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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언론보도 Press
1. 애플∙구글에 대한 제재가 미국 워싱턴의 바이든을 시험함 / Apple and
Google’s fight in Seoul tests Biden in Washington <The New York Times | Aug 23>
한국 국회는 애플과 구글을 대상으로 스마트폰 결제 시 과도한 수수료를
부과하는 행위를 규제하기 위해 관련법안을 도입하려 함. 이에 대해 애플과
구글이 한미간 자유무역협정을 위반할 소지가 있다며 미국 정부에 적극적 대응을
요청함. 원문 보기

2. 미국 북핵협상대표, 적대적 의도 없다며 북한과 대화 시도 / U.S. envoy
says no hostile intent toward North Korea, calls for talks < Reuters | Aug 23>

성 김 미국 북핵대표는 한미연합훈련이 방어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다고 밝히며
다양한 방면에서의 북한과의 인도적 가능성을 암시함. 원문 보기

3. 한∙미, 사이버 대응를 통해 한미동맹 강화 / Washington and Seoul seek to
diversify the South Korea-US Alliance through cyber <The Diplomat | Aug 23>
국방부에 따르면, 한국과 미국은 사이버 위협에 대한 공동 대응과 다양한
정보공유체계 구축에 협력하기로 함. 원문 보기

4. 미국 국무부, 한국에 약 3000 억원 최첨단 무기 판매 승인 / State Dept. OKs $258 million
deal to South Korea for ‘smart bomb’ conversion kits <Washington Times | Aug 23>
미국 국무부는 안보 강화을 위해 한국에 직격탄 및 레이저 유도장치 등 총 2억
5 천만 달러 어치 장비 판매를 승인함. 원문 보기

5. 구글, 차기 픽셀 스마트폰을 위해 삼성의 5G 모뎀 기술을 미국시장에 가져옴 / Google
brings Samsung 5G modem tech to U.S. market with new pixel phone <Reuters | Aug 26>
삼성전자가 구글 스마트폰에 5G 모뎀을 공급하게 되면서 미국시장에서 첫 한국
기업 기술 공급자가 됨. 원문 보기

6. 한국, 입국한 아프간인들을 ‘특별공헌자’로 지정 / South Korea designates arriving
Afghans as ‘persons of special merit’ <The Guardian | Aug 26>
한국은 한국정부활동을 지원해 온 아프간 현지인과 가족 300여 명을 국내로
이송함. 법무부는 이들에게 특별공로자에 준하는 장기체류 자격을 부여할 예정임.
원문 보기

II. 칼럼/논평/분석 Opinion
1. 베이징의 미국 재촉 / Beijing’s American hustle <Foreign Affairs | Aug 23>

중국은 인도 국경선에 군사를 배치하고 호주와의 수입 제재를 통해 아시아에서의
미국 영향력을 줄이려 함. 또한 중국은 소셜미디어 회사를 통해 공산주의 체제를
홍보하고 왜곡된 정보를 전파함. 이에 미국은 쿼드(QUAD)와 같은 다자협력체를
활성화 시키고 미국 자금이 중국기업에 투입되지 않도록 해야 함. 대만의 반도체
공급은 대만해협에서 미∙중 군사 대치 가능성으로 불안정하기 때문에 미국내 칩
공급망을 강화해야 함. 원문 보기

2. 아프간 사태가 한미동맹에 주는 의미는 무엇인가? 없음. / What does the Afghanistan
disaster fean for the U.S.-ROK Alliance? Nothing. <The National Interest | Aug 23>
아프간 사태로 미국 동맹국들이 불안을 느끼고 있으나 주한미군이 철수할
가능성은 거의 없음. 이러한 아시아 국가들의 불안감은 그만큼 군사 및 경제
측면에서 미국의 영향력이 막대했기 때문임. 이번 사태로 한미동맹에 대한
우려는 한국이 자체적인 방어력을 증강시키는데 기여할 것임. 또한 미국이
한국에 핵무기 개발을 지원할 가능성이 높아짐. 중국은 이를 대응하기 위해
북한과의 대화를 이끌어 낼 수 있음. 원문 보기

3. 아프가니스탄 사태가 어떻게 아시아를 혼란에 빠지게 하고 중국을 대담하게
만들 수 있었나 / How Afghanistan rattled Asia and emboldened China <BBC | Aug 25>

중국의 신장·위구르 지역 탄압과 동시에 탈레반 지지는 내부적 혼란을 줄 수
있음. 그러나 중국은 아프간 사태를 빌미로 미국의 아프간 철수가 성급했다고
비난함. 또한 대만과 미국은 암묵적 군사 동맹이지만 방위조약을 맺지 않았기
때문에 중국은 대만과 미국간 관계를 약화시키려 함. 원문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