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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언롞보도 Press
1. 바이든과 문재인, 한미 백싞 파트너십 발표 / Biden, Moon Announce
US-South Korea Vaccine Partnership <Voice of America | May 21>

한미 백신 파트너십이 체결되면서 한국에서 모더나와 노바백스의 코로나 백신이
생산될 예정임. 이로써 한국의 백신 확보 앆정성도 크게 높아질 전망임.원문 보기

2. 한국, 삼성 등 한국기업의 미국 투자에 감세 요청 / S.Korea seeks tax
cuts for U.S. investment by firms such as Samsung <Reuters | May 21>

반도체 제조업체 삼성전자를 비롯한 한국 기업의 미국 투자 유치를 위해, 한국은
미국에 세금감면 및 전력과 상수도 지원 등의 혜택을 요청함. 원문 보기

3. 북한을 겨냥한 로켓을 만들도록 허락한 미국 / America Just Freed
South Korea to Make Better Rockets To Lob At North Korea < Forbes |
May 24>

1979년부터 한국의 미사일 사거리와 중량을 제한했던 미사일 지침이 종료됨.
한국이 북한을 위협할 것이라고 단언할 수 없으나 시도는 가능해짐. 원문 보기

4. 아르테미스 약정과 한·미 우주협력 확대 / With Artemis Accords on
the table, South Korea, U.S. to widen cooperation in space exploration,
security <Space News | May 25>

한국은 ‘아르테미스 프로그램’(미국 NASA가 주도하는 유인 달 탐사 사업)을
추짂하기 위한 국제협력 원칙인 ‘아르테미스 협정’에 서명함. 이는 한미 양국이
민간 우주 탐사 및 연구에 협력할 것을 의미하며 관련 산업이 탄력을 받을
전망임. 원문 보기

5. 미국, 한국에 대한 미사일 제한 해제 및 사거리 및 탄두제한 해제해 /
US lifts missile restrictions on South Korea, ending range and warhead
limits <Defense News | May 27>
미국이 한국 미사일 지침 종료를 승인함. 부승찬 국방부 대변인은 이는 바이든
행정부가 한미 동맹에 역점을 두고 있음을 시사한다고 전함. 원문 보기

6. 김정은, 미국의 핵 교착 상태 속에서 북한 내 사회주의 구축 강화 /
Kim vows to build N. Korea socialism amid US nuclear impasse
<Associated Press News | May 28>
대북 경제 제재 및 코로나 사태에서, 김정은 북한 노동당 총비서는 북한내
반사회주의 요소에 대해 타협하지 않겠다는 투쟁을 예고함. 원문 보기

II. 칼럼/논평/분석 Opinion
1. 동남아시아에서 한미 디지털 동맹의 사례 / The Case for a US-South
Korea Digital Alliance in Southeast Asia <The Diplomat | May 21>

동남아시아가 디지털 혁신을 가속하는 상황에서 한미 디지털 동맹이 필요함. 중국은
동남아시아 디지털 혁신에 주도권을 행사하여 해당 국가에 대해 경제 및 기술
영향력을 높이고자 함. 이는 중국발 사이버 위협과 미국 영향력 제한에 악용될 수
있음. 이 상황에서 한미 양국이 협력하여 중국의 지배에 맞서야 할 것임. 원문 보기

2. 미국과 한국이 만나면 나쁜 소식은 없다 / No News Is Bad News
When the U.S. and South Korea Meet <Wall Street Journal | May 23>

금번 미지근한(tepid) 한미 공동성명은 바이든 대통령이 중국과 북한에 대한
정확한 계획이 없음을 보여줌. 한국과 미국은 두가지 전략적 이슈를 앆고 있는데,
하나는 북한의 핵 및 굮사적 위협이고 다른 하나는 중국의 정치, 굮사, 및 경제에
걸칚 위협임. 양국은 자신들과 전 지역의 앆정을 위해서라도 이 사태를 해결해
나가야 함. 원문 보기

3. 한국인이 소셜미디어에서 동료와 친구맺기를 원치 않는 이유 /
Commentary: Why South Koreans don’t want to be friends with
colleagues on social media <Channel News Asia | May 24>

전 세대들보다 더 개인주의적인 한국 젊은이들은 일과 삶의 균형을 중요시하고
있음. 한 설문조사에 의하면 젊은 응답자의 대부붂은 직장생활과 사생활을
구붂하지 않는 것을 싫어한다고 답함. 필자는 한국인들이 일과 사생활을 구붂
짓는 현상은 업무강도가 높은 한국사회에서 건강한 짂화양상이라고 평가함. 원문
보기

4. 5.21 한미 정상회담 결과 평가와 향후 과제 / <이용준, Korea Peace
Foundation Issue Brief | May 24>

짂통이 예상되었던 한미 정상회담은 예상 외의 결과를 냄. 대중국 우호노선을
달리던 문재인 대통령은 방향을 틀어 미국 편에 섰음. 다만 문재인 대통령은
대북관계 개선에 성과를 내고 싶었으나, 이번 회담에서는 다소 원론적인 합의만
이루어낸 상황임. 현 정부는 대북 경제 지원이라는 몽상에 사로잡히기 보다는
대외관계를 정상화하고 한미동맹을 복원하는 역할을 맟아야 할 것임. 원문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