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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언론보도 Press
1. 미일, 워싱턴 정상회담에서 북한 비핵화 결의 다짐 / US and Japan vow to
work on North Korea denuclearization at Washington summit <NK News | Apr.
16>
미국 바이든 대통령과 일본 스가요시히데 총리는 첫 대면회담에서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에 전념할 것을 약속함. 두 정상은 앞으로 북한의 대량살상 무기를 완전제거에 합의함.
원문 보기

2. 중국에 이어 케리 미 특사 기후 변화 논의차 방한 / After China, US envoy
Kerry in S. Korea for climate talks <AP | Apr. 18>
한국 외교부 장관과 존 케리 미국 기후특사가 면담을 가짐. 정의용 장관은 일본 정부의
방사능 오염수 방출 계획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전달함. 원문 보기

3. 급증하는 남북 군비 경쟁 / A Quiet Arms Race Is Rapidly Heating Up Between
the Two Koreas <NYT | Apr. 19>
최근 몇 년 간 한국은 미국의 스텔스기를 확보하고 더욱 강력한 재래식 미사일을 건설하
며 군사 지출을 되풀이함. 이에 대해 북한은 무력 확장을 정당화하고 미사일 요격을 어렵
게 만들겠다며 위협함. 원문 보기

4. 한화, 미국 선택적 유인 전투차량 사업 참여 공식화 / OMFV: Korea’s Hanwha
Is Officially In<Defense News | Apr. 19>
한화는 기존의 M2 브래들리 장갑차를 대체 제안 제출을 발표했다. 국내 방위산업체는 미
국 오시코시사와 협력할 예정임. 원문 보기

5. 한국 내 반중감정 확산/ In South Korea, Antagonism Toward China is
Growing <Voice of America | Apr. 20>
한국의 판타지 사극드라마 “조선구마사”에 중국 주류 및 음식 문화 등이 방영되어 기존
반중감정과 맞물려 폐지되었음. 국내 증폭되는 반중감정에도 현 한국 정부는 외교 및 경
제적인 이유로 중립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음. 원문 보기

6. 트럼프의 ‘실패’ 후, 한국 지도자는 바이든이 북핵협상을 구제해주길 바람 /
After Trump ‘Failed,’ South Korean Leader Hopes Biden Can Salvage Nuclear
Deal <New York Times | Apr. 22>
다음달 미국방문을 앞두고 있는 문재인 대통령은 21일 뉴욕타임스와 단독 인터뷰를
함. 인터뷰 중 문 대통령은 “바이든 대통령이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평화 정착
을 위한 실제적이고 불가역적인 진전을 이룬 역사적인 대통령이 되길 바란다”고 밝
힘. 원문 보기

II. 칼럼/논평/분석 Opinion
1. 한국은 미·중 코로나 책임 논쟁에 대해 무슨 생각을 할까? / What Does South
Korea Think of the China-US COVID Blame Game? <The Diplomat | Apr. 16>
코로나 대유행이 지속되는 가운데, “G0” 국제체제가 수면으로 올라옴. 세계적인 리더십과
책임의 부재와, 중국과 미국 간 협력 부족의 조짐이 불어나는 시기에 한국과 같은 국가들
은 대유행병 관리에 대한 압박을 받고 있음. 외교와 안보 정책에 있어 한국의 담론은 미
중 갈등에 개입하지 않고, 미중에 대한 의존성을 줄일 필요가 있으며, 다른 국가와의 관
계를 확장 및 강화시켜야 한다고 제안함. 원문 보기

2. 바이든 행정부의 저위력 핵전력 동향 분석과 함의 <한국국방연구원 | Apr. 16>
내달 공개 예정인 2022 미 회계연도 국방예산에서 트럼프 정부 때 추진된 신형 3종 저위
력 핵무기 변화의 귀추가 주목됨. 저위력 핵무기 프로그램의 부분적 취소는 불가피할 것
으로 전망되나, 이를 통해 미 정부의 비확산 노선을 상징적으로 보여 줌. 한반도의 안보
상황과 무관하기 않기에, 한국도 이에 대한 고민이 필요함. 원문 보기

3. 내달 한미 정상회담, 북핵·백신 등 현안 타개에 동력 되길 <연합뉴스 | Apr. 16>
5월 하순 미국 워싱턴에서 한미 정상회담 예정임. 두 정상은 한미동맹 발전 방안을 비롯
해 한반도 비핵화 실현과 평화 정착 해법을 집중적으로 논의할 것으로 보임. 한미 간 최
대 현안은 장기 교착에 빠진 북미 비핵화 협상임. 지난 미일 정상회담과 이번 한미 정상
회담을 거치며 새 대북 정책이 모습을 드러낼 예정임. 또한 한일 갈등 해소에 물꼬가 될
만한 논의가 이뤄질지도 관심사임. 원문 보기

4. 다른 이들이 실패한 북한과의 거래를 바이든이 지명한 웬디 셔먼이은 어떻게
성사시킬까 / How Biden nominee Wendy Sherman can pull off a deal with North
Korea where others failed <NBC | Apr. 18>
차기 국무부 부장관으로 확정된 웬디 셔먼은 북한을 포함한 워싱턴의 주요 외교 정책들
을 감독할 예정임. 북한의 비핵화 성공은 압력을 기반으로 하는 접근방식을 포기하는 데
달려 있음. 우선 평화 달성과 국가 간 관계 정상화 후 궁극적으로 비무장화와 비핵화를
향한 외교를 발전시켜야 할 것으로 보임. 원문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