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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언론보도 Press
1. 미 연방법원: 북한에 협조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미국인 / US citizen guilty
of conspiring with North Korea: DOJ <FOX Business | Oct 3>
버질 그리피스는 지난 2019년 4월 북한을 방문해 암호 화폐 기술을 전수하여
대북제재법을 위반한 혐의로 미국 연방법원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음. 원문 보기

2. 넷플릭스의 ‘오징어게임’, 모든 사람이 보기 전까지 누구도 원하지 않던

디스토피안 히트작 / Netflix’s ‘Squid Game’ is the dystopian hit no one wanted—until
everyone did <The Wall Street Journal | Oct 4>
넷플릭스 한국 드라마 "오징어 게임"이 미국 및 전세계 넷플릭스에서 한국
최초로 1위를 차지함. 원문 보기

3. 대만, AUKUS 지원과 함께 중국과의 전쟁 위협 경고 / Taiwan backs
AUKUS, warns of threat of war with China <The Sydney Morning Post | Oct 4>
우자오셰 대만 외교부장은 호주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미국·영국·호주 안보동맹
‘오커스(AUKUS)’에 대한 지지를 보이며 중국· 대만 간 전쟁 발발시 끝까지 싸울
것이라는 강경한 입장을 천명. 원문 보기

4. 북한, 한국과의 군사통신선 복원 / North Korea reopens
communication and military hotline with South < CNN | Oct 4>

지난 8 월 한미 연합군사훈련을 비난한 담화문 이후 남북 통신선이 끊어졌으나
4일 남북 군사통신선이 정상적으로 복원됨. 원문 보기

5. 여전히 얼어붙어 있는 미중 무역갈등 / The U.S.-China trade conflict
remains frozen <The Wall Street Journal | Oct 5>

캐서린 타이 미국 무역대표부 대표는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에 부과했던 기존의
보복적 관세 정책을 유지하겠다고 발표함. 원문 보기

6. 미 국무부, 대북제재 완전 이행 촉구 / US urges full implementation of
UNSC sanctions on N. Korea <The Korea Herald | Oct 5>

미국 국무부 대변인은 북한에 대한 유엔 제재의 완전한 이행을 강조하면서 북한이
대량살상무기를 시험하거나 개발하는 것을 금지하는 유엔 결의안을 준수할 것을
촉구함. 원문 보기

II. 칼럼/논평/분석 Opinion
1. 대북 제재로 분열된 미국과 한국 / US, South Korea split on North
Korea sanctions <VOA | Oct 2>

북한이 바이든 행정부의 대화 제의를 거부한 채 무기체계를 발전시키면서 대북
제재 완화 여부를 둘러싼 한미 간 불협화음 조짐이 확산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음. 정의용 외교통상부 장관은 한국과 미국은 북한을 협상 테이블로
끌어들이기 위해 북한에 대한 제재 완화를 고려해야 한다고 함. 문 대통령은
비핵화보다 북한과의 지속적인 화해와 남북 협력을 우선시 해옴. 이 입장은
미국의 대북 정책과 종종 상충되어 왔으며, 데이비드 맥스웰 민주국방재단
상임이사는 한국의 제재 완화 요구는 "미국이 한국의 제재 완화 추진에 저항함에
따라 동맹관계에 상당한 마찰을 일으킬 것"이라고 전함. 원문 보기

2. 북한의 긴장감 조성에 냉정한 바이든 행정부 / As North Korea maneuvers
to escalate tensions, Biden plays it cool <The Japan Times | Oct 4>
바이든 행정부는 북한이 미사일 발사를 포함해 한반도의 평화를 이끌어내는데
비협조적인 태도를 취함에도 불구하고, 보다 신속하고 예측가능한 대응을
보여주지 않고 있음. 바이든 행정부는 전제조건 없이 회담을 재개할 용의가
있다고 거듭 밝히고 있으며 북한을 포용하고 융통성 있게 행동할 용의가 있다고
말함. 이 정책은 트럼프 행정부의 방향성이나 오바마 행정부의 "전략적 인내"의
개념과 다른 것으로 보이며, 바이든 행정부는 북한이 아닌 우방인 한국과 일본에
우선 순위를 두고 있음. 원문 보기

3. 미국은 중국과 러시아를 동시에 상대할 수 없다 / America cannot take
on China and Russia Simultaneously <The National Interest | Oct 4>

미국이 러시아와 비핵의 재래식 전쟁조차도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는 점을
감안할 때, 러시아 및 중국과의 마찰에 대한 미국의 우려에는 충분한 근거가
있음. 또한, 러시아와 중국은 현재의 미국 핵무기 규모를 훨씬 초과하는 수준으로
핵무기의 크기를 확장하였으며, 이는 미국 국가 안보에 위험을 미치는 행보로
평가됨. 더욱 우려되는 점은 러시아가 미국에 대한 핵 패권을 달성함으로써,
잠재적으로 미국의 방향성을 강요하거나, 미국 본토에 대한 재앙적인 공격을
개시할 수 있다는 점임. 원문 보기

4. 한국기업의 미국행, 韓경제 주권 위협 <매일경제 | Oct 5>

지난달 미국 워싱턴 DC 를 방문한 국회 여야 의원단이 한국 기업과의 간담회에서
미·중 기술 패권 전쟁과 관세·비관세 장벽에 대한 우려가 나옴. 이는 바이든 미국
행정부 정책이 자국 산업 육성과 일자리를 최우선 가치로 내세우면서
신보호무역주의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 원문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