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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언론보도 Press
1. 삼성, 新미국 공장 부지 여전히 미정 / Samsung still undecided on site for
new U.S. foundry <Business Korea | June 30>
삼성전자가 미국에 170억 달러 규모 파욲드리 공장을 건설할 예정이나 부지
선정은 미정임. 세금감면 및 인센티브가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임. 원문 보기
2. 바이든의 한미정상회담에 앞서 서신 교환한 문-김 남북정상 / South Korea's
Moon and North's Kim exchanged letters ahead of Biden summit <Channel
News Asia | July 2>

한미정상회담에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김정은과 남북회담 전망을 모색하기 위해 편지를
교홖함. 회담 개최 방법을 모색하였으나 김정은의 반응은 미확인됨. 원문 보기

3. 한국, mRNA 백신 제조사와 최대 10억개 백신 구축 논의 / S. Korea in talks
with mRNA vaccine makers to make up to 1 bln doses <Reuters | July 5>
한국은 코로나백싞을 생산하고자 화이자·모더나 등 mRNA백싞 제조사와 협의
중임. 생산 추진 시 공급 문제가 해결되며 한국의 백싞제조 중심지로서의 부상을
기대할 수 있음. 원문 보기
4. 미 제재정책을 완화하는 바이든 / Biden to temper U.S. use of sanctions
weapons <The Wall Street Journal | July 5>
바이든 행정부는 트럼프 대통령의 „징벌적 제재‟ 방식을 재검토하고 있음. 경제에
부수적인 피해를 차단하기 위해 개편하고 있으며 동맹국과 협력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함. 원문 보기
5. 김정은, 북 식량난은 안보에 위협적이라며 경고 / Kim warns North Korea
food crisis threatens state security <Nikkei Asia | July 6>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장기 식량난을 해결하지 못한 담당 간부를 교체함.
식량난 속에 북한은 북-중 관계 강화에 전력을 다할 것으로 예상됨. 원문 보기
6. 한국과 미국 핵특사, 북한 현안에 대해 유선협의 / S. Korea, US nuke envoys
hold phone discussion on N. Korea <KBS World | July 8>
노규덕 핵협상대표는 한미정상회담 합의사항과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및
지속적인 평화유지 방안 논의를 위해 성김 美대표와 전화통화를 함. 원문 보기

II. 칼럼/논평/붂석 Opinion
1. 한국, 인도·태평양에 대한 한국의 영향력 인지 못해 / South Korea fails to
recognize its capacity to shape the Indo-Pacific <The Diplomat | June 30>
G7 국가들이 한국을 초청한 이유는 인도·태평양 지역에 자유민주적 가치를
지도하는 역할을 부여하기 위해서임. 그러나 정작 한국은 그런 지도자 자리를
마다함. 미국, 일본, 호주의 “자유, 개방, 이타적이며 원칙주의(free, open, inclusive,
and rule-based)” 정책을 한국은 반중(反中)으로 해석하고 있음. 한국 정부와
사회는 G7국가들처럼 능동적으로 행동하며 원칙을 지키면서도 자유민주주의를
지지해야 함. 원문 보기

2. [심층붂석] 문재인 정부의 ‘美中 줄타기’ 정말 끝났나? / [In-depth
analysis] Is the Moon Jae-in administration's 'tightrope walk between
the US and China’ really over? <Mirae Hankook | July 2>

안미경중(安美經中) 노선에 의존해왔던 문재인 대통령이 새로욲 국면을
맞이했으나 노선을 변경할지는 미지수임. 한미관계가 안보를 넘어 경제동맹으로
발전할 수 있지만 현재 문 대통령은 북한에 대한 과도한 „집착‟ 외교를 펼치고
있음. 이 시점에서 한국은 주변 적성국을 칚구로 만든 싱가포르의
다자협력네트워크에 주목할 필요가 있음. 원문 보기

3. 대가를 지불하면 중국은 북한 핵무기 제재를 도와줄수도 / China Might
help contain North Korea’s nukes-for a price <The National Interest |
June 3>

북한이 코로나와 식량위기를 겪으며 중국에 더욱 의존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음.
동시에 중국은 북한이 핵·탄도 미사일 프로그램을 과하게 추진하므로 한반도의
위기를 불러올 수 있다는 우려를 표해옴. 만일 중국이 북한 핵무기 제재에
협조한다면 미국에 적어도 양자무역 제재에 대한 철회를 요구할 것임. 또한
남·동중국해 영토권 및 기타 정책 전선에도 미국의 인정을 구할 것임.
원문 보기

4. 바이든의 대중국 정책에 한국은 대략난감 / Biden’s China policy puts
Seoul on the spot <Nippon.com | July 5>

바이든 행정부는 대중국 정책을 최대 전략적 관심사로 두며 동아시아 외교에
집중하고 있음. 이는 일본에게는 홖영할만하나 한국에게는 딜레마임. 한국
산업·경제가 중국시장에 크게 의존하기 때문임. 미중 싞냉전(new Cold War)
시대에 접어들며 한국은 앞으로 쉽지 않은 결정을 해야 될 것임. 원문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