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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영국 항공모함 NATO와 협력: 중국에 남기는 메세지  

▶ 발행기관 : RAND 

▶ 저    자 : Reuters/ga  

▶ 일    자 : 2021년 5월 28일 

▶ 개    요   

영국의 항공모함이 인도태평양을 향해 오고 있음. 이는 영국이 서방의 이

익을 방어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사실과 함께 중국이 국제법을 존중하기를 

요구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임. 도중에 영국의 항공모함은 지중해에서 북

대서양조약기구(NATO)와 연합훈련에 참가했는데, 이는 해로를 “개방”해야 

한다는 신호를 중국에 보내는 것임. 또한, 영국 해군은 세계적인 해군이며, 

세계를 무대로 활동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것임. 이를 통해 인도태평양

에서 영국해군의 존재와 위엄을 부각시키고자 함. 한편 영국의 항공모함은 

미국, 싱가폴, 일본, 한국과 국제규범을 지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연합훈

련에 참가하게 될 것임. 

원문 링크 클릭 
 

2. 캄보디아의 친중 경향 및 인권탄압, 그리고 미국의 경고 

▶ 발행기관 : The Diplomat 

▶ 저    자 : Sebastian Strangio 

▶ 일    자 : 2021년 6월 2일  

▶ 개    요 

캄보디아를 방문중인 미 국무부 차관(Wendy Sherman)은 2가지 우려를 표

함. 하나는 계속되는 중국의 영향력임. 특히 중국의 의도가 캄보디아에 군

사기지를 건설하는 것은 아닌지 예의주시하고 있음. 캄보디아는 Ream해군

기지 시설의 개선을 위해 중국이 도와주는 것이라고 일축함. 다른 한편 캄

보디아 지도부의 인권탄압에 심각한 우려를 표함. 캄보디아에서는 야권 인

사들이 체포되거나 시민사회가 상당한 제약을 받고 있는 상황임. 아울러 

인권 존중을 요구하는 국내 세력은 캄보디아의 현 정부를 반대하고 있음. 

냉전시기 미국이 자행했던 무력행위를 기억하고 있는 캄보디아는 미국의 

인권존중 논리에 의구심을 갖고 있음. 이러한 문제들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국익”과 “가치”에 대한 심도 있는 토의가 요구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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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말레이시아 영공에서 중국 군용기들 탐지  

▶ 발행기관 : South China Morning Post 

▶ 저    자 : Amy Chew 

▶ 일    자 : 2021년 6월 1일  

▶ 개    요 

말레이시아 공군(RMAF)은 16대의 중국 공군기가 말레이시아 영공을 

“침해”했으며 이러한 행위가 "말레이시아의 주권을 위협하고 있다"고 발

표함. 미국은 이를 지지하면서 중국이 타국의 영공을 존중할 것을 촉구

함. 중국은 말레이시아 영공을 침범했다는 주장을 반박하며, 이 항공기

들이 "일상적인 훈련에 참가했을 따름이며, 어느 나라도 겨냥하지 않는

다"고 해명함. 아울러 국제법에 위배되는 행동은 없었으며, 항공기는 2

대뿐이었다고 덧붙임.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는 지역인 사라왁은 중국과 

말레이시아간에 경제적 이해관계가 충돌하는 곳으로서, 탄화수소 탐색작

업이 진행중인 것으로 알려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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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중국, 다른 나라와 관계 개선 원해  

▶ 발행기관 : South China Morning Post 

▶ 저    자 : Shi Jiangtao and Laura Zhou 

▶ 일    자 : 2021년 6월 2일 

▶ 개    요 

중국 공산당 정치국 회의 시 시진핑은 중국의 “독불장군” 이미지를 탈피

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함. 이를 위해 국제 포럼, 회의 및 미

디어를 적극 활용할 것을 당부함. 외부세계가 중국에 대한 긍정적인 이

미지를 갖도록 노력하는 것이 어제 오늘 일은 아니지만, 최근 미∙중간의 

갈등이 고조되고 있음을 고려할 때, 시진핑의 이러한 발언은 중국의 실

책을 인정했다는 증거로 해석될 수 있음. 서방은 기본적으로 중국에 대

한 부정적인 인식을 갖고 있으며, 이것은 중국의 이미지 개선을 방해한

다는 것이 중국의 공식 입장임. 한편 중국 내부 전문가들은 중국의 이미

지 개선을 위해서는 홍보활동 이외에 외교활동도 필요하다고 지적함. 한

편 중국의 공세적인 행위는 조만간 계속될 것으로 전망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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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MS 카톡 채널 추가> 

 

https://www.scmp.com/week-asia/politics/article/3136398/south-china-sea-us-military-gives-tacit-backing-malaysias-claim
https://www.scmp.com/news/china/diplomacy/article/3135672/xi-jinping-wants-isolated-china-make-friends-and-win-ove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