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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獨 해군, 2016년 이후 처음으로 인도-태평양에 호위함 전개 

▶ 발행기관: Naval News 

▶ 저    자: Martin Manaranche 

▶ 일    자: 2021년 7월 30일 

▶ 개    요   

獨 해군 호위함은 지중해를 지나 수에즈 운하를 통과하여 인도양

으로 전개할 예정이다. 독일 해군은 Bayern함 파견을 통해 남중

국해의 전략적 중요성을 재확인하고 호주, 싱가포르, 일본, 미국 

등과 해상 연합훈련을 실시할 예정이다. 호위함 파견은 독일이 

인도-태평양 지역의 지정학적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준

다. 독일 국방부 장관은 “우리의 군함과 항공기가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활동하게 되어 기쁘다. 아시아는 매우 중요하고, 우리의 

평화와 안보에도 결정적”이라고 말했다. 

원문 링크 클릭 

 

2. 인도, 신형 항공모함 시운전 실시 

▶ 발행기관: Naval News 

▶ 저    자: Martin Manaranche 

▶ 일    자: 2021년 8월 4일 

▶ 개    요 

인도가 자체 건조 중인 신형 항공모함 Vikrant함이 시운전 단계

에 접어들었다. Vikrant함은 인도 해군의 ‘Make In India’ 프로젝

트의 일환으로 건조된 것인데, 전체 부품 중 약 3/4를 자체 조달

하여 건조하는 자급 사업인 것이다. 인도 항공모함은 길이 262m, 

넓이 62m, 높이 59m의 대형함이며, 약 1,700명의 승조원을 수용

할 수 있다. 최대 속력은 28노트이고 고정/회전익 항공기를 탑재

할 수 있다. 보도에 따르면 Vikrant함은 2021년 말 전력화를 마

칠 예정이다.  

원문 링크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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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navalnews.com/naval-news/2021/07/german-navy-to-deploy-a-frigate-in-indo-pacific-region-for-the-first-time-since-2016/
https://www.navalnews.com/naval-news/2021/07/german-navy-to-deploy-a-frigate-in-indo-pacific-region-for-the-first-time-since-2016/
https://www.navalnews.com/naval-news/2021/08/indias-new-aircraft-carrier-ins-vikrant-starts-sea-tri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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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영국 해군과 인도-태평양 

▶ 발행기관: War on the Rocks 

▶ 저    자: Rene Balletta 

▶ 일    자: 2021년 8월 5일  

▶ 개    요 

영국은 최근 경비함 두 척을 인도-태평양 지역에 전방배치하기

로 결정했다. 이와 같은 결정의 배경은 무엇인가? 혹자는 남중

국해에서 중국이 제기하는 도전의 규모를 따져봤을 때 두 척의 

경비정이 아닌 두 척의 호위함을 배치해야 한다고 말한다. 저

자는 영국이 중견국이라고 말하면서 미국과는 다른 접근법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어떠한 전력을 전개하는지는 일종의 전략

적 신호라면서 위협평가, 주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봤을 

때 호위함 파견은 적절하지 않다고 주장한다. 

원문 링크 클릭  

 

4. 북한, 영국의 경비함 배치에 반발 

▶ 발행기관: CNA 

▶ 저    자: Reuters 

▶ 일    자: 2021년 8월 3일 

▶ 개    요 

최근 영국이 인도-태평양 지역에 경비함 두 척을 전방 배치할 

것이라고 발표한 것에 대해 북한은 도발행위라며 반발했다. 벤 

월러스, 영국 국방장관은 북한과 중국이 한국과 일본을 점점 

고립시키고 인도-태평양에서의 자유항행을 방해하고 있다는 취

지의 발언을 한 것에 대해 북한 외무성은 영국이 두 척의 경비

함을 전방 배치한 것에 대한 변명이라고 반박했다.  

                     원문 링크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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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arontherocks.com/2021/08/the-royal-navy-in-the-indo-pacific-dont-use-a-sledgehammer-to-crack-a-nut/
https://www.channelnewsasia.com/asia/north-korea-criticise-britain-plan-deploy-warships-asia-pacific-208627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