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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언론보도 Press
1. 김정은의 체중감량을 인정한 북한 / North Korea Admits Kim Jong Un
Lost Weight <Voice of America | June 27>

조선중앙방송은 김정은의 체중감량을 보도하며 그의 체중감량이 평양 주민들의 큰
걱정거리라고 함. 원문 보기

2. 한국형 ‘아이언 돔’ 국내 개발 추진 / South Korea to invest $2.6B in
'Iron Dome' interceptor <United Press International | June 28>

2011년 이스라엘은 미국과 공동으로 미사일 발사대를 돔 형태로 설치해 요격하는 체계를
개발함. 한국은 북한 위협에 맞서기 위해 이와 유사한 ‘장사정포 요격체제 사업’에 약
3 조를 투자하여 추진할 것임. 원문 보기

3. 도쿄 올림픽 불참하는 바이든 대통령 / President Biden won't attend
Tokyo Olympics <The Wall Street Journal | June 28>

바이든 대통령이 도쿄 올림픽에 불참 예정인 가운데 미대표단은 참석할 예정임. 과거
부시 대통령은 2008년 베이징올림픽 참석했으며, 2016년 오바마대통령은 리우데
자네이루 올림픽에 불참함. 원문 보기

4. 미국 내 앨범 판매 1위를 기록한 한국의 5 소년밴드 / Five Korean boy bands
have now charted A no.1 bestselling album in America <Forbes | June 28>

그룹 '세븐틴'이 지난달 18일 발매된 미니 8집 '유어 초이스’(Your Choice)로 6월 월간
음반 차트에서 1위에 오름. 세븐틴은 미국에 베스트셀링 앨범 판매를 기록한 5번째 한국
가수로 기록됨. 원문 보기

5. ‘PUBG’ 개발한 한국의 크래프톤, 25%정도 기업공개 규모(IPO) 낮춰 / S.Korea’s
Krafton, maker of hit game ‘PUBG’, slashes IPO target by a quarter <Reuters | July 1>
세계적으로 유명한 ‘배틀그라운드’(PUBG)를 개발한 한국의 게임사 크래프톤(Krafton)은
금융당국의 요구에 따라 기존 기업공개(IPO) 규모보다 25% 정도 낮춰 정정신고함.
원문 보기

6. 미국의 주한미국대사관 공관차석 임명 / US names new deputy chief
of mission to South Korea <The Korea Times | July 1>

미국 국무부는 최근 주한미국대사관 부대사 자리인 공관차석에 한국 근무 경력이 있는
크리스 델 코르소(Chris del Corso) 서반구국 국장을 임명함. 그는 주한 미국대사
대리직을 수행할 예정임. 원문 보기

II. 칼럼/논평/분석 Opinion
1. 시진핑의 도박 / Xi’s gamble <Foreign Affairs

| July / August>

마오쩌둥과 덩샤오핑 이후 주도권을 잡은 시진핑은 앞선 지도자들과 다르게 장기적
해결책보다 글로벌 차원에서의 중국 이익 주장을 우선시함. 이러한 변화는 대외적으로
영국의 브렉시트와 트럼프 대통령 선출 등으로 기존 패권국가 영향력 쇠퇴를 인식하고,
중국 내부 인구의 고령화, 임금 상승으로 인한 실업 사태에 기인한다고 평가됨. 이에
대응하여 인공지능 시민 감시 체제를 도입하고 코로나 발생 이후 비협조적 국가에 ‘전랑
외교’(wolf warrior diplomacy)를 펼침. 원문 보기

2. 대중국 무역에서 새 전선을 여는 바이든 / Biden opens sneaky new
front in trade war against China <Foreign Policy | June 22>

TV 및 스마트폰 부품 유기발광다이오드(OLED)칩을 생산하는 한국의 매그나칩(MagnaChip)은
지난 3월 중국계 사모펀드 와이즈로드캐피털(Wise Road Capital)에 14억 달러에 인수됨. 이에
대해 美증권거래소는 외국인투자위원회(CFIUS)의 승인이 날때까지 지분 매각 진행을
중단하라는 명령을 내림. 미국에 부품을 공급하지 않고 군사적 영향도 없는, 연매출
5억달러에 불과한 한국의 중소기업에 대한 매각중지 명령은 바이든 대통령이 경제 관계에서
중국을 어떻게 대하는지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건임. 원문 보기

3. 대한민국의 인구와 미래 / Demographics and the Future of South
Korea < Carnegie Endowment for International Peace | June 27>

인구변화에 대한 한국의 포괄적인 대응 능력은 사회 안전, 국가 이미지, 국방력과 통일
이후 전망에도 영향을 미칠 것임. 병력 부족 대책으로는 강한 방어태세 유지와 근본적,
초당적(bipartisan) 협력으로 인한 개혁임. 또한 경제학 접근으로는 한국의 첨단기술 산업
강화는 노동력 감소와 생산성 감소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음. ‘한강의 기적’을 기획했던
것처럼 이제 한국은 지속가능한 성장, 공평한 번영, 사회 정의를 극대화 할 수 있는
새로운 정책설계에 초점을 둬야 함. 원문 보기

4. 떠오르는 바이든 교리와 차이나드림의 미래 / Emerging Biden doctrine
and future of China dream <Yun Byung-se, The Korea Times | June 27>

바이든 대통령은 3월 첫 연설에서 “중국은 세계 선도, 부유 및 강국이 되기를 원하나
이는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표함. 또 본래 당파적인 미의회는 올해 281
페이지 분량의 대중전략법을 채택하며 바이든의 대중국 강경라인에 힘을 모음.
대외적으로도 미국은 쿼드(Quad), G7,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미-일 및 한-미
정상회담을 매개로 중국 견제를 위한 다자외교를 본격화하고 있음. 원문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