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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러스 위클리 리뷰
I.

언론보도 Press
1. 첫 의료지원, 제재 및 국경검문으로 지연되어 북한으로 조금씩
들어가

Delayed by sanctions,

border checks, first medical aid trickles into North Korea
Reuters | Ju–min Park, Sangmi Cha | Mar. 20
국제의료원조의 첫 수송 분이 금주 북한 국경에 도착할 예정이지만, 엄격한 국경
통제가 공급의 흐름을 여전히 지연시킴. 구호단체들은 특히 의료체계가 취약한 북한
이 핵무기 및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에 부과된 국제적 제재로 자원이 부족해 코로나
바이러스 발병에 취약하다고 말함.
이들은 제재를 면제해줄 것을 유엔에 긴급 청원했지만, 북한 자체의 엄격한 국경
검역조치로 인해 일부 초기 선적 분이 대기하게 됨. 전문가들은 북한의 코로나바이
러스를 억제하기 위해 계획된 보급품이 그들의 필요에 한참 미치지 못한다고 말함.
https://www.reuters.com/article/us-health-coronavirus-northkorea/delayed-by-sanctionsborder-checks-first-medical-aid-trickles-into-north-korea-idUSKBN2170F9

2. 한국근로자들, 미국과의 군사비용분담 분쟁이 일자리를 위협한
다고 항의해

South Korean workers

protest as military cost-sharing dispute with US threatens jobs
The Straits Times | Mar. 20
미군지원 근로자들을 대표하는 노조지도자들이 20일(금) 미국대사관 밖에서 시위
를 벌임. 이들은 미국이 노동자들의 일자리를 협상 도구로 사용하는 것을 중단하라
고 촉구하고 한국노동법에 따른 더 나은 보호를 요구함.
양국은 금주 로스앤젤레스에서 제7차 비용분담협상을 벌였으나 아무런 합의도 없
이 끝났다고 20일 한국측이 밝힘. 외교부는 "양측간에 여전히 입장차이가 있지만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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렬 가능성을 최소화하고 한미동맹에 기여하도록 긴밀한 협의를 지속하기로 합의했
다"고 밝힘. 새로운 협정이 없다면, 주한미군사령부에 의해 고용된 거의 9,000명의
한국인 중 대부분이 4월초 무급 휴가에 들어가게 될 것이지만, 미국관리들은 필수로
여겨지는 모든 노동자에 대한 급여를 지급할 것이라고 말함.
https://www.straitstimes.com/asia/east-asia/south-korean-workers-protest-as-military-costsharing-dispute-with-us-threatens-jobs

3. 북한, 미사일을 시험발사해; 서울, 부적절한 짓이라고 비판해
N Korea test fires missiles; Seoul slams it as inappropriate
AP News | Kim Tong-Hyung | Mar. 21
북한이

단거리탄도미사일로

추정되는

발사체

2발을

21일(토)

해상으로

발사했으며, 한국군은 코로나19로 인한 세계적 위기 속에서 “매우 부적절했다”고
비판함. 북한은 트럼프행정부와의 핵 협상이 세계적 보건 위기로 교착상태에 빠진
가운데 군사력을 계속 증강하고 있음. 고노 타로 일본방위상은 이번 시위가
코로나바이러스사태 와중에 체제결속을 다지기 위한 것일 수도 있다고 말함.
북한이 무엇을 실험했는지 확실하지 않지만, 한국 및 일본의 군부가 발표한 비행
자료는 북한이 작년 처음 선보인 신형 이동식 고체연료미사일체계 중 하나를
시험했을 수 있음을 시사함. 기동성 및 저고도비행으로 미사일방어(MD)체계를
압도하기 위한 이같은 무기는 주한미군기지를 비롯한 한국 및 일본의 목표물에
대한 타격능력을 강화시킬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 군의 분석 임.
일부 전문가들은 작년11월부터 금년3월 사이 북한의 미사일 발사가 드물었던
원인이 12월 중국본토에서 시작된 신형코로나바이러스의 유행일 수 있다고 봄.
김정은이

경제

자립을

위해

핵무기

증강과

제재에

대한

“전면

돌파”를

공언해왔지만, 신형코로나바이러스사태 속에서 북한이 자초한 국경 폐쇄가 노동력
동원 능력을 저해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옴.
https://apnews.com/8dd0f4ba67a198500c3e430d3402e232

4. 북한, 트럼프가 바이러스퇴치를 돕겠다는 서한을 김정은에게
보냈다고 말해

Trump Writes to

Kim Jong-un Offering Help in Virus Fight, North Korea Says
The New York Times | Choe Sang Hun | Mar. 21
트럼프대통령이 북한지도자 김정은에게 서한을 보내 북한의 코로나바이러스 퇴치
를 돕겠다는 의사를 밝혔다고 북한이 말함. 트럼프는 양국관계 진전을 위한 계획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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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러스의 위협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노력에 감명을 받았다"면서 업무협
조의사를 표명하고 자신과 김여정의 평소와 다른 관계를 거듭 강조함.
작년 2월 베트남에서 열린 두번째 정상회담 이후 김은 미국의 이른바 적대정책을
바꾸지 않는 한 대미 외교에 더 이상 관심이 없다고 거듭 밝혔으나, 트럼프는 김과
의 계속적인 소통을 기대하고 있다고 함.
북한은 바이러스에 대한 전면적인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고 말하면서도 그 어떤
사례도 보고하지 않음. 외부 보건전문가들은 북한이 발병을 숨기고 있을지도 모른다
고 우려함.
https://www.nytimes.com/2020/03/21/world/asia/coronavirus-north-korea-trumpkim.html?searchResultPosition=3

5. 한국이 곡선을 완만하게 만든 이유
How South Korea Flattened the Curve
The New York Times | Max Fisher, Choe Sang-Hun | Mar. 23
한국은 경제활동을 중단시키지 않고도 코로나바이러스를 억제할 수 있음을 보여
줌. 전세계 관리들과 전문가들은 코로나로 인한 사망자가 15,000명을 넘어서면서 한
국을 자세히 조사하여 교훈을 얻고 있음. 그 교훈은 신속한 조치, 광범위한 시험, 밀
집 추적 및 시민의 지지임.
세계보건기구(WHO) 사무총장은 한국이 바이러스가 있음에도 "할 수 있다"는 것
을 보여줬다며 "한국에서 배운 교훈을 적용할 것"을 촉구함. 스콧 고틀리브 전 미국
식품의약청(FDA)장은 트위터를 통해, “한국은 똑똑하고 적극적인 공중보건으로 코로
나를 이길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면서, “미국은 이탈리아가 겪고있는 비극적 고통
을 피하기 위해 가능한 모든 일을 다해야 한다"고 주장함.
https://www.nytimes.com/2020/03/23/world/asia/coronavirus-south-korea-flatten-curve.html

6. 한국, 시장안정화 조치를 금주 내놓을 예정
S. Korea to unveil measures to stabilize markets this week
The Star | Mar. 23
금융관계자는 한국이 시장안정화조치 방안을 내놓을 것이라고 전함. 한국 채권시
장은 미국을 비롯한 주요국들이 코로나바이러스 확산에 따른 경제적 여파를 최소화
하기 위해 기준금리를 대폭 인하함에 따라 큰 진통을 겪고 있음. 은성수 금융위원장
은 8개 은행장 및 기타 관계자들을 만난 자리에서 채권시장안정기금을 조성하기로
함.
미국 연방준비은행(FRB)은 두차례의 비상 금리인하 조치에서 기준금리를 1.5%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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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트 대폭 인하해 0~0.25% 목표 범위까지 내림. 이에 따라 한국은행도 지난주 10여
년 만에 처음으로 금리를 0.75%로 0.5%포인트 인하함. 지난주 한국과 미국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의 세계적 확산으로 인한 유동성위기를 해소하기 위한 조치로 600억
달러 규모의 양자 통화스와프협정을 체결했으며, 당일 통화스와프거래가 한국증시의
급 반등으로 이어진 바 있음.
https://www.thestar.com.my/news/regional/2020/03/23/s-korea-to-unveil-measures-tostabilize-markets-this-week

7. 트럼프, 코로나바이러스 퇴치를 위한 의료지원을 아시아 및 유
럽에 개인적으로 요청

Trump privately appeals

to Asia and Europe for medical help to fight coronavirus
The Guardian | Julian Borger | Mar. 25
미국은 부족한 의료 물자의 지원을 한국을 비롯한 동맹국들에게 호소함. 트럼프대
통령은 20일 저녁 “미국의 생존을 위해 해외 수단에 의지하지 않겠다”고 밝혔지만,
행정부에서는 부족한 키트와 의료장비를 지원받기 위해 막후에서 아시아 및 유럽에
필사적으로 접근했음. 트럼프대통령은 24일(화) 문재인대통령에게 전화해 한국의 검
사프로그램을 칭찬하면서, 의료장비를 지원을 요청함. 백악관은 이 요청에 관한 언
급이 없었지만 청와대에 따르면, 이는 트럼프의 “긴급 요청”이었음. 문 대통령은 한
국에 여유가 있다면 미국에 지원하겠다고 밝힘.
미국은 동맹국과의 관계가 상당히 좋지않았음. 한국과는 방위비 관련 분쟁 중이
며, 의약품의 최대수입국인 중국과는 “차이나 바이러스” 표현 등으로 협상이 복잡해
짐. 미라 랩후퍼 연구원은 동맹국을 보호한다는 명목으로 돈을 요구하는 대상으로
보지 말았어야 한다고 지적함.
https://www.theguardian.com/world/2020/mar/25/trump-privately-appeals-to-asia-andeurope-for-medical-help-to-fight-coronavirus

II.

연구기관 간행물 Think Tanks
1. 한국, 과거 바이러스발생에서 성공적인 코로나19 전략을 배웠
음: 메르스

South Korea learned its successful Covid-

19 strategy from a previous coronavirus outbreak: MERS
Bulletin of the Atomic Scientists | HyunJung Kim | Mar. 20
미국의 공중보건전문가들은 한국을 코로나바이러스 대응의 성공사례로 꼽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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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한국은 이와 같은 대응방법을 중동호흡기증후군(MERS)으로부터 혹독하게
배웠음. 메르스창궐 당시 한국은 데이터입력의 오류로 귀중한 시간을 허비했음.
정부는 병원 등의 경제적 여파를 우려해 환자이동정보를 공개하지 않았고 병원은
결국 메르스전파의 장이 되었음.
금년 초 중국 우한에서 코로나바이러스 발병 소식이 전해지자, 한국정부는
24시간 비상대응체제를 가동해 우한으로부터 입국하는 모든 여행객을 감시했음.
한국의 공중보건당국과 지방정부는 첫 확진자 발생 이후 상호협력하여 감염자의
움직임을 시시각각으로 정밀히 기록하고 공유함.
메르스사태에서 얻은 두번째 교훈은 조기경보와 정확한 진단의 중요성 임.
메르스검사는 까다로웠으나 임상시험을 통과하지 못한 진단 키트는 사용하지
못하도록

했음.

그후

한국은

공중보건

비상시

실험실에서

승인되지

않은

체외진단키트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새로운 법을 제정했음. 질병관리본부는 미
승인 코로나바이러스 검사를 2월4일 승인했음. 한국은 2월26일까지 46,127건을
검사했으며, 일본이 1,846건, 미국이 426건을 검사한 것과 대비됨.
https://thebulletin.org/2020/03/south-korea-learned-its-successful-covid-19-strategy-from-aprevious-coronavirus-outbreak-mers/

2. 코로나바이러스의 세계적 유행 후 세계가 보일 모습
How the World Will Look After the Coronavirus Pandemic
Foreign Policy | Mar. 20
코로나바이러스

사태는

광범위한

분야에

변화를

가져올

세계를

뒤흔드는

사건이므로 세계적 사상가 12명에게 미래에 대한 예측을 부탁함. 스티븐 월트에
의하면, 이 사태는 국가의 권위와 국수주의를 강화시킬 것임. 수많은 정부가 이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긴급조치를 취할 것이며 사태가 끝나더라도 그들의 새로운
권한을 포기하기를 꺼릴 것임. 또한 이 사태는 세계의 권력과 영향력이 서양에서
동양으로 이동하는 것을 가속화함.
로빈 니블렛은 우리가 알고 있던 세계화의 끝이 올 것이라고 예측함. 과부하
상태였던 경제적 세계화가 무너지고 경제통합으로 인한 공동의 이익을 보호하려는
확실한 동기가 없이 21세기 초반을 정의했던 상호이익의 세계화로 돌아가기는
힘들어 보임.
키쇼어 마부바니에 의하면, 세계경제의 근본적 방향을 바꾸지는 않지만 이미
시작된 미국중심의 세계화를 탈피해 중국 중심의 세계화로 나아가는 변화를
가속화시킬 뿐임. 존 아이켄베리에 의하면, 서양의 대전략토론에서 국수주의자,
반세계화론자, 심지어 자유주의적 국제주의자 등 다양한 진영논리에 단기적으로
기름을 끼얹을 것으로 예측함. 전개되고 있는 상황으로 볼 때, 국수주의, 강대국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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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쟁, 전략적 탈동조화로의 흐름 이외에 다른 현상을 보기는 힘들 것임.
섀넌 오닐은 코로나19가 범세계적 제조업의 기본원칙을 약화시키고 있다고 봄.
기업들은 오늘날 생산을 지배하는 범세계적 단계의 공정 및 공급 망을 재고하거나
축소하며 안정성을 높이고 있음. 시브산카르 메논은 국가 내부 및 국가간의 정치를
변화시킬 것으로 예측함. 정부의 현 사태 극복과 그 경제적 효과는 사회양극화
문제를 강화 또는 약화시킬 것이지만 어느 쪽이든 “정부”가 돌아올 것임. 일찍이
성공적으로 방역 중인 한국과 대만은 인기영합주의자나 권위적 지도자의 나라가
아니라 민주주의 국가였음. 또한 연결된 세계의 끝이 아니며 이 대유행이 세계의
상호의존을 보여주고 있다고 말함.
조셉 나이는 미국은 새로운 전략이 필요하다고 언급함. 트럼프대통령은 2017년
강대국간의 경쟁에 초점을 둔 새로운 국가안보전략을 발표했지만 현 상황은 이
전략이

부적절했음을

보여줌.

미국이

강대국으로서

우세하다고

해도

독단적

행동만으로는 안보를 지킬 수 없음. 존 앨런에 의하면, 공중보건도 독특한 정치 및
경제 체제를 수단으로 현 사태를 버텨 나가는 국가들은 각자가 가진 수단이
성공적이라고 주장할 것임. 누군가에게는 민주주의, 다자주의 및 보편적 의료의
위대하고 결정적인 승리로 보일 것이지만, 다른 누군가에게 그것은 결정적이고
권위적인 통치의 분명한 "이득"으로 보일 것임.
로리 개럿은 세계 자본주의가 새로운 단계를 맞이할 것으로 봄. 코로나 세계의
금융 및 경제 제도에 닥친 근본적 충격은 범세계공급망과 분업 망이 매우 취약함을
인지시킴. 코로나19는 장기간에 걸쳐 경제적 영향만 미치는 것이 아니라 좀더
근본적인 변화로 이끌 것임. 리차드 하스에 의하면, 적어도 몇년간은 각국이
국내문제에 좀더 집중할 것임. 공급 망의 취약성에 따른 선택적 자급자족은
결과적으로 탈동조화로 이끌 것임. 또한 대규모 이민에 대한 더 대대적인 반대가
나타나고 기후변화와 같은 지역적 또는 세계적 문제들에 대한 의지와 헌신에
제동이 걸릴 것임.
코리 샤케는 미국의 세계적 지도력이 실패했다고 말함. 코로나사태는 수많은
국제기구와 신속한 정보제공으로 크게 약화되었을 수 있으며, 정부들에게 준비와
지시를 할 수 있는 시간을 줄 수 있었음. 이는 미국이 할 수 있었던 일이지만
실패했음. 마지막으로 니콜라스 번스는 모든 나라에서 의료진, 정치지도자, 일반시민
등 인간정신의 힘이 회복력, 효과 및 지도력을 발휘하는 예가 많고 이는 개개인이
현 사태에 대응해 승리할 수 있을 것이라는 희망을 주고 있다고 봄.
https://foreignpolicy.com/2020/03/20/world-order-after-coroanvirus-pandemic/

3. 돌파구 혹은 위기? 코로나바이러스가 북한과의 긴장에 어떤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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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을 미칠 것인가?

Breakthrough or Crisis?

How Will Coronavirus Impact Tensions with North Korea?
The National Interest | Duyeon Kim | Mar. 22
트럼프의 “미국우선주의” 정책, 진보당이 여당인 한국의 4월 총선 및 격화되는
미·중 경쟁은 북핵문제를 무력화하고 있음. 이와 더불어 이번 코로나바이러스는
한반도의 외교안보 상황을 더욱 복잡하게 만듦. 북한은 지난 3월 발사체를 세차례
발사하고

포격

훈련을

감행했음.

이는

미국이

대응하지

않을

것이라는

김정은위원장의 자신감과 힘을 과시하는 일임.
북한은 미국의 대화 요청을 계속 거절했는데도 트럼프가 김에게 “코로나바이러스
퇴치를

돕겠다”는

내용의

친서를

보냈다고

22일(일)

밝힘.

그러나

미국

대통령선거까지 남은 8개월은 북한과의 협상에 충분한 시간이 아님. 만일 협상이
성립하면 북한이 일부 제재완화 같은 요구를 받거나 양측이 정상적 관계로 나아가
궁극적으로 한반도 평화체제를 수립할 기회가 될 것임.
https://nationalinterest.org/blog/korea-watch/breakthrough-or-crisis-how-will-coronavirusimpact-tensions-north-korea-135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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