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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중국이 남중국해를 조종하려는 세 가지 이유  

▶ 발행기관 : RAND  

▶ 저    자 : Riyaz Ul Khaliq 

▶ 일    자 : 2021년 2월 25일 

▶ 개    요   

사사카와 재단의 오하라 본지 선임 연구원은 “왜 중국이 남중국해를 자신

의 영향권 아래에 두려고 하는지”에 대한 세 가지 이유를 다음과 같이 설

명하였음. 첫째, 미국의 핵위협을 억제하기 위해 중국의 핵 탄도 미사일 잠

수함이 서태평양에서 계속해서 감시를 해야함. 둘째, 중국 본토에 대해 미

국이 군사 공격을 감행할 경우, 남중국해는 완충 지대 역할을 할 수 있음. 

마지막으로 해당 지역은 세계 해양 무역의 최소 3분의 1을 차지하고, 석유 

및 천연가스 매장량이 상당하며 식량 안보에 중요한 어장 역할을 하기도 

함. 때문에 남중국해는 중국 안보의 핵심이 되어가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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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새로운 차원의 위험: 해양 사이버보안에 대한 공격 

▶ 발행기관 : CIMSEC 

▶ 저    자 : Leonid Vashchenko 

▶ 일    자 : 2021년 3월 3일  

▶ 개    요 

지난 2017년 국제 해사기구(International Maritime Organization)는 사이버 

보안에 대한 결의안을 채택했고, 해당 지침은 사이버 위험 관리가 고위 경

영진에서 시작되어야 한다고 강조하였음. 하지만 고위급 인사를 포함한 모

든 종사자들이 사이버위협에 대한 인식을 갖는 것이 가장 효과적일 것임. 

고위급 리더를 표적으로 삼는 사이버 공격은 성공 가능성이 낮음. 때문에 

선박의 승무원이나 기술자 및 고문 등 실무자급의 인사들이 타겟이 될 수 

있음. 예를 들어 선박이나 항만에서 근무하는 실무자가 개인 휴대폰을 사

용하면서 악성코드를 무의식 중에 다운로드를 받을 수 있고, 해커들은 이

를 통해 민감한 정보를 탈취하거나 중요한 기계들을 원격 조종할 수도 있

음. 때문에 해양 사이버 위협은 국제 안전 관리코드 (ISM) 뿐만 아니라 국

제 선박 및 항만 시설 보안코드 (ISPS)의 문제로 간주되어야 함.  

원문 링크 클릭 

 

제 34호  

2021년 3월 23일 

 

1. 해양이슈와 정책(1) 

2. 해양이슈와 정책(2) 

3. 해양이슈와 정책(3) 

4. 해양이슈와 정책(4) 

https://www.aa.com.tr/en/asia-pacific/3-reasons-china-tries-to-control-south-china-sea/2157110
https://www.aa.com.tr/en/asia-pacific/3-reasons-china-tries-to-control-south-china-sea/2157110
https://www.aa.com.tr/en/asia-pacific/3-reasons-china-tries-to-control-south-china-sea/2157110
https://cimsec.org/perils-of-a-new-dimension-socially-engineered-attacks-in-maritime-cybersecurity/


 

본 발간물은 한국해양전략연구소의 저작물로서 인용 시 표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3. 영국, 인도-태평양에서 영향력을 위시하여 중국에 대항 

▶ 발행기관 : CNA 

▶ 저    자 : Reuters/nh 

▶ 일    자 : 2021년 3월 16일  

▶ 개    요 

영국은 미국과의 강한 유대관계를 유지하면서 인도-태평양 지역의 민주

주의 국가들 사이에서 영향력을 확대하기를 원하고 있음. 이는 중국과의 

대립을 초래하는 정책으로 냉전 이후 가장 주목할 만한 사안임. 동시에 

“협력과 자유 무역을 기반으로 하는 법치주의적 국제질서”를 위한 영국

의 향후 정책에 있어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임. 인도 태평양을 "점점 세

계의 지정학적 중심지가 되가는 곳"이라고 칭하면서, 영국은 이 지역에 

항공모함의 배치를 강조했고, 이전에 연기되었던 인도 방문이 4월에 진

행될 것이라고 발표함. 또한, 보리스 존슨 총리는 의회에서 성명을 통해 

"나는 영국의 세계적 위상과 앞으로 맞이할 기회들에 대해 매우 낙관적

"이라고 표명함. 최근 영국은 홍콩 사태 및 중국 기업들이 연루된 안보

문제 등으로 인하여 중국과 다소의 갈등상태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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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중국을 따라잡기 위한 AI와 디지털 노동력의 필요성  

▶ 발행기관 : USNI News 

▶ 저    자 : John Grady 

▶ 일    자 : 2021년 3월 12일 

▶ 개    요 

Robert Work 전 국방차관은 미국이 군사 기술 우위를 유지할 수 있도록 

명확한 디지털 성능 목표를 설정해야 한다고 언급함. 상부에서 비전을 

제시해주고, 이에 따라 실무진들이 세부적인 계획 및 조치를 취할 수 있

는 뚜렷한 지휘체제가 2025년까지 마련되어야 한다고 강조함. 아울러 

디지털 분야의 전문가들을 양성하기 위해 고학력 유학생들이 미국에 남

을 수 있도록 하는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함. 또한, 7년의 전문기

술교육을 제공하고, 졸업 후 디지털 군대에서 복무하고 승진의 기회를 

주는 등 인재를 상실하는 과오를 피해야 한다고 주장함. 그렇지 못할 경

우 러시아와 중국에 뒤쳐질 우려가 있다고 강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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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channelnewsasia.com/news/world/britain-targets-influence-in-indo-pacific-as-counterweight-to-china-14416826
https://news.usni.org/2021/03/12/panel-pentagon-needs-high-level-attention-on-ai-digital-workforce-to-keep-up-with-china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