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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미국, 자유의 항행 작전과 무인시스템 

▶ 발행기관: War on the Rocks 

▶ 저    자: Trevor Prouty 

▶ 일    자: 2021년 7월 2일 

▶ 개    요   

미국의 자유의 항행 작전(FONOP)은 무인 시스템(unmanned system)을 적

극적으로 활용해야 함. 미국은 비록 유엔해양법(UNCLOS)을 비준하지 않고 

있지만, 관습법을 근거로 전 세계 공해상에서 자유항행 권리를 주장하고 

있음. 자유의 항행 작전에 무인 시스템을 도입한다면 예산 절감이 가능하

고, 부대원이 작전 중 희생당할 위험도 없어짐. 현재 유엔해양법 상 무인 

함정이 군함으로 인정되는지에 대한 논의가 치열한 가운데, 미국은 명확한 

의도 전달과 투명한 작전 수행으로 무인 시스템을 활용한 자유의 항행 작

전에 대한 전례를 수립해야 함.  

원문 링크 클릭 
 

 

2. 중국의 남중국해 전략 

▶ 발행기관: CSIS AMTI 

▶ 저    자: Nguyen Thanh Trung 

▶ 일    자: 2021년 7월 7일 

▶ 개    요 

헤이그 상설중재재판소(PCA)가 중국의 남중국해 영유권 주장과 구단선을 

부정하는 판결을 내린지 5년이 지난 현재, 중국의 태도에 많은 변화가 없

음. 로드리고 두테르테 필리핀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하면서 중국에 유화적

인 대외정책을 펼치고 있고,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많은 동남아 국가들이 

경제적 위기를 겪고 있는 와중에 중국은 남중국해에서 더욱 공세적인 태도

를 취하고 있음. 현재 아세안과 중국이 남중국해 행동강령(CoC) 협상을 진

행 중인데, 2016년 PCA 판결을 반영한 협상결과를 내지 못하면 중국의 공

세적인 태도는 더 강화될 것임.  

원문 링크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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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arontherocks.com/2021/07/freedom-of-navigation-operations-a-mission-for-unmanned-systems/
https://warontherocks.com/2021/07/freedom-of-navigation-operations-a-mission-for-unmanned-systems/
https://warontherocks.com/2021/07/freedom-of-navigation-operations-a-mission-for-unmanned-systems/
https://amti.csis.org/chinas-plan-for-the-south-china-sea-a-mixture-of-pressure-and-legal-approach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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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이집트, 리비아 국경 근처에 새 해군기지 건설 

▶ 발행기관: Naval News 

▶ 저    자: Tayfun Ozberk 

▶ 일    자: 2021년 7월 7일  

▶ 개    요 

압델 파타 엘-시시(Al-Sisi) 이집트 대통령이 참가한 가운데, “7월 3일 기

지”로 명명된 새 해군기지가 개관함. “7월 3일 기지”로 명명한 이유는 엘

-시시 대통령이 이집트 정권을 차지한 날을 기념하기 위함. 새 해군기지

는 이집트 북서쪽에 위치하고 있으며, 알렉산드리아 기지로부터 약 255 

km 서쪽에 위치하고 있다. “7월 3일 기지”에는 작전본부, 합동훈련본부, 

그리고 약 1,000 m 길이, 14 m 깊이의 군용부두 등이 있음. 새 해군기지

의 주 목적은 리비아에서 비상사태 발생 시 신속하게 개입하기 위한 것

이라고 전문가들은 말함. 아랍의 봄과 같은 민주화 운동 재발 시 이집트 

해군을 급파해 사태를 진정시키기 위한 것임.  

원문 링크 클릭  

 

 

4. 싱가포르-미 해군, 해상 대테러 훈련 실시  

▶ 발행기관: Channel News Asia 

▶ 저    자: Aqil Haziq Mahmud 

▶ 일    자: 2021년 7월 6일 

▶ 개    요 

싱가포르와 미국 해군 잠수부들이 양국 간 해상훈련의 일환으로 해상대

테러 훈련을 실시했음. 본 훈련은 6월 22일부터 7월 7일까지 괌 근해에

서 진행됨. 싱가포르 국방부에 의하면 양국은 해상 군사훈련 외에도 기

간 중 적극적인 의견교환과 다자간 훈련을 통해 상호이해를 증진시키고 

인적교류를 통해 네트워크를 강화했다고 발표했음. 본 해상훈련은 2017

년 처음 실시한 이후 세 번째로 진행되는 것이며, 올해 처음으로 해군 

자산 외 싱가포르 공군기가 참가하면서 외연을 확장했음.  

                     원문 링크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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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MS 카톡 채널 추가> 

 

https://www.navalnews.com/naval-news/2021/07/egypt-inaugurates-a-new-naval-base-near-the-libyan-border/
https://www.channelnewsasia.com/news/singapore/singapore-us-navy-divers-ndu-counter-terrorism-pacific-griffin-1516535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