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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러스 위클리 리뷰
I.

언론보도 Press
1. 주한미군사령관, 조지 플로이드 살해에 대해 “우리모두가 분노
해야 한다”고 말해

US Forces Korea commander

says “we should all be outraged” by George Floyd killing
Stars and Stripes | Kim Gamel | June 5
주한미군사령관은 경찰에게 숨진 조지 플로이드 사건에 대한 분노를 표명하고,
군내부의

인종차별

및

편협성에

맞서기

위해

더

많이

노력할

것을

각급

지휘관들에게 요구함. 그는 "경찰이 플로이드 등을 살해한 데 대해 우리모두
분노하고

부끄러워해야

한다."고

전함.

또한

주한미군

흑인장병들과

대화를

나눴는데 “그들이 느끼는 고통은 깊었고 현실이었다. 많은 곳에 (인종차별이)
있었다."고 말함. 이어 "우리는 이 문제를 시정해야 하고 행동을 취해야 한다."면서,
"우리가 있는 곳에서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강조함.
https://www.stripes.com/news/pacific/us-forces-korea-commander-says-we-should-all-beoutraged-by-george-floyd-killing-1.632660

2. 바이든 대통령직은 한국에 무엇을 뜻할까?: 코리아헤럴드 칼럼
니스트

What would a Biden

presidency mean for South Korea?: Korea Herald columnist
The Straits Times | Robert J. Fouser | June 5
조 바이든 후보가 대통령이 된다면, 유럽 및 아시아의 전통적 우방국들에게 손을
내밀어 트럼프대통령의 일방적이고 고립주의적인 정책에서 벗어나기 위해 신속히
움직일 것임. 포용 및 다자주의에 바탕을 둔 행동주의 외교정책을 선호하는
바이든의 가장 큰 도전과제는 중국과의 관계임. 포용에 치우친 그의 성향은 그로
하여금 “중국에게 유약하다.”는 모습을 보일 위험을 무릅쓰고라도 협상하도록 만들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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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입장에서는 미중양국간의 변화하고 있는 역학관계가 문제되고 있음.
미국의 하강세는 절대적 하강이 아니라 상대적인 것이기 때문에, 부상하는 중국이
한국에게 더 많은 관심을 요구하고 미국은 어떤 일이 있더라도 한국의 중요한
동맹국으로 남을 것임.
한국은 어떤 면에서 미국 중심의 전망을 견지하고 있는 반면, 어떤 면에서는
중국을 포용하려는 욕구가 커질 것인데, 이에 관한 미세한 선을 그을 필요가 있음.
바이든의

대통령당선은

한국에게

미국우선주의

외교정책에서

더

평등한

동반자관계를 바탕으로 한 다자적 외교정책으로 이행하는 과도기가 될 것임.
https://www.straitstimes.com/asia/what-would-a-biden-presidency-mean-for-south-koreakorea-herald-columnist

3. 도널드 트럼프가 한국으로부터 미군을 철수할까?
Would Donald Trump Pull U.S. Troops from South Korea?
The National Interest | Daniel R. DePetris | June 8
한국정부가 미국정부와 방위비분담금 협상을 수개월째 지속하고 있는 중 주독
미군 감축 계획이 발표됨. 만일 트럼프대통령이 주한미군 감축안을 꺼내 든다면,
의회의 방해, 국방부의 극도의 공황, 그리고 70년이 된 한미동맹을 어떻게 깰 수
있는가에 관해 언론에게 말하는 익명의 국가안보 고위관리들과 마주치게 될 것임.
하지만 주독 미군 감축계획은 4월 문재인대통령의 마지막 제안과 소규모 합의에
대한 트럼프대통령의 거절로 방위비분담금 협상이 교착상태에 빠진 상황에서
대미관계를 책임진 한국당국자들을 긴장하도록 만들고 있을 가능성이 높음.
https://nationalinterest.org/blog/korea-watch/would-donald-trump-pull-us-troops-southkorea-161766

4. 북한, 모든 대남통신선을 차단해

North

Korea Cuts Off All Communications Lines to South Korea
The New York Times | Choe Sang-Hun | June 8
북한은

최근

한반도

긴장완화를

뒤집고

한국을

“적대”취급하겠다고 선언한

가운데, 9일(화) “군사 핫라인을 포함한 모든 대남통신선을 차단하겠다”고 밝힘.
조선중앙통신은 노동당 제1비서를 비롯, 대남사업을 담당하는 최고위급 간부들의
결정이었다고 전함. 또한 “남으로 향하는 작업이 철저히 적에 대항하는 것으로
변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남조선당국과 마주앉을 필요가 없으며 협의할
사안이 없다.”고 덧붙임. 과거 남북한관계가 악화되었을 때 북한이 자주 했던 첫번째
일 가운데 하나는 통신 선을 끊고 나중에 다시 개통하는 것이었음.
북한은 역병 창궐 이후 경제적 고립이 심화되자 남북간 분쟁으로 중단되기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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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자금원(資金源) 역할을 하던 금강산사업의 재개 등을 요구해왔음. 그러나
한국이 먼저 비핵화를 향해 나아갈 것을 북한에게 요구하며 사업 재개를 거부하자
북한은 문재인정부에 대해 점점 더 혹독하게 변했음.
https://www.nytimes.com/2020/06/08/world/asia/north-korea-south-koreacommunitcations.html

5. 미국의 흑인인권시위, 한국에서 연대를 찾아
America’s BLM protests find solidarity in South Korea
The World | Jason Strother| June 8
한국예술종합학교에서 문화이론을 강의하는 마이클 허트는 많은 한국인들이
미국에서 일어나는 폭동의 근본원인에 관한 논의가 결여된 채, 재미교포 사업가들의
피해만을 편파적으로 보도하는 언론을 시청했다고 지적함. 그는 “한국언론은 훨씬
더 민족주의적 경향을 보인다.”며 “재미교포 사업가들에게 어떤 피해를 입혔는가 만
크게 부각해 보도했다.”고 분석함.
6일(토) 약100명의 시위대가 미니애폴리스 경찰관의 조지 플로이드 살해에
항의하여

서울시내를

활보했는데,

소중하다(BLM)”운동과의

연대를

전국에서

보여주는

처음으로

“흑인

목숨도

시위를

조직한

심지훈은

것이었음.

“인종차별은 한국에서도 일어나고 있다.”며 “중국인이든 흑인이든 여타 이민자이든
간에 한국에서 조롱 및 멸시를 당하고 있다.”고 말함. 그는 “플로이드 사건이
이곳에서도 일어날 수 있다.”면서 우려를 표함. 실제로 국가인권위원회가 올 초
발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외국인거주자

10명

중

7명이

한국에서

차별을

경험했다고 답했음. 또한 유엔 인종차별철폐위원회는 2018년 보고서에서, 한국에
사는 난민, 결혼이민자 및 이주노동자의 안전에 대해 우려를 표명한 바 있음.
한편

방탄소년단과

BLM운동을

같은

공개적으로

K-pop스타들은

지지하며

동참함.

소셜미디어에
그들의

팬들

응원메시지를
역시

해시태그

전하고
등을

적극적으로 이용하고 공유하면서 동참함. 6일 시위에 참가한 캘리포니아출신 흑인
리앤은 많은 한국인이 모여 흑인에 대한 우려를 표하는 것이 기쁘다고 말함. 그는
또한

“미국뿐만 아니라 전세계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는 함께 싸워야 한다."고

당부함.
https://www.pri.org/stories/2020-06-08/america-s-blm-protests-find-solidarity-south-korea

6. 트럼프 선거운동, 대통령의 심리적 필요를 정치적 필요 위에
둬

Trump Campaign

Puts President’s Psychological Needs Above His Political Ones
Intelligencer | Eric Levitz | June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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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가 백악관을 유지하려면 대다수의 표를 얻을 필요가 없고 표의 분포에서
승리해야 함. 선거예측자들은 트럼프가 대중투표에서 5%나 되는 표차로 패배할 수
있지만 2021년에도 여전히 대통령직을 지킬 것으로 예상해 옴. 그러나 표차가 두
자리수가 되면 선거인단이 이를 메울 수 없음. 트럼프대통령에게는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대학교육을 받지 않은 백인유권자들의 이탈로 인해 지지도가 하락하고
있음. 정상적인 선거운동본부에서는 이런 향상이 주요한 전략적 변화를 촉발할
것이지만, 트럼프의 선거운동본부는 그렇지 않음.
보수운동이나 공화당의 장기적 성공을 위한 투자가 없으며, 자신의 이미지에
광적으로 집착하는 트럼프대통령에게 정치권력은 군중과 보수적 케이블 뉴스
진행자들의 지지를 확보하기 위한 수단 임. 대통령이 자신의 장기적이고 정치적인
관심사보다 언론의 단기적 관심을 중시하기 때문에, 지지자들 앞에서 즉흥적으로
증오심을 불러일으키는 등의 행위를 자행하고 있음. 트럼프가 당장 자신의 정치적
이익을 인식하고 우선순위를 매기지 못하는 일은 그를 더욱 위험하게 만들지만,
장기적으로는 그의 근시안적인 집착이 그의 대통령직에서 제기되는 가장 큰 문제의
원인이자 해결책으로 드러날 수도 있음.
https://nymag.com/intelligencer/2020/06/trump-campaign-ads-polls-biden.html

II.

연구기관 간행물 Think Tanks
1. 기소권한계와 대북제재 압력

The Limited

Power of Indictments and Sanctions Pressure on North Korea
38 North | Richard Nephew | June 5
미국법무부는 지난 5월28일 북한인 28명과 중국인 5명이 "국제은행체제를 통해
25억달러 이상의 자산을 세탁하기 위하여 250개 이상의 유령회사를 사용했다."면서
기소하였음.

하지만

미국의

법

절차에

따라

외국인

개인을

기소하는

일은

영업활동과 전세계적 활동을 하는 능력에 확실히 영향을 줄 수 있음. 그러나 제도적
측면에서 볼 때, 이와 같은 기소들이 북한이나 중국에 있는 그들에게 어떤 중대한
문제를 제기할 지는 확실치 않음. 사실 수년간의 격론 끝에, 이런 기소들이
북한문제를 다루는 데서 미국 제재 정책의 한계를 보여준다고 주장할 수 있음.
기소된 사람들이 미국교도소에서 복역할 가능성은 거의 없음. 결과적으로 기소의
가장 중대한 영향은 북한에 대한 불법 지원을 저지하는 정도가 될 것임.
가장 중요한 잠재력을 지닌 중국은행들은 2017~18년간 트럼프행정부의 공격적
수사에도

불구,

미국의

주요

제재에
4

초점이

맞춰지지

않았음.

이전의

유엔제재위원회 보고서에서, 중국 금융기관들이 국제금융체제에 대한 북한의 접근을
위한 주요 원천으로 여러 차례 확인되었음. 실제로 기소 자체가 대북제재 회피에
대한 중국 금융의 중요성을 보여주는 데 도움이 됨. 설사 특정 중국은행들에 대해
어느 정도 과실이 있다 하더라도 지난 10년간 제시된 보고 및 증거의 압도적인
양은

최소한

일부

중국은행들이

북한의

제재

회피와

연관성을

눈치채거나

고의적으로 모른척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줌. 미국은 다른 상황에서 외국계은행에
대해 훨씬 적은 비용의 제재를 가했음. 회피의 이유에는 아마도 다음과 같은 네
가지 요인의 조합이 반영되어 있을 것임. 범세계적 금융체제 훼손을 우려해 중국의
주요 금융기관에 대한 공략을 꺼림, 보복에 대한 두려움, 정책 우선순위의 지정,
북한과의 외교를 훼손하지 않으려는 욕구가 조합되어 회피의 이유를 설명할 수
있음.
하지만 더 넓게 보면 오늘날 트럼프행정부가 직면하고 있는 결정의 복잡성을
결정짓는 요인은 외교문제임. 미국은 무모하게 더 강력한 제재를 가하기보다는
북한과의 외교적 해법을 모색하고 그런 합의에 대한 적절한 기대를 가져야 함.
그러나 정책적 관점에서 볼 때, 북한과의 불편한 대화를 회피하면서 기소를
진행하고 제재 압력을 낮추기로 한 결정에는 문제가 있음. 북한은 제재완화를
사실상 “무상으로” 얻어내고 있음. 이와 같은 정책의 위축은 트럼프행정부가 북한과
힘겹게

타협한

갈림길에서

벗어나

힘을

과시하고

있다는

뜻임.

하지만

트럼프행정부는 제재압박이나 외교에 과감하게 나설 기회를 허비했던 것을 후회할
수도 있음.
https://www.38north.org/2020/06/rnephew060520/

2. 한미동맹 해체 시 유행병창궐과 한국의 대외정책
The Pandemic and Korean Foreign Policy in the Event of the
Dissolution of the U.S.-ROK Alliance
Council on foreign Relations | Scott A. Snyder | June 5
세계적인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 증(COVID-19)의 창궐은 한미동맹을 비롯한
국제기구의

주요

스트레스테스트가

되었음.

동맹은

가속화하는

중-미

경쟁과

민족주의를 부채질하고, 변화된 예산환경에서 비용분담에 대한 경제적 긴장을
악화시키는 상황에 직면해 있음. 한미동맹이 스트레스테스트에 실패할 가능성은
동맹이 내부로부터 무너질 경우 전략적 선택을 둘러싼 한국의 논쟁을 자극할 것임.
한국 대중의 관심을 끌어온 가장 중대한 사안은 빼딱거리는 세계보건기구(WHO)를
위협하는 미국과 중국의 정치적 경쟁 임.
“경제번영네트워크(EPN)”를 구축하자는 미국의 초창기 제안은 경제와 안보문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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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계해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한국의 선택 회피 전략에 직접 마주하기 때문에 특히
주목을 받았음. 미국과 한국을 갈라놓는 내부분열의 쟁점은 동맹의 미래에 더욱 큰
독이 됨. 더 큰 독립성을 추구하고 남북경협을 비핵화라는 한미 공동의 목표에서
분리하려는 “한국 우선(Korea first)” 좌파 민족주의의 출현과 맞물려 민족주의의
주도적 마찰은 한미동맹에 가장 큰 타격이 될 것임. 이와 같은 상황에서 동맹 내
군사비분담에 대한 트럼프의 거래적 접근법은 특히 피해를 주는 것으로 보이며,
전염병 대응의 결과로 전세계 정부들이 직면하고 있는 막대한 예산 압박에 비추어
볼 때 더욱 그러함.
만약 동맹이 전염병 시대의 스트레스테스트에 실패하는 것을 목도한다면, 한국의
가장 설득력 있는 전략적 선택 및 우선순위는 무엇일까? 한국의 외교정책은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질 필요가 있음. 전방위적으로 행동해야 함. 미국의 안보 보증이
없다면 한국의 외교정책은 잠재적 위협을 관리하고 외교관계를 전방위적으로
발전시켜야 할 것임. 한국은 동맹 후 평화공존을 얻어 북한의 위협을 무력화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일 수 있으나, 더 이상 미국의 보호 아래 있지 않은 남한을
이용하려는 북한의 열망을 누그러뜨리는 일은 쉽지 않을 것임. 남북관계와 더욱
광범위한 외교안보의 필요성 사이에서 독립된 한국은 많은 일들을 한꺼번에 해내야
할 것임. 한국은 미-중의 계속되는 적대관계에 대비하고 주요 주변국들의 지배에
맞서

균형을

잡기

위해

아세안과

유럽연합/나토를

포함한

역외

행위자들을

끌어들여 동북아에 관여하도록 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함.
https://www.cfr.org/blog/pandemic-and-korean-foreign-policy-event-dissolution-us-rokalliance

3. 대유행 이후: 미국, 중국 그리고 그들의 악화하는 관계
Post pandemic: US, China and their deteriorating relationship
Modern Diplomacy | Tridivesh Singh Maini | June 6
모든 국가가 미국과 중국, 그들의 관계 악화에 주목해 왔지만 많은 나라들이
전염병에 대처하는 것뿐만 아니라 경제적 유대의 증진 및 국제 항공을 재개하기
위한 협력 방법을 모색 중임.
신종코로나바이러스 대유행의 여파로 중국산 필수품의 수입을 줄이고 새로운
공급 망을 개척해야한다는 의견이 여러나라에서 제기되고 있음. 미국은 미국, 인도,
베트남, 호주, 뉴질랜드, 일본 및 한국으로 구성된 “경제번영네트워크(EPN)”를
제안했는데, 폼페이오 국무부장관은 언론과의 회견에서, 코로나 이후의 세계와 기존
공급 망을 변화시키기 위해 이들 국가간의 더 많은 협력이 필요하다고 재차
강조했음.

또한

포괄적이고

점진적인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의

다수회원국들은 공급 망을 긴밀히 유지하기 위해 협력해왔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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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품 공급 망과는 별도로 중국의 기술에 대한 대안적 조치들이 취해지고 있음.
영국은 최근 중국의 특허기술이 5Gdp에 대응하기 위해 G7 및 한국, 인도,
뉴질랜드를 포함한 10개국이 협력하자고 제안했으며 트럼프대통령은 G7을 인도,
한국, 러시아 및 호주까지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함.
아시아에서 지역간 항공운항 재개 그리고 중국과 일본간의 국제선 재개는
경제활동을 되살리는데 중요하고 필수적임. 단지 항공 연결을 재개하는 것뿐만
아니라 예방책과 관련된 모범사례를 배우는 것도 중요함.
https://moderndiplomacy.eu/2020/06/06/post-pandemic-us-china-and-their-deterioratingrelationship/

4. 예외주의가 미국인들을 죽이고 있어
Exceptionalism is Killing Americans
Foreign Affairs | Jeremy Konyndyk | June 8
COVID-19에 대한 미국의 재앙적 대응은 주로 과학적 또는 의학적 결함의 결과가
아니라 오히려 미국 정치 및 문화 내 배타성의 산물 임. 미국의 예외주의(미국은
국가들 사이에서 유일하며 미국의 방식은 변함없이 최고라는 개념)는 미국의
지도자들(그리고 많은 미국 시민들)을 잠재적으로 생명을 구할 수 있게 하는 다른
나라들로부터의 교훈에 눈이 멀도록 만들었음. 미국의 유명 역사학자 에릭 포너는
미국 예외주의의 어두운 면이 "자만심과 폐쇄적인 마음, 세계에 대한 무지"라고
주장함. "미국이 워낙 우수하기 때문에 다른 사회를 배워도 의미가 없다."는
사고방식은 지금 미국인들의 생명을 앗아가고 있음.
한국과 미국은 같은 날인 1월20일 첫번째 COVID-19 사례를 확인했지만 두
나라의 발병은 그후 급진적으로 갈라졌음. 미국은 매일 약2만건의 새로운 사례를
계속 기록하고 있으며 5개월 만에 세계에서 가장 많은 (현재 10만 명이 훨씬 넘는)
환자 수와 사망자 수에 도달함.
미국의

예외주의는

트럼프대통령의

“미국우선주의”

언변과

정책에서

가장

최신이고 열정적인 표현을 찾을 수 있음. 그러나 예외주의에 대한 믿음이 백악관에
국한된 것만은 아님. 그것은 미국의 정치와 사회에 직결되어 있으며, 미국이
COVID-19와 싸우면서 보인 수많은 실패들을 설명해 줌. 의회, 여러 주 및
민간부문은 모두 일찍이 코로나바이러스에 직면했던 나라들의 교훈을 무시했음.
이는 엄청난 수준의 질병, 죽음 및 경제적 재앙을 낳았을 뿐임.
예외주의가

대유행에

대한

미국의

대응을

계속

만들어내면서

미국내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 건수는 높은 수준을 유지한 반면 또래의 국가에서는
급격히 감소하고 있음. 미국, 스페인, 이탈리아가 발병한 지 85일째 되는 날까지
본다면, 이탈리아는 새로운 일일 환자 발생률이 최고치에서 84%나 감소하는 모습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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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였고 스페인의 신규 확진자 수준은 94% 감소했음. 그러나 미국에서는 같은 기간
동안 새로운 일일 환자 수가 31% 감소했을 뿐임.
발병 억제의 실패는 미국이 바이러스 퇴치와 경제 중 하나를 선택해야만 하는
상황으로 몰아넣었음. 미국이 세계각국에서 배운 교훈을 반영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참을 수 없는 사망률과 지속적인 경기침체를 초래할 위험이 있음. 그 한계를
벗어나는 것은 우선 미국을 예외적으로 간주하고 다른 나라들과 거리를 두는
고립된 사고방식에서 벗어나는 일임.
https://www.foreignaffairs.com/articles/united-states/2020-06-08/exceptionalism-killingamericans

5. 한국의 코로나19 대응: 생명을 구하는 데에 관한 힘든 교훈
South Korea’s COVID-19 response: hard lessons on saving
lives
Devpolicy | Kwang Kim, Kyung-sook Lee, Jaemyung Lee | June 9
한국의

신종코로나바이러스

성공했는데,

이는

초기

감염

상황을

증(COVID-19)

최대한

활용하고

대응은

세계적으로

대단히

어려운

공공정책의

실현을

계획했으며 향후 발생에 대처하기 위해 구현된 각본이 있었기 때문임.
2015년 메르스 발병 때 행정 장벽은 광범위한 공공 검사를 어렵도록 하였음.
한국은 메르스 사태 이후 비상시험키트의 신속한 추적을 위한 법적 틀을 마련했음.
이 틀은 COVID-19의 첫 확진 사례가 보고되자 마자 정부가 의료 회사에 즉시
연락하여 새로운 진단키트를 대량생산할 수 있도록 했으며, 단2주만에 승인을 위한
신속한 추적도 가능토록 하였음. 오늘날 한국은 하루 최대 2만명을 진단할 수 있고
결과를 5~6시간 내에 확인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COVID-19 환자를 신속히
식별하고 격리시킬 수 있음.
메르스와
효과적으로

같은

과거의

대처하는

데

발병은

미해결된

결정적인

시간이

정책문제들에
소요될

수

대해

초기단계에

있다는

사실을

한국지도자들에게 가르쳐줬음. 한국은 2016년 감염 병 예방과 통제를 위한 법적
틀을 개선했음. 이를 통해 정부는 신용카드 및 은행 기록에 대한 접근, CCTV 영상,
감염자의 동선을 평가하는 GPS 자료 등 적극적인 접촉 추적, 검사, 격리 조치
등으로 신속히 대응할 수 있었지만 사생활보호권 대 공공안전에 관한 논의라는
한계가 있었음.
메르스는 전염병의 예방 및 관리를 위한 실행매뉴얼을 개발하고 실천하는 법에
대한 좋은 교훈을 가져다 줬음. 정책의 틀 및 매뉴얼이 갖춰진 상태에서 정치인이
아닌 과학자가 정부의 일상적 행동과 소통을 지도하고 있음. 일반대중은 대체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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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응해왔으며,

병원,

진단

회사,

앱

개발자를

포함한

민간부문은

운전중진단모형(drive-thru test model)과 같은 혁신을 도입하면서 새로운 정책
환경에 신속히 적응하고 있음.
https://devpolicy.org/south-koreas-covid-19-response-20200609-1/

6. 싱가포르 이래 2년: 김이 트럼프보다 더 잘 했나?
Two Years since Singapore: Did Kim Outplay Trump?
CSIS | Victon Cha, Sue Mi Terry | June 11
트럼프와 김정은이 첫 북미회담을 위해 2년전 싱가포르에서 만났음. 이 회담은
전세계를 사로잡은 역사적으로 전례 없는 일 이었음. 2019년 2월 하노이, 그리고
2019년 7월 판문점에서 두차례의 회담이 더 진행되었음.
싱가포르회담에서의 주요 시사점은 김이 각국 지도자들과 회담을 진행하자고
제안 받았다는 사실과 싱가포르에서 얻어낸 합의가 의미 있는 거래를 위한 양측의
실질적 헌신을 얻어내지 못했다는 것임. 싱가포르합의는 북미관계를 위한 네 가지
조항이 포함되어 있음. 이 조항들 중 단 한가지만, 그마저도 부분적으로 시행되었음.
싱가포르회담 이후 김은 핵 및 장거리탄도미사일 실험을 자발적으로 유예했음. 이
한 가지 양보를 제외하고 북한은 단거리미사일체계나 연료 및 탄두 등의 수용능력
및 보유량 증가를 위한 훈련 및 노력을 지속했음. 싱가포르에서 얻은 실망스러운
성취는 2020년에 닥칠 일들을 무색하도록 만들었음.
싱가포르회담에서 이뤄낸 가장 큰 성취는 2017년에 있었던 전쟁까지 갈 뻔한
위기로부터 양국 지도자가 빠져나올 길을 제공하였다는 사실임. 평창올림픽과
싱가포르회담은 그동안 미국이 성공하지 못했던 핵 외교의 잃어버린 조각을 찾을
수 있는 외교의 길을 열어줬음.
https://www.csis.org/analysis/two-years-singapore-did-kim-outplay-trum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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