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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언론보도 Press
1. 미중 정상 바이든과 시진핑, 몇 달 사이 고조되는 긴장 속 회담 / Biden
speaks with Chinese president Xi Jinping amid tensions in recent months <CNN | Sept 10>
미중 간 긴장이 고조되는 가운데, 바이든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주로
사이버 안보에 관해 회담을 가짐. 원문 보기

2. 한미일, 북핵수석대표 협의를 가짐 / Korea, US, Japan to meet over
North Korea nuclear standoff <The Straits Times | Sept 11>

한미일 북핵수석협의에서 3국은 북한의 신형 장거리 순항미사일 발사와 관련해
대화를 통한 북한의 비핵화를 목표로 3국의 협력 강화를 확인함. 원문 보기

3. BTS, MTV 비디오 어워드에서 올해의 그룹, 최고의 K-pop 수상 / BTS wins
the group of the year, best K-pop at MTV video music awards <The Korea Times | Sept 13>
BTS는 MTV 비디오 뮤직 어워드에서 올해의 그룹과 최고의 K-pop을 수상함.
원문 보기

4. 한국, 안드로이드 설정을 막은 구글에 1 억 7700 만 달러 벌금 부과 /
S.Korea fines Google $177mln for blocking Android customization <Reuters | Sept 15>

한국 공정거래위원회는 구글이 모바일 시장에서 지배적 시장 지위를 남용하여
타사 경쟁력을 제한한 것에 대해 구글에 벌금을 부과함. 원문 보기

5. 삼성, 미국내 신규 반도체 공장 부지 검토 중 / Samsung set to pick site
for new US chip plant <The Korea Times | Sept 16>
삼성이 미국내 제 2 의 반도체 생산 공장을 설립하는데 관심이 모아지고 있음.
원문 보기

6. 북한, 열차에서의 미사일 발사 공개 / North Korea confirms missile launches
from train <The Korea Times | Sept 16>
북한의 철도기동미사일연대가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하며 사격훈련을 실시함.
조선중앙통신은 북한이 동해상에 설정된 표적을 정확히 타격했다고 보도함.
원문 보기

II. 칼럼/논평/분석 Opinion
1. 글로벌 반도체 산업에서 중국의 위치 / Mapping China’s Place in the
Global Semiconductor Industry <The Diplomat | Sept 7>

최근 반도체 산업에 있어서 국가간 ‘기술 민족주의(techno-nationalism)’가 만연함.
현재 대만의 반도체 기업의 시장 지배로 중국과 미국 모두에게 위협이 되고 있음.
이에 미국은 화웨이를 겨냥한 수출 통제는 미국 내 반도체 공급망과 제조 단계
구축에 중요한 역할을 함. 또한 미국은 중국기업의 글로벌 확장을 통제하여 국가
산업의 기초이자 전략이 된 반도체 산업을 무기화하려 함. 중국은 첨단제조
기술에 대한 진입장벽이 높기 때문에 반도체 공급 부족을 우려해야 함.
원문 보기

2. 바이든 행정부는 전략적 인내 정책으로 회귀하고 있는가? / Analysis: Is
Biden Summoning ‘Strategic Patience’ With North Korea? <Voice of America | Sept 11>
미국과 북한 사이의 교착 상태가 지속됨에 따라, 일각에서는 바이든 행정부가
오바마 시대의 전략적 인내 정책으로 회귀하고 있는지에 대한 질문을 던짐. 이에
대해 오바마 행정부와는 대조적으로 바이든 행정부는 북한의 핵개발에 대한
우려를 표명함. 바이든 행정부는 2019 년 말 이후 교착상태에 빠진 핵 회담을
어떻게 재개할 것인가에 직면해 있음. 현재 바이든 행정부는 아프가니스탄에서의
미군이 철수, 이란 핵 협정 재개에 대한 압박, 그리고 중국이 명확한 경쟁자로
부상하는 등 여러 외교문제에 직면해 있음. 원문 보기

3. 중국의 아프간 딜레마 / China’s Afghanistan Dilemma <Foreign Affairs
| Sep 13>

아프간을 정복한 탈레반은 중국 국가주석으로 3 번째 취임을 준비하고 있는
시진핑에게 ‘제국의 무덤(graveyard for conquerors)’이 될 수 있음. 중국은 신장
지역의 정치적 안정과 아프간에 매장된 희토류를 얻기 위해 탈레반을 수용했음.
그러나 탈레반은 신장∙위구르지역에 이슬람 국가를 건설하려는 군사단체를
억제할 힘이 없으며 카불 공항 테러의 주범인 IS 단체 또한 탈레반 정부 수립을
방해할 가능성이 높음. 중국은 아프간 경제 회복과 안정된 정부수립에 막대한
국제 원조를 투자해야 하지만 인도, 북한, 대만과의 갈등으로 인해 현재 매우
어려운 상황임. 원문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