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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언론보도 Press
1. 미 국무부, 한국에 존슨앤존슨 백신 100만개 전달 / U.S. sends 1mln J&J
COVID-19 vaccine doses to S. Korea – State Dept. <Reuters | June 4>

미 국무부 대변인은 바이든 대통령이 전 세계와의 백신공유 계획을 발표한지
하루 만에 존슨앤존슨 코로나 백신 100만개를 한국에 보내고 있다고 전함.
원문 보기

2. IAEA, 북한 플루토늄 재처리 정황 발견 / U.N. nuclear watchdogs sees
indications of plutonium work in North Korea <Reuters | June 7>

UN 핵 감시국 대표는 북한에서 핵무기에 사용되었을 연료에서 플루토늄을
분리하는 과정이 위성을 통해 포착되었다고 밝힘. 원문 보기

3. 문재인, 한·미·일 정상회담 앞두고 한일관계 개선 움직임 / Ahead of
US-Japan-Korea summit, Moon moves for thaw with Tokyo < Nikkei
Asia | June 8>

미국은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G7에서 한·미·일 3자 대면을 계획하고 있음. 한국은
한일관계 개선의 일환으로 일본 기업에 대한 전시보상소송을 기각함. 원문 보기

4. 한국 백신접종 가속화와 신규 확진자 감소 / S.Korea’s vaccination drive
picks up speed, little slow down in new infections <Reuters | June 8>
한국은 월요일 857,000개 코로나백신을 접종하여 1차 접종률을 16.4%로 끌어
올림. 당국은 작년 한때 방역성공으로 찬사를 받아왔으나 백신부족과 배송지연
등으로 방역에 난항을 겪어 왔음. 원문 보기

5. 미국은 외교를 통해 대북 진전을 이루길 고대: 미 국무부 / U.S. seeks
to make progress with N. Korea through diplomacy: State Dept.
<Yonhap News Agency | June 10>

국무부 대변인은 미국이 한반도 비핵화를 위해 북한과 외교적으로 교류할 것이라
밝힘. 특히 성김 신임 대북특별대표가 이를 추진할 것이라고 전함. 원문 보기

6. 국정원장: “남북한은 한미정상회담에 대해 의미 있는 대화를 나누었다” /
NIS Chief: Two Koreas had a "meaningful talk" on S. Korea-US Summit
<KBS World | June 10>

한미정상회담 즈음 남북 대화가 이루어짐. 박지원 국가정보원장은 북한이 미사일
및 인권 등의 현안에 대해서는 “적대적인 평가”를 내리겠으나 결국 미국과
대화할 의사가 있다는 신호를 보낼것이라고 예측함. 원문 보기

II. 칼럼/논평/분석 Opinion
1. 한국군이 줄어들고 있으며 한편에서는 여성 군복무 의무화를 주장해 /
South Korea’s military is shrinking and some say women must answer
the call of duty <The Wall Street Journal | June 3>

한국은 저출산 등으로 군사 인력이 가파르게 줄어들고 있음. 국군 추정치에
의하면 내년 입대자 규모는 불과 몇 년 전의 6분의 1수준으로 떨어질 것으로
예상됨. 이런 추세가 지속된다면 20년 후 규모는 현재의 절반이 될 것임. 대선에
야망을 품고 있는 한 여당 의원은 남성의 18개월 복무 규정 폐지를 주장하면서
젊은 남녀 모두 기본 군사훈련을 받을 것을 제안함. 원문 보기

2. 녹색에너지에 대한 한국의 야심찬 베팅이 수렁에 빠져 / South Korea’s
big bet on green energy Is bogged down <Foreign Policy | June 6>

한국은 2050년까지 탄소중립국으로의 도약을 목표하고 있음. 일환으로 최근 약
320억 달러로 울산에 세계 최대 해상 부유식 풍력단지를 건설할 계획임. 하지만
당국이 한국 국내기업에만 의존, 편애한다면 국외의 최신 기술을 활용할 수 없고
이는 결국 프로젝트 지연 및 비효율화, 고비용화 등을 초래할 것임. 원문 보기

3. 최근 강제노역 법원 판결 이후 한일관계 현황은? / After the latest
forced labor court ruling, where do Japan-South Korea relations stand?
<The Diplomat | June 10>
2018년 한국 대법원이 일제 강제노역 피해자가 미쓰비시중공업, 일본철강 등
으로부터 보상을 받을 수 있다는 판결을 낸 이후 한일관계는 크게 악화됨.
하지만 최근 서울중앙지법 판결은 혼란을 야기함.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각하했기 때문임. 이러한 판결은 1965년 한일기본조약에서
일본의 입장인 “강제징용 보상이 완전하고 최종적으로 해결되었음”을 부분적으로
인정한다는 의미를 지님. 원문 보기

4. 대만에 공 들이는 美, 韓도 전략짜야 / Korea needs to strategize as
the U.S. puts efforts into Taiwan <The Korea Economic Daily | June 8>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미국과 일본은 대만과의 우호관계 유지에 주력하고 있음.
미국이 한국에게 제공한 코로나 백신 수량과 비등하게 대만에게도 제공한 점과
일본이 대만에 아스트라제니카 백신을 전달한 점이 이를 뒷받침해줌. 한국은
이런 상황을 주시하며 중국의 반발을 최소화할 대만전략을 세워야 할 것임. 원문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