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4호 (No. 154)

March 13, 2020

KORUS Weekly Review
코러스 위클리 리뷰
I.

언론보도 Press
1. 김정은, 코로나바이러스 관련 애도 서한을 한국에 보내
Kim Jong Un sends condolence letter to South Korea over
coronavirus outbreak
Fox News | David Aaro | Mar. 5

북한지도자

김정은이

코로나바이러스

사태

관련

애도

서한을

문재인

한국대통령께 보냈다고 3월5일 한 관계자가 전함. 4일 문 대통령에게 전달된 이
서한에 김은 한국이 치명적인 코로나바이러스를 극복하기 바란다고 적음. 문은
서한에 대해 감사를 표하는 회신을 김에게 보냄.
https://www.foxnews.com/world/kim-jong-un-condolence-letter-south-korean-presidentcoronavirus-outbreak

2. 북한, “중대한” 행동을 하겠다고 위협한 후 무기를 발사해
North Korea fires weapons after threatening 'momentous'
action
The Washington Times | Hyung-Jin Kim | Mar. 8
북한이 동해안에서 정체불명의 발사체 3발을 발사했다고 군 당국이 발표함.
한국과 일부 유럽국가들은 북한의 2차 훈련에 대해, 유엔안보리 결의 위반으로
탄도미사일 발사와 관련된

것이라고

보고 항의함. 유엔안보리는 3일 북한의

3월1일자 발사에 관해 논의했으나 아무런 성명도 발표하지 않았음.
https://www.washingtontimes.com/news/2020/mar/8/south-koreas-military-north-firesunidentified-pro/

3. 미군, 코로나바이러스 우려가 증대하는 가운데 장병의 한국 및
이탈리아 여행을 보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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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 Army suspends soldier travel to and from South Korea
and Italy amid mounting coronavirus concern
CNN | Barbara Starr and Paul LeBlanc | Mar. 8
미국 육군은 코로나 위험 3단계로 지정된 한국 및 이탈리아로 향하는 군인의
여행을 보류함. 지난달 주한미군기지 요원이 최초로 코로나바이러스 양성 반응을
보였음. 이번 명령은 한국 및 이탈리아 등 다음 근무지로 가야 하는 군인 및
가족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됨. 육군은 “병력의 건강 보호가 군대의 최우선적
목표다.”고 말함.
https://edition.cnn.com/2020/03/08/politics/us-army-coronavirus-south-korea-italy/index.html

4. 방탄차, 로봇 및 석탄: 북한은 제재 회피로 미국에 대항해
Armored Cars, Robots and Coal: North Korea Defies U.S. by
Evading Sanctions
The New York Times | Edward Wong et al | Mar. 9
북한은 유엔의 대북 경제봉쇄정책을 피해 석탄, 모래, 석유 등을 수출하고 고급
방탄 벤츠, 주류, 로봇 등 사치품을 수입하고 있음. 유엔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은
밀매와 밀수로 현재 수십억 원에 육박하는 돈을 벌고 있는 것으로 파악됨. 미국
국가안보보좌관은 대북제재를 강화하고 밀항을 금지할 것을 중국에게 요구함.
https://www.nytimes.com/2020/03/09/world/asia/north-korea-sanctions.html

5. 북한, 코로나바이러스 사태 와중에 외국 외교관들을 내보내
North Korea flies out foreign diplomats in midst of
coronavirus fight
Fox News | Associated Press | Mar. 9
북한에서 12명 정도로 추정되는 외교관 및 외국인을 태운 비행기가 러시아
극동지역으로 향함. 북한이 1명의 코로나바이러스 확진자를 공식적으로 확인했지만,
북한언론은 엄격한 예방대책으로 인해 수천 명이 격리되어 있다고 보도함.
https://www.foxnews.com/world/north-korea-flies-out-foreign-diplomats-in-midst-ofcoronavirus-fight

6. 북한, 발사체를 바다로 쏘고; 미국 및 중국, 대화로 복귀를 촉
구해

North Korea

fires projectiles into sea; U.S., China urge return to talks
Reuters | Hyonhee Shin, Sangmi Cha | Mar.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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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은 지난 9일 군사훈련의 일환으로 다수의 발사체를 해상으로 발포함. 미국 국
무부대변인은 “우리는 유엔안보리 의무를 준수하기 위해 도발을 회피하라고 북한에
게 계속 요청하고 있고 완전한 비핵화를 이루기 위한 북한의 책임을 다하기 위해
일관되고 실질적인 협상으로 복귀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고 전함. 미국관계자는 적
어도 4발이 발포되었다고 말함.
중국외교부는 이 상황을 “복잡하고 예민하다.”고 표현하면서, 대화를 통해 유연성
을 보일 것을 요구함. “우리는 또한 대화를 지속하기 위해 이 사태를 진정시키고 비
핵화와 한반도의 지속적 평화를 실현하기 위한 긍정적 노력을 할 것을 당사자들에
게 요청하고 있다.”고 겅솽(Geng Shuang) 대변인이 전함.
https://www.reuters.com/article/us-northkorea-missiles/north-korea-fires-projectiles-into-seau-s-china-urge-return-to-talks

7. 트럼프, 유럽으로부터의 입국을 30일간 제한하고 있다고 말해
Trump Says He’s Restricting Travel From Europe for 30 Days
Bloomberg | Justin Sink, Jennifer Jacobs, Saleha Mohsin | Mar. 12
트럼프대통령은

영국을

제외한

유럽국가로부터의

미국입국을

향후

30일간

제한한다고 발표함. 이는 미국행정부의 코로나바이러스사태 관련 행보 중 가장
광범위한 조치임. 영국을 제외한 이 조치는 13일 자정부터 유효할 것임. 그는
코로나19를 “외래 바이러스”라 칭함.
미국에는 현재 약1,100명의 확진자가 있음. 지난 11일(수) S&P500 지수가 2월
최고치 대비 19% 하락했으며 전체 산업의 주가지수는 최소한 3.9% 하락했음. 이에
대해 트럼프는 “이것이 금융위기는 아니다.”라면서, “단지 국가로서, 전세계로서
일시적 순간이다.”고 말함.
한편, 세계보건기구(WHO)는 코로나19를 세계적 유행병으로 선언하고 방지대책을
내세울 것을 각국 정부에게 요구함.
트럼프는 중국과 여타국가들에 대해 일찍이 여행을 제한했던 조치가 미국에서
코로나19의 확산을 지연시켰다고 주장함. 그는 미국행정부가 현재 “중국과 한국의
상황을 지켜보는 중”이라면서, 상황이 좋아진다면 “여행의 금지나 제한에 대한
재평가가 가능할 것”이라고 말함.
https://www.bloomberg.com/news/articles/2020-03-12/trump-says-he-s-suspending-alltravel-from-europe-for-30-days

II.

연구기관 간행물 Think Tank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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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한국의 핵무장을 막는 법
How to keep South Korea from going nuclear
Bulletin of the Atomic Scientists | Duyeon Kim | Mar. 9
최근 미래 핵 선택지에 관한 한국내 공청회가 일반적인 핵 찬성을 넘어 더욱 확
대됨. 북한의 핵무기 보유 능력 위협이 상당히 증가하였고 한국의 대미 안보의존도
에 관한 더 많은 의문이 제기되고 있음. 핵무기에 대한 한국내 반대는 여전히 강렬
하지만 한국의 핵 절제를 당연시 여겨서는 안됨. 미국행정부는 북한을 외교 우선순
위의 최상으로 유지하면서 한국방위에 항상 참여할 것임을 보장함으로써, 한국이 핵
무기사용 단계로 나아가는 것을 막을 수 있음.
https://thebulletin.org/2020/03/how-to-keep-south-korea-from-going-nuclear/

2. 미국과 한국은 진정한 비용분담협상의 준비가 되어있지 않아
The United States and South Korea Are Unprepared for Real
Burden-Sharing Negotiations
Council on Foreign Relations | Hwang Joonkook | Mar. 10
한국과

미국은

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SMA)에

진전을

거의

보이지

못하고

실질적인 협상 준비가 되어있지 않는 것으로 보임. 양국의 기본적 입장이 판이함.
미국은 기존 SMA를 넘어 한국의 군사적 방어에 사용될 비용 전체를 반영하는
내용을 원함. 이는 주한미군의 교통, 훈련, 장비를 포함한 모든 비용을 말함. 반면에
한국은 SMA의 틀을 유지하고자 함. SMA는 주한미군에 소속된 한국인직원의
인건비, 물류비용, 건축물에 대한 비용, 이 세가지만 포함함. 한국의 태도가
국내에서는 무탈하게 지나갔지만 실질적 협상을 위한 것은 거의 없었음. 한국의
태도에 대한 미국의 혼란스러운 입장도 동등하게 문제가 됨.
미국은 “새로운” 요구를 더욱 확실히 주장하여 한국으로부터 “새로운 정치적
결정”을 끌어내야 할 필요가 있음. 아울러 미국은 “총액기준(종종 소요 기반의
반대로 쓰임)”인 SMA가 국회 비준절차에서 투명성이 없다는 비판을 받아온 사실과
급진 좌파를 활용하여 한국내 반미감정을 유발하였음을 인지하고 있어야 함. 미국이
기존 SMA항목 이외에 “새로운” 항목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세부적인 소요비용을
제출하지 않았던 과거와 같은 총액 기반의 협상을 하지 말아야 함. 미국정부는 소요
기반 협상으로의 전환을 더 합리적이고 유연하게 고려해야 함.
한국은

기존

SMA틀

밖의

새로운

항목의

등장에

대해

좀더

탄력적이고

타협적으로 나와야 함. 미국과 한국의 첫 SMA협상 이후 30년동안 모든 것이
바뀌었음. 한국의 핵심은 만약 새로운 항목이 한국의 국방과 적절히 연관되어
있다면 합리적인 비용분담을 받아들이고 싶다는 것이 되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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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이해당사국 모두 협상이 동맹국 간이지 경쟁국 간이 아님을 기억해야 함. 이와
같은 맥락에서 두가지가 기피돼야 함. 하나는 위기 정책이고 또다른 하나는 제로섬
사고방식 임. 한국정부는 동맹국 간에 위기 정책을 사용하는 것이 위험할 수 있음을
염두에 둬야 함. 미국정부는 돈과 관련된 협상에서 더욱 현명해야 하고 제로섬
사고방식을 적용하지 말아야 함.
미국의 과도한 요구는 반미감정을 심화시키고 친북, 친중 감정을 일으킴. 이는
강력한 한미관계를 유지하려는 한국의 보수파에게 악몽같은 시나리오임. 한국에서
미국의 이미지와 명성은 한반도를 둘러싼 미국과 중국의 경쟁구도에서 아주 중요함.
미-중 경쟁은 미-러 대립과 약간 다름. 미국은 자국의 명성을 더욱 능숙하게
운영해야 함. 2020년은 한미관계에 중요한 해가 될 것임.
https://www.cfr.org/blog/united-states-and-south-korea-are-unprepared-real-burden-sharingnegotiations

3. 한미 군사비용분담을 지속가능하게 하기 위한 두가지 과제
Two tasks for making US-ROK troop burden sharing
sustainable
Pacific Forum CSIS | Kathleen Stephens and Thomas Byrne | Mar. 11
군사비용분담에 관한 협상에서 미국의 요구가 과거에 비해 굉장히 커졌기 때문에
협상이 팽팽함. 또한 한국이 총선거를 앞두고 있다는 사실 때문에 협상이 더
복잡해지기도 함. 미국의 입장은 공동방어비용이 미국의 납세자들에게 불균형하게
부담 지어질 수 없다는 것임. 하지만 비용의 증가가 한국국민을 설득하는 합당한
정치적 필요성 없이 한국측 분담금의 현저한 증가는 동맹관계에 위협이 될 수 있음.
트럼프행정부가 이 비용분담의 개정을 원한다면 두가지 문제에 직면함. 하나는
한국의 민심과 국회 모두를 잡는 일임. 이를 위해서는 미국의 요구가 필요함을
투명하게

표시해야

함.

다른

하나는

전략임.

트럼프행정부는

한미

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SMA)이 다시 다년의 협정이 되도록 하는 것과 개정 과정을
매년 지속하지 않는 데 동의해야 함. 이것이 혼란을 최소화할 것임.
지금은

미국과

한국이 양국

모두에게

부합하는

협상을

할

시기임. 70년의

동반자관계가 가꿔온 헤아릴 수 없이 많은 혜택을 잃을 수 있는 회계상의
교착상태로 인해 온전한 동맹이 손상되어서는 안됨.
https://mailchi.mp/pacforum/pacnet-11-two-tasks-for-making-us-rok-troop-burden-sharingsustainable

4. 우방을 잃고 동맹을 압박하는 법
How to Lose Friends and Strain Allian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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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reign Affairs | Michael H. Fuchs | Mar. 12
트럼프대통령은 2018년 무역전쟁을 선언한 후 중국에게 더 큰 어려움을 불러오는
데 참여할 동맹국들을 모으려고 노력함. 현재까지 몇 안되는 국가들만 트럼프를
따르려고 함. 트럼프의 외교정책은 일관성이 없거나 동맹국에 대한 그의 태도가
서투를 수 있음. 하지만 중국에 대항하여 협력국들을 동원하는 데 있을 어려움은 현
행정부를 앞질러 나감. 장애물들은 선거 이전에도 분명했고 미국이 중국으로 인해
생긴 구체적 문제들을 주장하는 등 더욱 적절한 정책을 적용하고 이런 노력을 위해
동맹국들을 설득할 방법을 찾을 때까지 남아있을 것임.
중국이 내세운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의 경우 미국이 실수를 범했음. AIIB는
서양국가들이 구축한 세계은행(WB)이나 아시아개발은행(ADB)과 같은 기관들의 힘을
약화시키기 위해 중국이 출범시킨 은행 임. 결과적으로 당시 오바마행정부는
동맹국들을

설득하여

가입을

막으려

했으나

실패했음.

많은

아시아국가들이

인프라구축을 위한 투자금을 필요로 했으며, 미국과 그의 부자 동맹국들은 AIIB의
실질적인 대체재를 내놓지 못했음. 그대신 AIIB를 반대하던 동맹국들이 미국 대신
중국을 선택하는 입장에 놓이게 되었고 이는 미국이 중국에게 비이성적으로
공격적인 자세를 취한 것으로 보이도록 했음. 한국, 호주, 캐나다, 영국을 포함한
미국의 동맹국들이 이 은행에 가입했음.
https://www.foreignaffairs.com/articles/china/2020-03-12/how-lose-friends-and-strainallian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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