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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언론보도 Press
1. 미국, 코로나바이러스 퇴치를 위한 대북원조를 지지해
U.S. Supports Aid to North Korea for Fighting the Coronavirus
The New York Times | Choe Sang-Hun | Feb. 14

미국은 북한에서 코로나바이러스와 싸우고 있는 국제원조기구를 돕기 위해 대북
인도적 지원을 승인할 것이라고 함. 북한은 신종코로나바이러스에 관한 그 어떤 사
례도 보고한 바 없음. 북한은 바이러스를 피하기 위해 중국 발 항공기 및 열차의 운
행을 중단하는 등 적극적 태세를 취함. 하지만 지난주 익명의 정보원으로부터 북한
에서 최근 바이러스와 관련될 것으로 의심되는 사망 사례가 있었다고 전해졌으나
진위여부는 판단할 수 없음. 국제적십자사는 금주 지원금을 북한적십자사에 송금토
록 하는 제재 면제를 요청함.
https://www.nytimes.com/2020/02/14/world/asia/coronavirus-north-korea-sanctions.html

2. 아랍세계 최초의 원자로 가동이 승인돼
Arab World’s First Nuclear Reactor Cleared for Startup
Bloomberg | Mahmoud Habboush | Feb. 18
아랍에미리트연합(UAE)은 아랍지역 최초의 상업용 원자력발전소 건설을 위한 최
종조치를 취함. 한국전력공사(KEPCO)와의 합작으로 건설 및 운영되는 이 원자력발
전소는 이제 연료를 공급하기 시작했고 수개월내에 상업 운영을 시작할 수 있음. 사
우디아라비아 및 이집트 등 다른 아랍국가들도 비용 및 안전성에 관한 염려에도 불
구, 원자력발전을 추진하고 있음.
https://www.bloomberg.com/news/articles/2020-02-17/atomic-arabia-u-a-e-reactor-passesfinal-hurdle-to-start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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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세계보건기구, 북한에 코로나바이러스 사례의 “징후가 없다”고
말해

World Health Organization says

there are ‘no indications’ of coronavirus cases in North Korea
CNBC | Feb. 19
한국의

일부

언론은

코로나바이러스가

북한에

퍼졌다고

보도했으나,

세계보건기구(WHO)는 그럴만한 증거가 없다고 전함. 중국에서 코로나바이러스로
2,000명 이상이 사망한 시점에서 북한의 의료시설의 제반 열악함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음.

북한은

중국

발

철도

및

항공편을

전면

금지시켜

코로나바이러스에 대응하고 있음.
https://www.cnbc.com/2020/02/19/who-says-no-signs-of-coronavirus-cases-in-northkorea.html

4. 중국이 사례의 증가를 보고함에 따라 코로나바이러스가 G20
의제에 올라
Coronavirus on G20 agenda as China reports uptick in cases
Reuters | Pei Li, Se Young Lee | Feb. 21
중국은 21일(금) 신종코로나바이러스의 급증으로 인한 산둥교도소 등 후베이성 밖
교도소들에서의 200건 이상 양성 확진 판정이 보도되었으며, 관계당국이 발병에
책임을 지는 고위공무원을 해임했다고 전함. 이에 따라 세계 경제성장의 위기가
증대하는 가운데, 코로나바이러스는 다가올 G20재무장관회의의 주요 안건이 될
것임. 일본 및 싱가포르는 불황 직전에 있으며, 바이러스 발생이 범세계적 공급
망을 뒤집자 한국의 2월 대중국 수출량이 20일간 곤두박질치는 상황에 이름.
G20재무장관들이 회의를 준비하고 있는 일방 IMF는 세계 경제성장에 바이러스가
미치는

여파를

설명하기에는

아직

이르다는

입장을

표명함.

크리스탈리나

게오르기바 IMF총재는 바이러스의 여파가 V자곡선의 형태를 띨 것이며 중국이
급격한 하락에 뒤이어 바이러스 봉쇄 후 급속한 회복탄력성을 보이기 바란다고
밝힘. 그러나 바이러스의 여파가 U자곡선 같이 오래 지속되는 경우의 시나리오를
배제하는 것은 아니라고 함.
https://www.reuters.com/article/us-china-health/coronavirus-on-g20-agenda-as-chinareports-uptick-in-cases-idUSKBN20F01P

5. 미국과 한국이 군주둔비용분담 합의에 이르는 데 실패할 수
있다는 우려가 증가하고 있어

Concern growing US

and South Korea could fail to reach an agreement on troop
2

cost-sharing
CNN | Barbara Starr and Kylie Atwood | Feb. 21
미국방부

고위관료들에

따르면,

트럼프행정부와

한국이

방위비분담협상에서

합의를 이루지 못할 수 있을 것이라는 우려 속에서 미국의 국가안보 위기가 나오고
있음. 4월초까지 새로운 합의에 도달하지 못할 경우, 미군 시설과 관련된 다양한
직종에 종사하는 9,000여명의 한국인들이 일시적으로 해고될 수 있으며, 이는
북한과의 긴장 속에서 미군의 임무를 저하시킬 수 있는 움직임 임.
현재

한국은

10억달러에

가까운

비용을

매년

지불하고

있지만

트럼프는

동맹국들이 그들 스스로를 위한 국방에 더욱 힘쓰기 원해 비용을 50억달러에
가까운 금액으로 늘릴 것을 요구함. 한국의 총선과 트럼프의 재선이 다가옴에 따라,
양측 모두 합의를 위한 많은 노력을 경주하지 않고 있으며 해결책을 곧 얻을 수
있다는 기대를 꺾고 있음.
https://edition.cnn.com/2020/02/20/politics/us-south-korea-troops-costs/index.html

II.

연구기관 간행물 Think Tanks
1. 미국과 동맹국들에게 더 나은 지역방위태세
A better regional defense posture for the US and its allies
Pacific Forum | Gibum Kim | Feb. 14

감퇴하는 미국의 군사적 및 기술적 우월성이 미국과 동맹국들간 네트워크의
중요성을 극대화하고 있음. 러시아 및 중국을 포함한 미국의 잠재적 적대국들은
미국의 동맹관계 구축을 약화시키는 방안을 찾고 있음. 미국과 동맹국들간의 문제는
지역 맞춤형 제재의 구조를 강화하도록 해결되어야 함. 첫번째 문제는 미국과
아시아 동맹국들간의 인식 차이임. 중국에 대한 인식의 차이가 존재하며, 한국은
서해와 동해 상 중국의 군사활동을 우려하고 있음.
2018년 미국 국방전략보고서에는 동맹국과 네트워크의 중요성이 강조되어 있음.
미국이 모든 비용을 홀로 감당해낼 수 없기 때문에 다른 동맹국들간의 관계가
중요함. 핵무기를 보유한 적대국들에 대해 우위를 차지하기 위해서는 미국과
동맹국들이 위협 인식의 차이를 줄이기 위한 역량을 기르는 데 투자해야 함. 가령
미국이 한국 및 일본과 같은 동맹국과 정보공유 네트워크를 형성한 것과 같은
방법으로 위협 인식에 관한 의견의 일치로 나아가야 할 것임.
https://mailchi.mp/pacforum/pacnet-5-hong-kong-hurts-itsel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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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우위의 대가(代價), 미국이 세계를 지배하지 말아야 하는 이유
The Price of Primacy, Why America Shouldn’t Dominate the
World
Foreign Affairs | Stephen Wertheim | March/April 2020
미국은 냉전 이후 미국의 입맛에 맞춰 국제정세를 형성할 기회를 얻었음. 미국은
세계와 조화를 이루며 평화롭게 사는 길을 택할 수도 있었지만, 군사적 위협으로부
터 우위를 차지하는 대규모전략을 채택함. 이 전략은 소수의 이익을 증진하지만, 다
수의 장기적 이익을 위협하는 범세계적 통합의 형태임. 미국은 군사적 우위 추구를
버리고 다수를 위한 더 많은 기회를 창출하는 데 집중해야 함.
미국의 차기대통령은 소위 암살 작전을 축소해야 함. 의회는 피해자들을 대신해
사후처리 소송을 심리할 권한을 연방법원에 부여함으로써 대통령의 불법적 공격을
막을 수 있음. 미국은 테러와의 전쟁을 해제하는 것을 넘어 불필요한 적을 떨쳐버려
야 함. 특히 미국은 북한이 완전히 비핵화 할 것이라는 환상을 버려야 함. 그 대신
미국은 북한과의 관계를 정상화하고 한반도 평화구축 방안을 찾아야 함. 이는 14년
정도를 북한의 핵 역량과 함께 살아온 한국 및 일본으로의 확산을 막을 것임. 혹자
는 핵문제를 길들이고 싶어 하겠지만, 김정권의 위협은 자신들이 더 이상 포위되지
않았다고 생각하는 경우에만 줄어들 것임. 미국은 폭탄과 총알이 고칠 수 없는 문제
들을 떠맡는 데 영향력을 활용해야 함. 이것이 가장 넓은 관점에서의 대규모 전략이
며, 다수를 위한 대규모전략은 다수에 의해 요구되어야 함. 그래야만 그들의 지도자
가 공익을 추구할 것임.
https://www.foreignaffairs.com/articles/afghanistan/2020-02-10/price-primacy

3. 한국의 수중무인기를 위한 길을 열어
Make Way for South Korea’s Underwater Drones
The Diplomat | Sukjoon Yoon | Feb. 19
문재인대통령은 “국방개혁 2.0” 프로그램을 추구하고 있으며, 그 중에는 대한민국
해군의 혁신적 계획을 포함하고 있음. 이 계획에는 최첨단 수중 기술의 개발을 우선
하는 것과 기술혁신을 통한 강력한 해상군사력을 창출하는 것이 포함됨. 무엇보다도
계획하는 새로운 기술이 기존 운영체제에 통합되도록 함이 우선돼야 함.
이 계획은 북한의 위협에 대비한 대응책이기도 함. 북한이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
(SLBM)을 시연한 2019년 10월2일 이후 무인수중체가 대응책으로 거론되었음. 효과
적인 무인수중체를 개발하기 위한 기술 및 운영상의 어려움을 극복해야 할 것임.
https://thediplomat.com/2020/02/make-way-for-south-koreas-underwater-dron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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