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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언론보도 Press
1. 북한, 국제인권단체에 미국의 ‘대변인’이라고 비난 / North Korea calls
Human Rights Watch a ‘puppet’ of the US <NK News | Sep 6>

북한 외무성은 국제인권단체 휴먼라이츠워치가 북한의 인권문제를 지적한 것에
반발하며 미국의 인종차별문제를 언급함. 원문 보기

2. 중국 소셜미디어 K 팝 팬계정 정지 / Chinese social media site suspends Kpop fan accounts <The New York Times | Sep 6>

중국 소셜미디어 웨이보는 연예인에 대한 과도한 지출을 이유로 20개 넘는 한국 스타
팬 계정을 정지시킴. 최근 중국 정부는 온라인 팬클럽 단속 정책을 발표한 바 있음.
원문 보기

3. 지구가 위험해지더라도 미국과 중국은 화합하지 않을 것임 / The US and
China can't get along- even if the planet's future is at stake <CNN | Sep 6>

미국은 중국과의 기후 변화 부문 협력을 갈등 완화의 실마리로 보았으나 중국은 기후
문제와 미중 관계를 분리하여 볼 수 없다고 주장함. 중국은 파리 기후 협약을 탈퇴한
미국의 이중성을 이유로 석탄 사용 감축을 제시한 미국에 부정적으로 반응함. 원문
보기

4. 미 정보동맹 ‘파이브 아이즈’에 한국 포함 법안 하원 처리 / U.S. draft bill
seeks possible inclusion of S. Korea in 'Five Eyes' intelligence sharing program <Yonhap News
Agency | Sep 7>
미국 하원에서 의결한 국방수권법안은 미국, 영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를
비롯한 영어권 5 개국이 속해 있는 국가기밀정보동맹 ‘파이브 아이즈(Five Eyes)’에
한국과 일본, 인도, 독일을 추가하는 법안을 포함하고 있음. 원문 보기

5. 미사일 제한 종료에 따라 1 조 6 천억 규모의 한국 우주방위 사업 확대
예정 / With restrictions lifted, South Korea launches $13B space power scheme <Defense
News | Sep 7>
지난 5 월 한미 미사일 지침 종료에 따라 고체 연료를 기반으로 한 우주로켓
개발이 가능해져 방위사업청은 우주 방산 연구개발에 투자를 확대할 예정임.
원문 보기

6. 한미일, 도쿄에서 북핵 수석대표 협의 / U.S., Japan, S.Korea prepare for
possible meeting on N.Korea -report <Reuters | Sep 7>

한미일 북핵수석대표가 14일 일본 도쿄에서 대북 인도적 지원 및 북한의 핵시설
재가동과 관련해 3자 회동을 가질 예정임. 원문 보기

II. 칼럼/논평/분석 Opinion
1. 아프간 효과: 아프간 미군철수가 동맹 구조에 대한 변화를 가속화함 /
The Afghan effect: U.S. Afghan withdrawal to accelerate alliance change <The National Interest
| Sep 5>
아프간 정부의 몰락은 한국의 국방력 자립을 촉진하고 전시작전 통제권 반환에
도움이 될 것임. 중국의 미국 동맹국을 향한 미사일 배치와 중국, 러시아, 북한
간의 핵무기 확대로 인해 군비 경쟁이 발발할 수 있음. 이에 한국은 미국 외교
정책에 공조해야 함. 원문 보기

2. 파이브 아이즈 초대에는 대가가 따를 수 있음 / Five Eyes invitation
may come with costs <The Korea Herald | Sept 6>

한국이 미국이 주도하는 정보동맹에 참여하게 된다면 현재까지 북한 정보만 공유
받았던 것과 달리 정보 접근성이 확대됨. 그러나 중국으로부터 경제적 보복을
당할 것임. 파이브 아이즈(Five Eyes) 정보 공유 동맹국들이 중국의 남중국해
영유권 주장과 홍콩 보안법 시행에 반대하자 뉴질랜드와 호주는 중국의
무역제재를 받음. 미국이 인도∙태평양 안보 전략을 고수함에 따라 한국이
쿼드(QUAD) 나 파이브 아이즈에 대한 입장을 결정해야 할 시기임. 원문 보기

3. 미일관계가 대만에 주는 영향 / The Taiwan factor in US–Japan alliance
relations <East Asia Forum | Sept 6>

미일관계는 아시아 태평양 안보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음. 일본은 대만과
적극적으로 교류하며 미국 동맹을 강화하려고 노력함. 일본은 대만 반도체 제조
업에 투자하여 칩 공급에 기여함. 뿐만 아니라 중국이 대만의 농산물 수입을
억제하자 일본은 대만 과일 수입량을 늘림. 이러한 대만에 대한 일본의 우호적인
입장은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에 대한 미국의 지지를 얻는데 도움이 될 것임.
원문 보기

4. 한미, 민주주의 발전 위한 약속 재확인 / US and South Korea renew
commitment to promoting democracy <Fair Observer | Sept 6>

과거 사드 배치를 이유로 중국이 한국에 제재를 가한 경험 때문에 한국은
미중갈등에서 확실한 입장 내세우기를 기피했음. 그러나 최근 한미간 협력은
코로나 백신 파트너십, 대만 해협에 대한 공조 등 다방면에서 이루어짐.
원문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