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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언론보도 Press
1. 미국은 반도체 경쟁을 주도하기로 결심함 / The United States is determined
to dominate the semiconductor tech war <East Asia Forum | Aug 6>
미국은 중국 반도체에 의존하지 않기 위해 한국과 대만 기업으로부터 반도체
생산을 약속 받음. 원문 보기

2. 미국 국방부 존 커비 대변인의 브리핑 / Pentagon press secretary John
F. Kirby holds a press briefing <US Department of Defense | Aug 9>

미 국방부 보도자료에 따르면, 북한공작원이 미국산 스텔스 전투기 F-35A 도입
반대 운동을 한 정황에 대해 타 국가 정보기관 관련 정보 문제이기 때문에
관련된 사항을 언급할 수 없다고 함. 또한 중국의 반대에도 한미연합훈련은
강력하게 유지해야 한다고 밝힘. 원문 보기

3. 블링컨, 한∙미∙일 3자 간 협력 중요성 재확인 / Blinken reaffirms importance
of trilateral cooperation with S. Korea, Japan <Yonhap News Agency | Aug 10>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은 아키바 일본 국가안전보장국 국장과의 만남에서
한반도 비핵화를 비롯한 안보 문제에 있어 한∙미∙일 3자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함.
원문 보기

4. 북한, 한국과 미국에 안보 위협에 직면할 것이라 경고 / North Korea says
US, South Korea to face security threats with military drills <The Straits Times | Aug 10>
한미연합훈련 규모는 지난 3월보다 절반으로 축소될 전망임. 10일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은 “엄중한 안보 위협에 직면하게 만들 것”이라며 한미연합훈련 취소를
촉구하는 담화문을 발표함. 원문 보기

5. SK이노베이션∙포드 배터리 합작사, 유럽으로 영역 확대 / Ford battery
venture with SK Innovation will extend to Europe, executive says <Reuters | Aug 11>
SK이노베이션과 포드 양사는 미국의 합작법인을 통해 미국 외 유럽에 배터리
공장을 설립하여 생산 거점을 확대할 예정임. 원문 보기

6. 던전과 보조개: 케이팝의 영향력 / Dungeons and dimples: how to
speak K-pop <The Economist | Aug 12>

한류는 방탄소년단을 통해 세계적으로 퍼져 나감. 그에 따라 아이돌 가수의
공백기를 의미하는 단어 “던전”과 같은 한국의 팬 문화 및 신조어도 세계적으로
유행하고 있음. 원문 보기

II. 칼럼/논평/분석 Opinion
1. 한국은 바이든이 북한에 대해 진지하길 원함 / South Korea wants
Biden to get serious about North Korea <The Washington Post | Aug 6>

현재 바이든 행정부는 군사∙안보적 측면에서 실용적 전략(pragmatic approach)을
통해 북한문제를 다루려 함. 그러나 북한의 핵 도발이 지속되고 있음. 이를
기회로 미국은 외교를 통해 한반도 평화를 구축해야 함. 남북 간 정상회담을
개최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 우선임. 이후 개성공단 재가동을 통해 한∙미∙북
간의 신뢰를 형성하고 북한에 인도적 지원과 더불어 식량 및 의료지원을
제공해야 함. 원문 보기

2. 커질 수 있는 역효과 / A big backfire <Korea JoongAng Daily | Aug 10>

북한 노동당 부부장 김여정의 담화문에 따라 훈련을 축소하는 것은 부정확한
의사 전달로 한반도 긴장을 심화하는 역효과를 일으킬 것임. 북한에 인도적
지원은 필요하지만 북한과의 대화에서부터 수용할 수 있는 요구와 수용할 수
없는 안건을 구분해야 함. 그렇기 때문에 한미합동훈련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함. 원문 보기

3. 중국의 주미대사는 ‘늑대전사’인가-아니면 ‘여우’인가? / Is China’s new
U.S. ambassador a ‘wolf warrior’—or a fox? <Foreign Policy | Aug 10 >

중국 기존 대사들은 솔직하고 공격적인 외교활동을 펼쳤지만 최근 시진핑은
우호관계를 확대할 수 있는 외교를 선호함. 이러한 변화에 따라 중국은 미국과의
유일한 접점인 기후변화를 통해 양국의 협력을 이끌어 내야함. 새로 임명된
중국의 주미대사는 2030년까지 탄소 배출 감축을 약속하고 코로나 문제에 있어서
양국의 협력을 제안하는 SNS 게시글을 올린 바 있음. 미국에서는 새로운 중국
대사를 중심으로 미중 갈등을 풀어 나가야함. 원문 보기

4. 해협은 비상상황? / Strait of emergency? <Foreign Affairs | Sept/Oct >

미국의 공군과 해군이 중국에 비해 월등하여 대만에 대한 중국 침략 가능성이
있으나 희박함. 그러나 현재 중국은 대만해협에 해상 순찰을 확대하고
국제기구와 동맹국의 자유무역협정에서 대만이 배제되도록 만들고 있음. 이에
미국은 대만에 혁신적인 국방 기술이 도입된 방어무기를 지원하고 중국과는
기후변화 및 코로나 문제에 대한 양자 협력을 추구해야 함. 원문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