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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언론보도 Press
1. 북한, 미국의 핵능력 비방 피해자로 자처/ North Korea casts itself as
victim of US vilification over nuclear capabilities <NK News | Nov 5>

북한은 유엔 6 차 회의에서 한국과 미국의 미사일 실험은 북한과 달리 국제적 심문을
피해간다며 북한에 대한 국제사회의 이중적 태도를 비난함. 원문 보기

2. 중국은 북한 비핵화를 도울 수 있고 도와야 한다/ China can and should
help steer N. Korea toward denuclearization: Pentagon spokesman
<Yonhap News Agency | Nov 9>

미 국방부는 중국이 북한을 비핵화로 이끌 수 있다고 함. 대변인은 한 방안으로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를 충실히 이행하는 것이라고 주장함. 원문 보기

3. 중국 사막서 두번째 미국 항공모함 미사일 표적 포착/ Second U.S. Aircraft
Carrier Missile Target Spotted in Chinese Desert <USNI News | Nov 9>

타클라마칸 사막에서 중국이 미 해군 항공모함 모형을 제작하여 미사일 공격 시험에
활용하고 있는 것이 포착됨. 원문 보기

4. 미 국무부 동아태 차관, 동맹과 경제 유대 회담위해 서울 방문/ Top U.S.
diplomat for East Asia policy in Seoul for talks on alliance, economic ties
<Yonhap News Agency | Nov 10>

대니얼 크리튼브링크 미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는 10~12 일 방한해 북한
및 한미동맹과 경제협력을 최우선 의제로 차관보 협의를 진행할 예정임. 원문 보기

5. 한미 상무부, 공급망 회복 위해 협력키로 합의/ Commerce chiefs of US,
Korea agree to work together for supply chain resiliency < The Korea
Times | Nov 11>

미 상무부는 지나 레이몬도 미 상무장관과 문승욱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양국의
반도체를 포함한 공급망 복원력 강화를 위해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고 전함. 원문 보기

6. 전작권 한국 이양 시기 결정 안돼/ No decision made on timing of
OPCON transfer to S. Korea: Pentagon press secretary < Yonhap News
Agency | Nov 11>

존 커비 미 국방부 대변인은 한미 전시작전통제권 이전 시기에 대해 미정이라고
전하며, 이를 추진중이나 아직 풀어야할 과제가 남아있다고 전함. 원문 보기

II. 칼럼/논평/분석 Opinion
1. 디젤 배기가스 위기 심화, 한국 주요 산업 위험 가중/ Deepening diesel
exhaust fluid crisis puts Korea’s key industries at risk <The Korea Economic
Daily | Nov 5>
중국에서 요소 수출에 대한 검열이 의무화되어 국내 디젤배기액(DEF) 부족
현상이 야기됨. 이는 전자, 자동차, 정제, 철강 분야를 포함한 주요 산업들과 국내
물류산업의 혼란을 야기할 것으로 예상됨. 정부는 대책을 모색하고 있으나
중국이 수출 규제를 완화하지않는 한 공급위기는 계속될 것으로 보임. 원문 보기

2. 북한의 평화협정 타령, 한국의 종전선언 타령/ Reiteration of North
Korea's peace agreement and South Korea's declaration of an end of the
war <Chosun Ilbo | Nov 6>

임기 말 문재인 정부가 종전선언을 남북관계 진전의 상징으로 역사에 남기려
노력하고 있음. 하지만 현재의 종전선언은 영토 경계 문제, 전쟁 책임 문제를
포함한 세부 논의가 결여된 종전선언임. 한국의 노력에도 북한은 종전선언에
부정적인 반응을 보여왔기에 현정부의 종전선언 캠페인이 회담으로 연결될
가능성은 희박해 보임. 원문 보기

3. 미국은 미사일 방어에 대해 현실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 The U.S. Should
Be Realistic About Missile Defense <Bloomberg | Nov 11>

중국이 핵 탑재가 가능한 극초음속 미사일을 시험한 것은 미사일 공격에
대비하는 미국의 취약성에 경고를 더함. 이에 대비해 미국은 입증되지 않은
미사일 방어 기술에 국가재정을 소비하는 것보다 해상 이지스 무기 시스템과
같은 신뢰할 수 있는 미사일 방어력에 집중해야 함. 원문 보기

4. 불가피한 라이벌 구도 (미국, 중국 그리고 강대국 정치의 비극)/ The
inevitable Rivalry (America, China, and the Tragedy of Great-Power Politics)
<Foreign Affairs | Nov/Dec 2021>
중국은 미국의 5 배 인구를 가지며 경제 개혁을 시행중임. 미국이 중국의 성장에
제동을 걸 것이 당연한 논리였지만 오히려 중국 성장을 촉구하였음. 중국
경제력은 미국을 압도할 가능성이 있음. 국제관계가 도덕이 아닌 투쟁에
기반한다고 보는 현실주의 관점에서 이는 곧 군사력 강화를 의미함. 미·중
경쟁구도가 심화되나 전쟁을 막는다는 희망으로 중재 될 수 있음. 원문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