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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주변국의 해양안보전략과 우리의 대응

  ❍ 강대국 간의 경쟁시대를 맞는 미 해군의 재건 노력                  정호섭

  ❍ 인도-태평양(Free and Open Indo-Pacific, FOIP) 전략과 분산된 

     치명성(Distributed Lethality) 전략의 연계와 함의                   김태성

      (2018 해양학술논문 현상공모 수상작) 

  ❍ 일본의 개헌(改憲) 추진이 우리 해양안보에 미치는 영향과 대응방안  허  송

      (2018 해양학술논문 현상공모 수상작)

  ❍ U.S Navy’s Distributed Lethality Concept and

     Its Implications for East Asian Security                            문창환

     (2018 해양학술논문 현상공모 수상작)

  ❍ 해군력이 해양 영토분쟁을 둘러싼 군사적 분쟁에 미치는 영향         한종환

     (2018 해양학술논문 현상공모 수상작)

  ❍ 안보환경의 변화에 따른 한국 해양전략 발전 방향

     –해양공간 인식과 확장의 관점에서-                                 정광호

     (2018 해양학술논문 현상공모 수상작)      

q 역사 속의 해군력 운용의 사례와 교훈

  ❍ 조선 세종대 병선(兵船)의 운용과 해방(海防)전략전술               민장원

     (2018 해양학술논문 현상공모 수상작) 

  ❍ 쓰시마 해전의 전술적 재조명(배진과 기동, 손상통제를 중심으로)    이창현

  ❍ 국제 제재수단으로서 해상봉쇄의 사용에 관한 연구

     - 2차 세계대전 이후 평시 봉쇄 제재의 효과성 분석을 중심으로 -    박진성 

       (2018 해양학술논문 현상공모 수상작) 

q 기타 국제법·해양신뢰구축·선박통제·승조원 직무만족 관련 발전 방향

  ❍ 평화선의 안보적 성격에 관한 역사적·국제법적 고찰                양재영

      (2018 해양학술논문 현상공모 수상작)

  ❍ 해상에서의 우발적 조우 시 신호 규칙

     (Code for Unplanned Encounters at Sea, CUES)                  오동건

     (2018 해양학술논문 현상공모 수상작)

  ❍ 한국형 선박협조 및 안내(NCAGS) 발전 방향                  김성해·정효섭

  ❍ 해군 함정 승조원들의 직무스트레스가 이직의도 및 직무만족에

     미치는 영향                                                       노광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