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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북극 거버넌스의 부재 

▶ 발행기관: RAND 

▶ 저    자: Benjamin J. Sacks et al. 

▶ 일    자: 2021년 7월 27일 

▶ 개    요   

북극 지역에 이해관계를 갖고 있는 8개국(미국, 러시아, 노르웨이, 

스웨덴, 핀란드, 캐나다, 그리고 아이슬란드)은 협력적 관계를 유

지해왔다. 하지만 환경적, 경제적, 지정학적 요인의 변화에 의해 

북극은 경쟁의 장이 되어가고 있다. 상황의 변화에 따라 거버넌

스 메커니즘에 변화가 있어야 하는데, 이에 상응하는 발전과정이 

부재한 실정이다. 북극 거버넌스의 공백은 크게 세 가지로 요약

된다: 대화와 투명성의 부재, 합의내용 이행 능력의 부재, 그리고 

이해국의 이익 반영 과정의 부재다.  

원문 링크 클릭 

 

2. 대만, 자체생산 잠수함 조기 도입 예정 

▶ 발행기관: Naval News 

▶ 저    자: Tso-Juei Hsu 

▶ 일    자: 2021년 7월 25일 

▶ 개    요 

대만의 한 언론사에 의하면 대만은 2024년 상반기에 생산하여 

2025년까지 도입 예정이던 자체생산 잠수함을 예정보다 일찍 

2023년까지 전력화 하겠다고 밝혔다. 대만은 2021년 3월, 미국으

로부터 통합전투체계, 소나체계, 어뢰와 같은 잠수함 건조의 필수

부품 소요에 대한 획득 승인을 얻었고, 2020년 11월부터 건조에 

들어가 2023년까지 완성될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현재 대만에는 

총 4척의 잠수함이 있는데, 두 척은 1970년대 미국으로부터 수입

해왔고, 두 척은 1980년대 네덜란드로부터 수입해왔다. 네 척 모

두 구식 잠수함으로 전력 개선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대가 대만과 

미국에 있다.  

원문 링크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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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rand.org/pubs/research_reports/RRA1007-1.html
https://www.navalnews.com/naval-news/2021/07/taiwans-first-indigenous-submarine-to-be-launched-ahead-of-schedu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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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합 대잠전 훈련 Shark Hunt 21 시작 

▶ 발행기관: Naval News 

▶ 저    자: Xavier Vavasseur 

▶ 일    자: 2021년 7월 25일  

▶ 개    요 

미 해군 6함대가 주도하는 대잠전 연합훈련이 북대서양에서 시

작되었다. Shark Hunt 21 훈련은 연합 대잠전 훈련으로, 미국을 

포함한 4개국(캐나다, 프랑스, 영국, 미국)이 참가한다. 잠수함 

총 3척, 수상함 총 4척, 그리고 총 7대의 항공기가 훈련에 참

가한다. CTF-69 지휘관 존 크래독(John Craddock)은 “훈련을 

통해 다차원적 공간에서 다자간 연합작전 수행능력을 증대하고, 

범대서양 지역의 해양거부와 억제를 이룩하는 데 중요한 이정

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원문 링크 클릭  

 

4. 미 구축함, 대만해협 통과 

▶ 발행기관: USNI News 

▶ 저    자: Mallory Shelbourne 

▶ 일    자: 2021년 7월 28일 

▶ 개    요 

미 구축함 USS Benfold (DDG-65)는 2021년 일곱 번째 대만해

협 통과 작전을 수행했다. 가장 최근 실시한 같은 작전은 USS 

Curtis Wilbur가 대만해협을 6월에 통과했을 때다. 7월 초 중국

은 USS Benfold를 퇴거했다고 발표한 적이 있는데, 미국은 이

러한 사실을 부정한 바 있다. 미 7함대는 이번 대만해협 통과

에 대해 “미국의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에 대한 의지를 보

여준 항해”라고 자부했다.  

                     원문 링크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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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navalnews.com/naval-news/2021/07/asw-exercise-shark-hunt-21-kicks-off-in-north-atlantic/
https://news.usni.org/2021/07/28/destroyer-makes-7th-u-s-navy-taiwan-strait-transit-in-20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