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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미국과 일본, 중국과의 전쟁 준비해야  

▶ 발행기관 : Rand Corporation (War on the Rocks) 

▶ 저    자 : Jeffrey W. Hornung 

▶ 일    자 : 2021년 2월 5일 

▶ 개    요  

중국은 대만의 독립이 “전쟁”을 의미한다고 경고하면서 대만에 대한 입장

을 강화함. 중국이 제기하는 군사적 도전은 바이든 행정부의 최우선 과제 

중 하나임. 트럼프의 거래적 접근과는 달리 바이든 행정부는 이 문제를 전

략적으로 생각해볼 수 있음. 특히 미일 동맹의 가장 본질적인 측면 중 하

나인 전쟁수행능력 강화를 고려해 볼 수 있음. 그동안 일본의 평화지향주

의와 헌법상 전쟁금지 조항으로 인해 미일 동맹의 군사적 측면은 간과됨. 

하지만 중국이 대만을 공격할 가능성은 있으며, 미국과 일본은 이러한 전

쟁을 피할 수 없을 것임. 따라서 일본이 현실적으로 어떻게 전쟁에 참여할 

수 있을지 심각하게 고려해야 함. 

원문 링크 클릭 
 

2. 동중국해에서 중국 선박에 대한 일본의 항의 

▶ 발행기관 : CNA 

▶ 저    자 : AFP 

▶ 일    자 : 2021년 2월 8일  

▶ 개    요 

최근 외국선박에 대한 무력대응을 허용하는 해경법을 개정한 중국은 이후 

2차례 동중국해의 일본 영해를 침범하였으며, 일본은 이에 강력히 항의함. 

가토 가쓰노부 일본 관방장관은 "일본 어선에 접근하려는 움직임을 즉각 

중단하고 영해를 신속히 떠날 것을 강력히 요구” 하는 등 중국과의 외교 

루트를 통해 강력히 항의했다고 밝힘. 아울러 일본은 중국의 이러한 행동

을 “결코 용납할 수 없다"고 덧붙임. 전문가들은 중국의 해군력/영향력 확

장에 대응하기 위해 일본과 필리핀은 자국 함대를 보강하고 있으며, 이는 

해상 분쟁의 위험을 증가시키고 있다고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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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중국의 해안경비법: 불안정화 또는 안정화 

▶ 발행기관 : The Diplomat 

▶ 저    자 : Shuxian Luo  

▶ 일    자 : 2021년 1월 29일  

▶ 개    요 

중국은 지난 1월 22일 중국의 해안 경비대가 외국 선박을 대상으로 무

기를 사용할 수 있는 조건을 명시한 법을 통과시켰고, 이는 2월 1일부

터 발효됨. 한편으로는 해당 법안이 해양에서의 긴장을 고조시킬 수 있

다는 우려가 있음. 다른 한편 중국의 해상 경비대가 이제는 명확한 법과 

표준화된 규칙에 의해 행동한다는 면도 있음. 그 동안 중국 해양 경비대

를 관할하는 명확한 규율이 없었음. 일본, 한국, 베트남 모두 해경의 무

력사용을 허용하고 있으며, 따라서 중국의 해경법은 비정상적인 법이 아

님. 하지만 주변국들의 우려를 불식하기 위해 대화와 협력의 강화가 필

요하며, 지나친 무력사용을 방지하기 위해 내부적 투명성 보장과 행동규

범의 확립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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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인도네시아, 중국의 남중국해 행동에 대한 우려 표시 

▶ 발행기관 : South China Morning Post 

▶ 저    자 : Resty Woro Yuniar  

▶ 일    자 : 2021년 2월 5일 

▶ 개    요  

인도네시아 해양 안보 국장은 중국의 새로운 해경법이 “파급 갈등”을 증

가시킬 위험이 있다고 강조함. 인도네시아는 남중국해에 대한 직접적인 

이해관계는 없지만, 최근 동향 즉 중국의 군사력 행사와 이에 따른 관계

국간의 갈등에 우려를 표함. 또한 중국이 인도네시아의 배타적 경제수역

(Natuna제도 근방)을 침범한 사례에 우려를 표함. 한편 인도네시아의 육

군대학 관계자는 중국이 조만간 Natuna제도를 공격하고 점령할 것이라

고 전망하며, 인도네시아의 군사력 강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함. 하지만 

인도네시아 육군대학에 의하면 이러한 극단적 의견은 소수에 해당하며, 

인도네시아 군의 입장을 대변하는 것은 아니라고 해명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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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thediplomat.com/2021/01/chinas-coast-guard-law-destabilizing-or-reassuring/
https://www.scmp.com/week-asia/politics/article/3120780/indonesia-flags-unease-over-beijings-south-china-sea-action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