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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 사진

문재인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021년 5월 
21일 미국 워싱턴DC 백악관에서 한미 정상회담을 가
졌다. 한미 양 정상은 정상회담을 통해 북핵을 비롯한 
한반도 현안 공조, 한미 미사일지침 해제, 코로나19 백
신 및 신산업 분야 협력 방안 등을 담은 공동성명을 채
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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