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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터키, 논란의 흑해 운하 건설 착수  

▶ 발행기관 : Channel News Asia 

▶ 저    자 : AFP 

▶ 일    자 : 2021년 6월 27일 

▶ 개    요   

레젭 타입 에르도안 터키 대통령은 지난 6월 26일 보스포루스 운하 정체

를 해소하기 위한 새로운 운하 건설에 착수했음. 일부에서는 해당 건설 사

업이 환경에 상당한 악영향을 끼칠 것이며, 터키에 불필요한 부채를 안길 

것이라며 비난하고 있음. 러시아 또한 보스포루스 운하 건설에 반대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새로 건설되는 수로가 NATO군의 흑해 접근을 더 원활

히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임. 에르도안 대통령은 나아가 

운하 건설은 터키 국민들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임을 강조하고 국제

무역에서의 지위 향상을 위한 필요한 조치라고 주장했음.  

원문 링크 클릭 
 

2. 미국, 30여국과 <Sea Breeze 2021> 연합훈련 시작 

▶ 발행기관 : USNI News 

▶ 저    자 : Mallory Shelbourne 

▶ 일    자 : 2021년 6월 28일 

▶ 개    요 

미국과 우크라이나가 주도하는 <Sea Breeze 2021> 연합훈련이 6/28(월)부

터 7/10(토)까지 진행될 예정임. 이번 연합훈련에는 32개국에서 부대원 약 

5,000명, 함정 32척, 항공기 40기, 그리고 18개 특수작전부대가 참가할 예

정임. 본 훈련은 1997년, 흑해의 해양안보 강화를 위해 처음 시행되었으며, 

NATO 회원국 간 상호운용성과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매년 진행되고 있다

고 한 관계자는 밝힘. 반면, 훈련이 시작되기 전 러시아는 흑해에서 진행되

는 군사훈련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표했으며, 영국군함 HMS Defender를 러

시아 전투기가 추적했다고 밝힘. 

원문 링크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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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channelnewsasia.com/news/world/turkey-s-erdogan-launches-work-on-controversial-black-sea-canal--15099642
https://www.channelnewsasia.com/news/world/turkey-s-erdogan-launches-work-on-controversial-black-sea-canal--15099642
https://www.channelnewsasia.com/news/world/turkey-s-erdogan-launches-work-on-controversial-black-sea-canal--15099642
https://news.usni.org/2021/06/28/u-s-ukraine-begin-sea-breeze-2021-exercise-with-30-other-countr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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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미국-인도네시아 해상 훈련 센터 착공 

▶ 발행기관 : CNN 

▶ 저    자 : Reuters 

▶ 일    자 : 2021년 6월 28일  

▶ 개    요 

미국과 인도네시아가 전략적 요충지인 인도네시아 리아우섬에 약 300만 

달러를 들여 해상 훈련 센터를 건설할 예정임. 착공식에 참석한 성 김 

주 인도네시아 미국 대사는 해상 훈련 센터가 양국 관계 발전에 기여할 

것이며, 지역안보 강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함. 훈련센터는 말라카 

해협과 남중국해를 잇는 전략적 요충지에 자리잡고 있음. 훈련센터는 남

중국해에서의 높아지는 긴장감 속에서 건설되는 것이며, 최근 중국 선박 

100여 척이 스프래틀리 군도에 진입한 것을 두고 필리핀이 중국에 대해 

항의하는 등 긴장감이 더욱 높아지고 있음. 

원문 링크 클릭  

 

4. 대한민국 해군, 마라도함(LPH-6112) 취역  

▶ 발행기관 : Naval News 

▶ 저   자 : Daehan Lee 

▶ 일    자 : 2021년 6월 28일 

▶ 개    요 

대한민국 해군의 두 번째 대형수송함 마라도함(LPH-6112)이 지난 6월 

28일 경상남도 진해에서 공식 취역했음. 마라도함의 만재톤수는 약 

19,000톤이며, 길이는 200m, 너비는 31m임. 나아가, 승조원 약 330여 

명에 더해, 상륙병력 약 720여 명을 수송할 수 있음. 이외에도, 고속상

륙정(LSF), 상륙돌격장갑차(KAAV), 그리고 7-12대의 헬기를 탑재할 수 있

음. 마라도함은 올해 12월까지 작전수행능력평가를 거쳐 공식 전력화될 

예정임.  

                     원문 링크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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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edition.cnn.com/2021/06/28/asia/indonesia-us-joint-maritime-training-center-intl-hnk/index.html
https://www.navalnews.com/naval-news/2021/06/south-korea-commissions-second-dokdo-class-amphibious-ship-roks-marado-lph-61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