있는 필리핀이지만, 

상당히 강경하게 중국을 비난하고 있음. 지난 7월 록신 장관은 중국이 남

중국해에서 벌이고 있는 군사훈련이 필리핀 영토에 악영향을 끼칠 경우 "

가장 엄중한 대응"을 취하겠다고 중국에 경고하기도 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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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호주의 태평양개발정책(Step-up) 강화와 4자 안보대화(Quad)  

▶ 발행기관 : The Lowy Institute 

▶ 저    자 : Eerishika Pankaj 

▶ 일    자 : 2021년 1월 19일  

▶ 개    요  

호주, 일본, 미국, 인도 4개국간 협력관계(Quad)가 강화되면서, 자유롭고 

규범에 기반한 해상 주권을 위한 공통된 비전과 정책에 기여하고 있음. 

동시에 중국의 일대일로 정책의 대항하기 위해 태평양지역의 인프라 개

발에 집중적으로 투자하고 있음. 호주는 미국과 협력하여 태평양 지역의 

지속가능한 에너지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일본은 호주와 협력하여 태평

양 주변국의 인프라 구축에 필요한 투자양을 증대하고 있음. 인도는 자국

의 태평양지역개발 프로젝트를 호주의 태평양지역개발 프로젝트(Step-up)

과 연동하여 협력관계를 공고화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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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channelnewsasia.com/news/asia/south-china-sea-philippines-protests-new-china-law-14053928
https://www.lowyinstitute.org/the-interpreter/australia-s-pacific-step-and-qua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