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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해군의 차세대 전투기는 무인기여야 

▶ 발행기관 : CIMSEC  

▶ 저    자 : Trevor Phillips-Levine, Dylan Phillips-Levine, and Walker D. 

Mills 

▶ 일    자 : 2021년 2월 25일 

▶ 개    요   

매년 인공 지능이 향상되는 실정임. 최근 인간 조종사와 AI가 시뮬레이션

에서 대결한 결과, AI가 6전 6승을 거둠. 해군은 2030년까지 차세대 전투기

를 개발할 계획을 발표하였음. 미래에 유인 항공기를 생산하는 것은 중대

한 실수가 될 수 있음. AI는 인간이 생각하지 못하거나 시도할 수 없는 방

법들을 실현할 수 있음. 또한 전투기 운용을 제약하는 주된 요인은 조종사

(사람)임. 조종사의 피로도 혹은 생명에 대한 우려 없이 AI가 전투기를 운

용하는 것이 효율적일 수 있음. 이미 해군에서는 공중 급유기 및 정찰기 

인공지능 기능을 적용하고 있으며, 미래의 해군 전투기 산업에도 AI를 활

용한 무인체계가 적극 고려되어야 함.  

원문 링크 클릭 
 

2. 미 해안경비대, 필리핀 해역에서 어업 단속 단행 

▶ 발행기관 : The Maritime Executive 

▶ 저    자 : US Coast Guard 

▶ 일    자 : 2021년 2월 24일  

▶ 개    요 

미국 해안경비대는 불법 조업에 대응하기 위한 순찰을 성공적으로 마쳤음. 

이러한 활동은 인도-태평양 지역에 대한 미국의 공약의 일환임. 필리핀 해

역에서 최초로 단속과정에서 불법 조업선에 승선하기도 하고, 서태평양 군

도 지역에서 구조작전을 수행하기도 함. 이번 작전에 사용된 쾌속정 

Kimball은 미국의 최신 쾌속정 중 하나로, 12,000 해리에 달하는 장거리 항

해가 가능함과 동시 최대 90일간 작전수행이 가능함.  

원문 링크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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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중국, 대만을 무력으로 점령할 처지 아니야 

▶ 발행기관 : CNA 

▶ 저    자 : Cui Lei  

▶ 일    자 : 2021년 2월 27일  

▶ 개    요 

중국이 대만을 상대로 무력통일을 추진할 가능성은 높지 않음. 우선 승

리에 대한 확신이 없고, 성공하지 못할 경우 국내 정치적 위험이 크기 

때문임. 대만은 수년에 걸쳐 방위력을 강화하였음. 또한, 중국이 무력을 

사용할 경우 미국이 대만에 대한 군사적 지원을 확대할 수 있는 위험이 

존재함. 미국과 중국 사이의 경제, 군사, 그리고 기술의 격차는 여전히 

큼. 비록 미국의 대만정책이 애매하다는 지적도 있지만, 미국이 대만을 

포기할 가능성은 희박함. 아울러 중국이 무력사용을 정당화할 수 있는 

근거가 불충분하며, 군사공격 이외에 다른 방법으로 대만과 미국에 대항

할 수 있는 선택지가 있음.  

원문 링크 클릭  

 

4. 방글라데시,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에 따른 안보 이니셔티브

에 동참 고려하지 않을 것  

▶ 발행기관 : Xinhua 

▶ 저    자 : Huaxia  

▶ 일    자 : 2021년 3월 2일 

▶ 개    요 

최근 백악관 관계자가 인도-태평양 지역에서의 안보강화를 언급하며 방

글라데시의 입장을 질의하였고 방글라데시 외무장관은 미국의 안보 정

책에 동참하는 것을 고려하지 않을 것이라고 답함. 방글라데시는 경제 

개발, 인프라 개발, 사람들에게 더 나은 삶 제공과 같은 부분에 더 많은 

중요성을 부여하고 있다고 밝힘. 

                     원문 링크 클릭 

제 32호  

2021년 3월 10일 

 

1. 해양이슈와 정책(1) 

2. 해양이슈와 정책(2) 

3. 해양이슈와 정책(3) 

4. 해양이슈와 정책(4) 

 

<KIMS 카톡 채널 추가> 

 

https://www.channelnewsasia.com/news/commentary/china-war-taiwan-take-over-reunification-us-independence-14288390
http://www.xinhuanet.com/english/2021-03/02/c_139778258.ht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