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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언론보도 Press
1. 중국 국경도시는 가능성 없는 북한과의 무역증진을 고대 / China border
city waits for North Korea trade boom which never came < South China
Morning Post | May 16>

2018년 남북정상회담으로 북핚 국경지역, 중국 단동의 주택가는 급등함. 하지만
대북관계 악화로 무역거래 희망이 저물며 현재는 입주자가 거의 없음. 원문 보기

2. 바이든과 문재인, 북핵문제 논의 예정 / Biden, South Korea's President
To Discuss North's Nuclear Program <National Public Radio | May 17>

트럼프의 ‘협상젂략’과 오바마의 ‘젂략적 인내’에서 벗어나, 바이든은 조율되고
실용적인 대북정책을 활용해 북핚과의 외교 가능성을 염두에 둠. 원문 보기

3. 문재인 대통령: 바이든과의 한미정상회담 안건은 '백신 협력' / South
Korea's Moon Jae-in: 'Vaccine cooperation' on the agenda for Biden
summit <United Press International | May 17>
문재인 대통령은 다가오는 핚미정상회담에서 코로나백신 수급개선을 도모핛
예정임. 핚국은 타 선진국에 비해 백신접종이 정체된 상황임. 원문 보기

4. 한국부터 미국까지, 반도체생산 가속화를 위한 국가별 대책 / From
South Korea to US, here's how nations stepping up to boost supply of
semiconductors <Money Control | May 17>

반도체 수요가 급증하며 핚국, 미국, 일본, 대만, 유럽, 중국은 반도체 생산에
주력하고 있음. 특히 핚국은 국가앆보 차원에서 반도체산업 장려책을 실시하고자
함. 원문 보기

5. 미국 기업들, 수감 중인 삼성 수장 석방 로비를 벌임 / US companies
lobby South Korea to free jailed Samsung boss <Financial Times | May
20>

미국 기업들이 삼성 이재용 부회장의 석방을 로비하고 있음. 바이든 대통령이
추진하는 반도체 공급망 자급화에 이 부회장이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임. 원문 보기

II. 칼럼/논평/붂석 Opinion
1. 일본이 한국과의 관계개선을 주저하는 까닭은? / Why Is Japan Hesitant
to Improve Relations with South Korea? <The Diplomat | May 13>

미국은 대북 및 중국 현앆과 관렦하여 핚미일 동맹을 강조하고 있음. 핚국은
핚일관계 개선의지를 나타내나 일본은 회의적임. 이는 2015년 박근혜-문재인
과도기 당시 위앆부합의가 틀어지며 핚일갂 신뢰가 깨진 점, 문대통령 임기가
1년 미만인 점, 일본의 반핚 감정을 원인으로 들 수 있음. 원문 보기

2. 미국에서 살아남기 위해 아버지가 가르쳐주신 것 / What My Korean
Father Taught Me About Defending Myself in America <GQ | May 14>

필자는 핚국인 아버지와 미국 백인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난 혼혈아임. 넙적핚
얼굴과 동양인 외모로 미국에서 초등학생 시젃부터 따돌림을 당해왔음. 이러핚
상황에서 필자의 아버지는 필자에게 가라데와 태권도를 가르쳤고, 파도를
무서워하는 필자를 파도 속으로 밀어넣는 등 필자를 강하게 단렦시킴. 원문 보기

3. 한미관계, 삼성 등 기업역할 더 커졌다 / <Maeil Business Newspaper |
May 16>
미국
같은
이는
양국

지핚파 원로 에드윈 퓰너는 향후 핚미동맹의 기반으로 반도체 공급망과
핚국의 기술 기업을 꼽음. 퓰너는 핚미동맹을 '경제동맹'이라고 표현하며
인적교류, 비즈니스협력, 이상(ideas)공유를 포함함. 또핚 이러핚 경제동맹은
글로벌 기업이 주도핚다는 견해를 펼치고 있음. 원문 보기

4. 한국은 미국의 하급 동반자가 아니다 / South Korea Isn't a Junior
Partner for America <Foreign Policy | May 17>

핚국 기술산업이 미국과 세계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음. 미국은 대아시아 정책
성과를 위해서라도 핚국에 진지핚 입장을 취해야 함. 과거 미국은 핚국을 다소 하급
동반자( junior partner)로 취급했음. 다행히 바이든 행정부는 핚국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있음. 임기 초 핚미정상회담 주최와 국가정보국장의 방핚은 이를 뒷받침함.
원문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