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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北 비핵화 서두르지 않겠다
다음주 2차 정상회담⋯익사이팅할 것
특정한 시간표도 없어 긍정적 효과 기대

그러면서도 나는 긴급한 시간표를 가지

말기를 본다면, 그건 재앙이었다. 대체 어

고 있지 않다(I have no pressing time

찌됐던 것인가. 지금은 그런게 없다. 아주

schedule) 면서 북한에서 핵실험이 없는

다른 느낌이다. (오바마 정부 땐) 항상 위

한 서두르지 않는다. 만일 핵실험이 있다면

험이 있다고 사람들이 느꼈지만, (지금은)

그것은 또 다른 협상이다(As long as

아주 다르게 느끼고 있는 것같다 고 말했
다.

2차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있는 도널드

익사이팅할 것이다. 2차 정상회담이 열린

there s no testing, I m in no rush. If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북한 비핵화를 서두

다 며 (북한 비핵화를) 궁극적으로 보게

there s testing, that s another deal)

르지 않겠다고 말했다.

될 것으로 생각한다 라고 말했다.

고 강조했다.

특정한 시간표도 가지고 있지 않다고 밝

이어 나는 북한이 엄청난 경제 파워를
가지고 있다고 정말로 믿고 있다. 러시아와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과 김 위원장은 핵

그는 많은 사람들은 반대편에서 (북한

중국, 그리고 남한 사이의 있는 북한의 위치

무기 제거와 관련해 마음 속에 매우 긍정적

비핵화가) 매우 빠르게 이뤄지는 것을 보고

는 정말 믿을 수없을 정도(Their location

워싱턴포스트(WP) 등의 보도에 따르

인 것을 갖고 있다고 믿는다 면서 우리는

싶어 하는 것같다 며 다시한번 서두를게

between Russia, China and South

면, 트럼프 대통령은 19일(현지시간) 백악

그것이 무엇인지 곧 알게 될 것 이라고 말

없다 고 말했다.

Korea is unbelievable) 라고 말했다.

관 집무실에서 기자들에게

했다.

혔다.

내주는 매우

트럼프 대통령은

버락 오바마 행정부

뉴시스

美 우주군 창설 행정명령 서명
2020년까지 제6군 편성 박차

英여객기, 제트기류 덕에 초음속 비행
48분 일찍 도착⋯기장 내 평생 최고의 순풍
대기층 상층부의 강력한 제트기류에

48분이나 빨리 런던에 도착했다.

힘입어 미국 로스엔젤레스에서 영국 런

보잉 787-9 기종의 종전 최고 비행속

던으로 비행하는 버진애틀랜틱 소속 보

도 기록은 776마일(1천248Km)이며

잉 787-9 쌍발 제트여객기가 19일(현

평균 운항속도는 561마일(902km),

지시간) 한때 지상 기준 음속을 넘는 시

최대 운항속도는 587마일(944km)로

속 801마일(1천289km) 속도로 비행

이를 넘는 속도는 순풍 때문에 가능하

했다고 미 워싱턴포스트(WP)가 보도

다.

했다.

801마일은 지상에서 음속(767마일,

이 비행기 조종사피터제임스기장은

1천234km)을 넘는 속도다. 그러나 음

설을 지시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고

이날 미 펜실베니아 3만5천피트(1만

속을잴때는 대기 이동속도를 반영하기

CNBC, 월스트리트저널(WSJ) 등 미국 언

668m) 상공을 통과할 때 801마일을

때문에 대기 상층부에서 801마일은 음

론이 1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우주군 창

기록했다면서 여객기조종사를하면서

속을 넘지 않는다. 여객기는 초음속 비

트럼프 대통령은 당초 제6군을 창설하는

이런 순풍은 처음 겪었다 고 트윗했다.

행을 할 수 있도록 설계되지 않는다.

방안을검토했으나의회의우려에우주군의

그 덕에 여객기는 당초 예정시간보다

뉴시스

지위를 미 공군 내 두기로 결정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6월 우주군 창설을 지시하
면서 2020년까지 우주군을 미군의 제 6군

베트남, 북미회담 관광특수 기대감 들썩

으로 편성할 것이라고 밝혔다.
19일 백악관에서 진행된 서명식에서 트
럼프 대통령은 우리의 중대한 이익을 보호

베트남이 2차 북미정상회담에 따른 관광

하기 위해서 미국은 완전한 장비를 장착해

특수 기대감에 들썩이고 있다. 1차 회담의

야 한다 며 우리의 적들은 미국의 우주 안
보를 약화시키기 위해 훈련을 하고 기술을

CNBC, 월스트리트저널(WSJ) 등 미국 언론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우주군 창설을 지시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고 19일(현지시간) 보
뉴시스
도했다.

무대가 된 싱가포르처럼 2차 북미회담 개최
국인 자국도 국가 마케팅 효과를 볼 것이라
는 전망이 나오면서다.

개발하고 있다 고 밝혔다.
이어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거 우주 방어
에 투자하는 것은 군사력을 향상시키고 국

20일 현지 일간 베트남뉴스(VNN)에 따

비핵화 대가⋯주한미군 일부 감축 고려할 수도

르면, 싱가포르는 지난해 자국에서 열린 1

가 이익을 지키는 데 목적이 있다 라고 강

차 북미회담으로 전 세계의 이목이 집중되

美 전문가, 한국 방위비 세계 10번째로 높아 재평가해야

조했다.

면서 관광 특수를 톡톡히 누렸다.
싱가포르관광진흥청에따르면, 1차회담

우주군 창설을 위해서는 미 의회의 승인

이 열린 6월 한달 동안 싱가포르를 찾은 관

이 필요하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 의회에

북한이비핵화조치에동의하는경우상응

21년을 간격으로 네 차례에 걸쳐 감축이 이

2020년 예산안에 관련 예산을 포함할 것을

조치로 주한미군의 일부 감축을 고려해볼

뤄져 현재 2만8천500명이며 마지막 감축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의 중대한 양보 없이

광객은 전년도 같은 기간보다 11.2% 상승

요청할 계획이라고 WSJ은 보도했다.

수 있다고 미국 전문가가 의회전문매체 더

이 있은지 14년이 지났다고 지적했다.

도 감축 또는 전면 철수할 수 있음을 밝혔다

한 150만여 명에 달했다.

우주군 창설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시한

힐에 기고한 글에서 주장했다.

국과 긴밀한 협의 아래 진행됐지만 도널드

그는 미군 감축이 진행되면서 한국군이

고 지적하고, 그렇게 하는 것은 장기적으로

특히 회담 당일인 6월12일을 앞둔 이틀

인다 고 했다. 그러면서 장기적으로도 베
트남을 찾는 관광객이 크게 늘 것 이라고

우주 정책 지시 4호 에 의해 이뤄졌다. 미

국제문제 시카고 위원회 칼 프리도프 연

임무를 떠맡아 한국의 방위비가 세계에서

전략적 실수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미

동안에싱가포르를찾은외국인은취재진만

우주군은 1947년 미 공군이 육군 내 공군

구원은 19일(현지시간) 더힐에 기고한 글

10번째로 많은 420억달러(약47조 8천

동맹을 돌이킬 수 없도록 손상시키고 북한

2천500여명에 달하는 등 전년도 같은 기간

군단에서 독립하면서 창설된 이래 최초의

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의 의미

200억원)에 달한다면서, 미국은 주한미군

을 자극하며 역내 미군의 지위를 훼손하게

보다 7% 가량 증가했다.

예하 군단이 될 전망이다.

없는 양보를 받고 주한미군을 감축하려는

의 역할을 재평가할 때가 됐다고 강조했다.

된다는 것이다.

제안을 할 것이라는 우려가 미국과 한국 전

그는 이어 주한미군은 북한의 남침에 대

트럼프대통령은한국을보호해주는데미

남 수도 하노이에서 열리는 북미 2차 회담

분야를 관리하고 있다. 미군은 육군, 해군,

문가들 사이에 있다 면서 주한미군 감축

한 방위목적에 그치지 않고 미군의 자동개

국이 엄청난 돈을 쓰고 있으며, 한국이 방위

에도 수천 명의 취재진이 몰릴 것이라며, 베

다만 북미회담 이후 북한에서도 더 많은

공군, 해병대, 해안경비대 5군 체제로 구성

은 오래도록 터부시돼 왔지만 북한이 신뢰

입을 보장하는 인계 철선 역할을 하는 것

비를 제대로 부담하지 않으면 주한 미군을

트남도 싱가포르와 꼭 같은 효과를 기대하

관광객과 기업인들이 베트남을 찾을 것 이

돼 있다.

할 만한 비핵화조치에 동의한다면 주한 미

이라면서 더 적은 수의 미군으로 북한을

철수할 수있다는 식으로 여러차례 말한 바

고 있다고 전했다.

라고 전망했다.

군의 일부 감축을 협상 테이블에 올려야 한

억지하고 지역 위기에 대응할 수 있다면

있다.

다 고 주장했다.

주한미군을 감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

현재 미 공군은 우주 사령부를 통해 우주

우주군은 앞으로 미 해병대와 유사한 구
조를 갖게 된다고 CNBC는 전했다. 해병대
는 해군 산하에 있지만 합동참모본부에 별
도의 기구를 두고 있다.

뉴시스

프리도프 연구원은 1954년 한국에 주둔
한 미군이 22만3천명이었으며 13년에서

장했다.
프리도프는 과거에 주한미군 감축은 한

VNN은 오는 27~28일 이틀에 걸쳐 베트

전망했다.
이 업체는 또 이번 회담 기간 중 미국인
관광객 예약이 크게 증가했다고 밝혔다. 그
러나 북한 관광객 현황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한다고 했다.

현지 관광업체인 ANZ투어는 이번 2차

베트남은 회담이 열리는 이틀 동안 하노

북미회담은 전 세계에 베트남의 이미지를

이에 수천 명의 취재진이 몰리는 만큼, 이를

서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이 주둔비 전부를

고양시킬 수 있는 기회 라며 회담 기간 중

이용해 국가 홍보에 나서겠다는 전략도 세

대도록 요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하노이를 찾는 방문객이 크게 늘 것으로 보

웠다.

프리도프는 주한미군 주둔비협상과정에
뉴시스

뉴시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