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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언론보도 Press
1. 북한의 조용한 지도자, 바이든을 위한 놀라움을 계획하고 있나?
Is North Korea's silent leader planning a surprise for Biden?
Nikkei Asia | Hiroshi Minegishi | Dec. 27

북한 최고지도자인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다음달 조 바이든의 제46대 미국대통령
취임식을 앞두고 다음단계 조치를 계획중인 것으로 보임. 그것이 무엇인지 파악하는
데는 시간이 걸리겠지만 그가 한반도를 뒤흔들어 놓을 것이라는 암시가 있음.
북미관계의 전망을 어둡게 할 여러 요인이 존재함. 인권, 미국의 동맹, 국제적 합
의를 위한 점진적 단계 등을 강조하는 바이든은 트럼프와 김정은의 우선순위와 잘
맞지 않음. 코로나19 등 수많은 국내문제에 직면한 바이든에게 북한은 우선순위가
낮을 수 있으나 움직임이 진행 중임.
미국은 북한이 한반도상황을 더 악화시키는 것을 방지하고 본토를 향한 직접적
위협을 감소시키는 것이 목적임. 바이든 행정부는 북한의 단계적 비핵화를 추구할
것인데, 국제사회가 이에 대해 어떻게 반응할지 의문임. 남북한은 이를 환영할 것으
로 보이나 일본과 남한 보수정당은 놀랄 것 같음. 또한 무엇이 북미협상의 재개를
촉진할지도 의문임.
https://asia.nikkei.com/Spotlight/N-Korea-at-crossroads/Is-North-Korea-s-silent-leaderplanning-a-surprise-for-Biden

2. 바이든, 일본과 한국을 함께하도록 하는 힘든 싸움에 직면해
Biden faces uphill battle in bringing Japan and South Korea
together
The Japan Times | Dec. 28
바이든 행정부가 일본과 한국간의 관계개선을 위해 압력을 가중시키려 하고 있음
에도 불구, 2021년의 양국관계는 강제징용 문제로 인해 사상 최저수준일 것으로 예
상됨. 정치분석가들은 2015년 오바마 대통령이 “위안부문제” 해결을 도왔던 것처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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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이 배후중재자 역할을 할 것이라고 함.
트럼프 대통령은 한일간의 유대에 대해 관심이 거의 없었으나, 바이든은 중국의
부상과 같은 세계적 도전과제를 다루기 위해 동맹의 강화에 집중할 것이라고 함. 시
즈오카대학 코하리 스스무 교수는 일본과 한국 간에 가능한 해결책이 있지만 양국
모두 지도자선출을 위한 예비선거를 1년여 앞두고 있기 때문에 약해 보이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즉각적 양보를 할 것 같지 않아 보인다고 말함.
https://www.japantimes.co.jp/news/2020/12/28/national/biden-japan-south-korea/

3. 한때 억만장자 공장이었던 한국 화장품산업, 몰골이 사나워져
Once a billionaire factory, South Korea's beauty industry turns
ugly
The Straits Times | Dec. 28
서경배 아모레퍼시픽 회장은 3년 전 한국에서 두번째 가는 부호였음. 그러나 억만
장자를 만들어낸다는 케이-뷰티 붐의 냉혹한 반전은 오늘날 그가 간신히 10위권에
오르도록 함. 이니스프리, 라네즈, 설화수 등의 브랜드를 보유한 아모레퍼시픽은 코
로나19가 닥치기 전부터 힘겹게 분투해왔으나 역병만연이 초래한 생활양식의 대변
화가 일상생활의 중심에 있었던 화장품에 대한 관심을 여성들로부터 빼앗아 가면서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음. 사회적 거리두기와 원격 재택근무가 화장품에 대한 수요
를 감소시켜 가게 문을 닫도록 하고 있음.
시장조사 연구기관 민텔에 따르면, 한국의 세번째 시장인 미국 화장품 소매점의
판매량이 2020년 7% 이상 추락함. 한국에서 엄청난 돈을 풀던 중국관광객들과 면세
품을 구입하던 보따리장사도 코로나로 인해 여행이 제한되면서 발길이 끊김. 또한
중국고객들이 글로벌 브랜드 및 자국에서 생산되는 화장품에도 관심을 갖기 시작함.
역병만연의 영향으로 화장품산업도 온라인 판매체제로 발빠르게 전환중임. 아모레
퍼시픽도 온라인 판매사업에서 현저한 성장세를 보임. 아모레퍼시픽은 중국에 개설
한 이니스프리 점포의 수를 줄이고 내년에는 디지털판매로써 전체적으로 절반을 만
회할 계획임. 한편, 한국에는 코로나19 면역치료제를 개발하고 있는 제약회사 셀트
리온의 창업자 서정진 회장처럼 떠오르는 신흥부호도 있음.
https://www.straitstimes.com/business/companies-markets/once-a-billionaire-factory-southkoreas-beauty-industry-turns-ugly

4. 한국, 5개 국적컨테이너노선의 지역동맹을 계획해
South Korea Plans Regional Alliance of Five National
Container Lines
The Maritime Executive | Dec.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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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남아항로를 운항중인 5개 국적선사가 한국형 해운동맹인 “케이-얼라이언스”에
참여해 전략적 제휴를 통한 아시아내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함. 해양수산부와 한국해
양진흥공사는 23일 오후 SM상선, HMM, 장금상선, 팬오션, 흥아라인 등 5개 국적정
기선사가 참여하는 한국형 해운동맹을 구성하기 위해 선사간 기본합의서를 체결했
다고 밝힘. 이는 규모의 경제를 통한 시너지효과를 창출하기 위해 국적선사만으로
구성된 해운동맹을 맺는 첫번째 시도임.
케이-얼라이언스는 향후 필요시 아시아내 외국적선사와 전략적 협력관계를 맺고,
“디 얼라이언스” 등 세계적 동맹과의 협력관계도 구축해 아시아시장을 선도하겠다는
목표를 가짐. 또한 케이-얼라이언스로 국제동맹관계를 형성하고 유럽 및 미주지역에
대한 진입로로서 환적업계의 선두가 되기를 기대함.
https://www.maritime-executive.com/article/south-korea-plans-regional-alliance-of-fivenational-container-lines

5. 여전히 범세계적 조선산업을 이끌고 있는 한국
South Korea Still Leading Global Shipbuilding Industry
Hellenic Shipping News | Dec. 29
클락슨 리서치는 12월27일 한국의 조선업체들이 전세계 수주 량 1위를 3년 연속
유지하고 있다고 보고함. 한국기업들의 하반기 급속한 실적개선은 LNG선과 초대형
원유운반선(VLCC)과 같은 고부가가치 선박으로 주도됨. 올해 총63척의 LNG선이 발
주됐고 현대, 삼성 및 대우는 각각 21척, 19척 및 6척을 수주함. 중국과 일본의 기록
은 각기 5척과 0척임. 현대와 대우는 올해 전세계 VLCC 계약 42건 중 27건, 7건을
각각 성사시킴. 반면 중국과 일본은 각기 5건과 0건을 계약함. 컨테이너선도 한국
기업들의 수주성과가 18건으로 중국기업들보다 4배 이상임.
https://www.hellenicshippingnews.com/south-korea-still-leading-global-shipbuilding-industry/

6. 한국의 수출증가, 12월에 가속화한 것으로 나타나: 로이터
여론조사

South Korea

exports growth seen accelerating in December: Reuters poll
Reuters | Joori Roh, Jihoon Lee | Dec. 29
로이터 여론조사는 한국의 수출 회복세가 12월 칩 수요의 증가로 가속화할 것이
라고 함. 경제학자 12인의 중간값 추정에 따르면, 12월 수출이 작년대비 5.6% 상승
했고 이는 11월의 4.1% 증가보다도 양호한 최고속도의 성장임. 전규연 하나금융투
자 연구원은 “반도체 주도 수출회복이 계속될 것”이라며 “백신공급으로 인해 전세계
경제와 무역량이 정상으로 복귀하면서 이런 수출상승세가 2021년 2/4분기까지 지속
될 것”이라고 함. 12월 수입은 코로나19의 3차 대유행으로 2.6% 감소할 것으로 전망
3

됐으나 수출은 곧 원상으로 회복할 것임. 반면 경제학자들은 11월 산업생산량의 전
월대비 0.8% 증가와 12월 소비자가격의 전년대비 0.6% 상승을 예측했음.
https://uk.reuters.com/article/uk-southkorea-economy-trade-poll/south-korea-exportsgrowth-seen-accelerating-in-december-reuters-poll-idUKKBN29301X

II.

연구기관 간행물 Think Tanks
1. 새 행정부: 서울 및 미국의 동맹을 위한 기회

A New

Administration: An Opportunity for Seoul and the US Alliance
Pacific Forum CSIS | Chung Min Lee | Dec. 24
차기 바이든 행정부가 미국의 대북정책을 어떻게 재설정할 지에 관해 상당한
관심이 쏠렸지만, 한국도 코로나 19 이후 세계에 대한 외교정책 패러다임 재편의
기회로 봐야 함. 한국은 북핵위협의 심각성에도 불구, 지정학적, 지리적 및 초국가적
도전에 직면함. 게다가 한국은 국가안보에 관한 합의를 불가능하게 하는 좌우
정치분열을 이어가야 함. 이는 한국의 지역적 및 세계적 영향력을 약화시키기
때문임.
한국은 미·중관계가 격화하면서 위험지역에서 영원한 약자라는 개념을 계속
강조하기보다 점증하는 정치, 군사, 경제, 문화 및 기술의 자산을 "힘의 승수"로
활용하는 새로운 외교정책을 구축해야 함. 트럼프의 퇴진은 한국의 좌우 양당간
갈등을 해소할 뿐만 아니라 한국이 미국을 비롯한 주요국들에 대한 외교력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외교정책을 재정비할 수 있는 기회도 제공함. 이와 같은
변화는 용기와 창의력을 필요로 하며, 북한과의 돌파구를 마련하는 데 거의 모든
외교적 칩을 투입하는 현재와는 다른 사고방식을 요구함.
바이든 당선인은 한국의 문재인 대통령과 의견을 교환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갖게 될 것임. 과거 한국의 보수정부는 한미동맹의 중추적 중요성을 분명히
강조했음. 한국도 미국의 여타 동맹국들 및 동반들과 마찬가지로 미국의 대중국
접근방식 변화를 이해하고 있음. 한국인들은 중국이 수정주의 국가이며 이에
반항하는 이들을 신속히 처벌할 것이라는 점을 알고 있음. 또한 한국인들은 중국이
피할 수 없는 현실임도 앎.
문 대통령은 바이든 당선인과 대북회담 및 북미관계 정상화에 집중하기를 바라고
있음. 이것은 이해할 수 있지만 북한과의 돌파구 마련에 너무 많은 중점을 둘 경우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임. 한국의 주요과제는 지역적(및 세계적) 역할, 국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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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적 현대화 및 개선 전략, 미국과의 현대화된 동맹이라는 세가지 축으로
국가안보에 관한 합의를 재구축하는 것임.
한국은 강대국간 경쟁으로부터의 낙진을 피할 수 없지만 한반도 밖에서 전략적
기회를 창출하는 정책을 강조해야 함. 특히 중요한 것은 동맹에 대한 새로운
사고임. 이는 한국의 정치적 범위 전반에 대한 재평가를 요구함. 이 과정에서 한
가지 중요한 요소는 일본과의 새로운 관계임.
한미양국은 바이든 행정부와 문 대통령 휘하에서 코로나 19 이후의 세계를 위한
동맹을 재설정할 기회를 잡아야 함. 북한의 비핵화 보장을 위해 협력하는 동안에도
양국 모두 이를 통해서 상당한 이익을 얻을 것임.
https://pacforum.org/publication/pacnet-72-a-new-administration-an-opportunity-for-seouland-the-us-alliance

2. 중국이 원하는 세계 The World China Wants
Foreign Affairs | Rana Mitter | Jan/Feb 2021
중국은 세계를 재구성하려는 데 많은 도전과제와 마주할 것임. 오늘날 중국의 힘
은 변화무쌍하고 역동적임. 이는 권위주의, 소비지상주의, 세계적 야망 및 기술의 결
합으로 형성되었고 ACGT 모델이라 불림. 중국의 현 위치와 미래 전망은 이 네가지
목표를 함께 고려해야 이해가 가능하고 매우 중요함.
중국지도자들은 국내 뿐만 아니라 전세계를 통치하고자 함.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은 경제적, 군사적 및 기술적 힘의 결합으로 전세계에 진정한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국제적 야망을 갖고 있음.
중국의 다양한 힘은 모든 의사결정에 큰 압력을 가하는 역사적 구조로부터 나옴.
중국은 현재 스스로를 연합군 승리 및 1945년 이후 시대질서의 중심에 위치하도록
함. 시 주석 집권하의 중국은 현재 유엔의 제2위 주주이며 유엔평화유지활동에 대한
인력파견 상위 10개국에 듦.
잠재적 이익이 무엇이든지 중국의 권위주의는 세계의 마음을 쉽게 얻지 못할 것
임. 일대일로 사업이 전개되면서 중국의 경제적 및 정치적 영향력에 대한 우려도 커
짐. 중국의 경제와 정치적 관심 범위의 성장은 중국 안보의 전세계적 확장을 요구
함.
중국이 상대국들의 신경을 계속 건드린다면 부분적 패권의 성취는 어려울 것임.
또한 중국은 국내정치에 대한 외부의 비판에도 직면함. 세계경제의 합류는 중국이
국내 권위주의에 대한 정밀조사에 취약해지도록 함. 하지만 중국은 스스로 재창조하
는 최근세 역사를 끌어올 수 있음. 권위주의 평판에도 불구, 내부토론은 중국의 부
흥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함. 중국은 소수민족에 대한 설득방안을 모색해야 함.
중국의 최대 방해물은 미국 및 여타 적대국들의 반감이 아니라 스스로의 권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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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로부터의 전환임. 아시아에서 중국 지위의 향상은 그 지역의 민주주의에 권위주의
경향을 강화할 것임. 정치적으로 훨씬 더 자유 민주적인 한국은 중국과 근접하기 때
문에 미국이 동아시아로부터 후퇴할 경우 핀란드화 냉전형태에 취약하게 될 것임.
중국의 정치적 구조는 향후 수십년간 크게 변화할 것이고 사회의 개방적 및 폐쇄
적 요소들 사이에 분기를 드러낼 것임. 중국은 세계적 지도력에서 양보, 관대 및 비
판을 기꺼이 즐기는 마음이 필요함을 이해해야 함. 세계무대에서 중국부상에 대한
주요 장애물은 미국의 적개심이나 내부의 적이 아니라 중국공산당 핵심주체의 권위
주의임.
https://www.foreignaffairs.com/articles/china/2020-12-08/world-china-wants

3. 윌슨 시대의 종말 The End of the Wilsonian Era
Foreign Affairs | Walter Russell Mead | Jan/Feb 2021
윌슨의 개인적 견해 및 국내정책에 문제가 많더라도 그는 정치인이자 사상가로서
현대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사람 중 1인으로 간주되어야 함. 윌슨의 기여는 그의 생
각들을 국제기구에 기초한 규칙기반 질서를 위한 구체적 프로그램으로 합성하는 것
이었음.
오늘날 세계정치에서 가장 중요한 사실은 이 숭고한 노력이 실패했다는 점임. 세
계사의 다음 단계는 윌슨의 선에 따라 펼쳐지지 않을 것임. 윌슨주의는 많은 것들
가운데 규칙에 기반을 둔 세계질서의 한 갈래일 뿐임.
유럽을 벗어나면 윌슨주의에 의한 질서의 전망은 어두우나, 이 종말의 배경은 많
은 사람들이 추측하는 것과는 다름. 외교문제에 대한 윌슨식 접근법을 비판하는 사
람들은 종종 그들이 이상주의로 보는 것을 비난함.
오늘날 그런 바램이 힘을 얻고 있음. 쇠퇴하고 있는 윌슨 프로젝트를 다시 활성화
시키기를 원하는 사람은 많은 장애물과 싸워야 함. 가장 분명한 것은 이념에 힘입은
지정학의 귀환임. 현재 신기술이 전체산업을 교란하고 소셜미디어가 뉴스미디어 및
선거운동을 방해함에 따라, 많은 나라에서 정치는 더욱 격동하고 양극화하고 있음.
정보혁명은 규칙에 기반을 둔 국제기구들의 대처를 어렵게 만드는 등 국제적 생활
을 다른 방법으로 불안정하게 함.
윌슨의 질서탐색 뒤에 숨겨진 중요한 가정 중 하나는 국가들이 발전함에 따라 그
들은 선진국과 더 유사해지고 결국 북미와 서유럽을 형성하는 자유주의적 자본주의
모델에 수렴할 것이라는 믿음임. 윌슨 프로젝트 성공에는 고도의 융합이 필요함.
그러나 유럽의 경험은 세계적인 표준이 아니었음. 진정한 국제적 동류가 없는 단
일 합법국가의 생각은 상호인식에 바탕을 둔 다국가체제의 개념이 유럽의 그것 만
큼이나 중국의 정치문화에 깊이 뿌리 박혀 있음. 중국, 일본 및 한국 사이에 충돌이
있었으나 19세기 후반까지는 국가간 충돌이 드물었음. 전세계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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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결되어야 할 현대사의 문제는 강대국 갈등의 재발이 아니라 유럽 강대국들을 어
떻게 몰아내느냐는 것이었음.
최근 서구 전역에서 인기영합주의 운동이 부상하면서 윌슨 프로젝트의 또 다른
위험성을 드러냄. 한편 국제질서는 점점 더 서로 갈림길에 서 있는 국가들에 의해
형성될 것임. 이것은 세계적 기구들이 과거에 가졌던 것보다 훨씬 더 넓은 범위의
견해와 가치를 수용해야 함을 의미함.
바이든 행정부가 미국의 대외정책을 트럼프시대의 민족주의에서 벗어났더라도 국
내외 정치여건이 달라졌다는 점에서 윌슨 식 접근법과 다른 학파들의 생각 사이에
균형을 재조정할 필요가 있을 것임. 바이든 행정부는 과거 대통령들이 윌슨주의자들
의 지지를 얻기 위해 사용했던 다른 기술들도 이용이 가능함. 현재 미국과 전세계가
일종의 윌슨식 불황에 빠져 있음. 그러나 정치에서 어떤 것도 영원히 지속되지 않으
며 희망은 죽이기 어려운 것임.
https://www.foreignaffairs.com/articles/united-states/2020-12-08/end-wilsonian-e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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