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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러스 위클리 리뷰
I.

언론보도 Press
1. 전 미국관리들, 북한인권단체들에 대한 한국의 처우에 관해
질책해

Former US Officials

Chastise Seoul Over Treatment of N. Korean Rights Groups
Voice of America | Eunjung Cho | Aug. 13
공화당 및 민주당 출신의 전직 미국관리 13명이 12일(수) 문재인 대통령에게 공개
서한을 보내, 한국정부가 북한인권운동을 방해하고 있다고 비판함.
https://www.voanews.com/east-asia-pacific/former-us-officials-chastise-seoul-over-treatmentn-korean-rights-groups

2. 미국과 한국, 바이러스 확산하에 축소된 군사훈련을 개시해
US, South Korea to begin scaled-down military drills amid
virus spike
Defense News | Kim Tong-Hyung | Aug. 16
연기되었던 연례 한미연합훈련이 18일(화) 시작됨. 28일까지 이어지는 이 훈련은
코로나바이러스 확산으로 인해 주로 컴퓨터 시물레이션 전쟁시나리오와 관련된
낮은 단계의 훈련으로 더 축소해야 할 것으로 보임.
https://www.defensenews.com/news/your-military/2020/08/16/us-south-korea-to-beginscaled-down-military-drills-amid-virus-spike/

3. 주한미군, 서울의 환자급증으로 코로나19 경계태세를 상향해
US Forces-Korea Raises its COVID-19 Alert Status as Cases
Spike in Seoul
Military.com | Richard Sisk | Aug. 17
주한미군은 수도권의 확진자 증가를 고려한 예방차원에서, 한국내 모든 지역에
대한 공중보건 방호태세(HPCON)를 “브라보”로부터 “찰리”로 한 단계 격상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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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기에는 기지출입 제한 및 서울로의 이동제한이 포함됨.
https://www.military.com/daily-news/2020/08/17/us-forces-korea-raises-its-covid-19-alertstatus-cases-spike-seoul.html

4. 한국, 한화의 부산물공장으로 수소경제를 향해 일보 전진해
S Korea takes another step toward hydrogen economy with
Hanwha's byproduct plant
S&P Global | Sambit Mohanty, Charles Lee | Aug. 18
한화가 부생수소 연료전지 발전소의 가동을 개시함으로써, 한국은 더욱 대규모의
성장을 위한 신기술들을 신속히 적용하고 있음.
https://www.spglobal.com/platts/en/market-insights/latest-news/electric-power/081820-skorea-takes-another-step-toward-hydrogen-economy-with-hanwhas-byproduct-plant

5. 제8전투비행단, 군산 기숙사의 곰팡이에 대한 우려를 다뤄
8th Fighter Wing Addresses Concerns about Mold, Mildew in
Kunsan Dorms
Air Force Magazine | Jennifer-Leigh Oprihory | Aug. 18
제8전투비행단이 군산공군기지 기숙사의 곰팡이에 대한 우려를 비공식 페이스북
페이지에 게시함.
https://www.airforcemag.com/8th-fighter-wing-addresses-concerns-about-mold-mildew-inkunsan-dorms/

6. 고추장: 한국에서 유행하는 매운 음식
Gochujang: The trendy Korean food that burns
BBC | Erin Craig | Aug. 19
이 위험해 보일만큼 빨간 고추장은 한국의 맵고 단 맛에 중추적 역할을 하며, 모든
유명한 한식들에 약간의 매운 맛을 가미함. 이제 고추장은 세계로 나아가고 있음.
http://www.bbc.com/travel/story/20200818-gochujang-the-trendy-korean-food-that-burns

7. 북한지도자는

거창한

경제계획을

가졌었지만

인정해

실패했음을

North Korea’s

Leader Had Big Economic Plans. He Admits They’ve Failed.
The New York Times | Choe Sang-Hun | Aug. 19
김정은은

2016년

노동당대회를

30년만에

열고,

“위대한

사회주의국가”를

2020년까지 건설하기 위한 5개년 경제계획을 소개했음. 그는 13일(목) 그 계획이
실패했음을 인정하고 이제 새로운 길을 모색하려고 계획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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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nytimes.com/2020/08/19/world/asia/north-korea-economy-coronavirus.html

8. 김정은, 여동생 김여정에게 “더 많은 책임”을 부여해
Kim Jong-un gives sister Yo-jong 'more responsibilities'
BBC | Laura Bicker | Aug. 20
김정은이 김여정을 포함한 그의 보좌관들에게 더 많은 책임을 위임했다고 한국
국정원이 전함. 김정은이 여전히 “절대권력”을 행사하지만 그의 스트레스를 줄이기
위해 다양한 분야의 권한을 이양한 것이라고 함.
https://www.bbc.com/news/world-asia-53847400

II.

연구기관 간행물 Think Tank
1. “Untact”: South Korea’s plan for a contact-free society
“언택트”: 비접촉 사회를 위한 한국의 계획
World Economic Forum | Resamond Hutt | Aug. 11

한국정부는 시민들이 COVID-19의 확산을 저지하고 경제회복을 돕기 위해 비접촉
서비스를 이용하기를 원함. 한국에서 비접촉 경험이 점점 더 일상화되어가고
있으며,

심지어

“언택트”라는

단어까지

생겨남.

“언택트”

서비스는

온라인

쇼핑에서부터 음식주문 및 원격의료까지 다양함.
https://www.weforum.org/agenda/2020/08/south-korea-contactless-coronavirus-economy/

2. 한국에서의 미국기술 협력사례
The Case for U.S. Technology Cooperation in South Korea
The National Interest | Paul J. Saunders | Aug. 17
미·중경쟁이 갈수록 심화되는 상황에서 미국의 외교안보정책은 한미관계 전략에
관해 좀 더 폭넓게 생각해야 함. 신기술협력은 에너지신기술 개발을 위한 협력을
포함하여 미국의 대한관계에서 더욱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음. 미·중경쟁은 단순한
경제경쟁이 아니라 “기술경쟁”이기 때문임.
https://nationalinterest.org/blog/korea-watch/case-us-technology-cooperation-south-korea167092

3. 스캇 스나이더의 트럼프, 한국 및 “미국제일” 동맹정책에 관한
견해

Scott Snyder

on Trump, South Korea, and “America-First” Alliance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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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Diplomat | Shannon Tiezzi | Aug. 19
트럼프대통령의 임기가 끝나가고 있으므로 분석가들이 그의 유산들을 검토하기
시작함. 외교에서 거의 끊임없는 절망을 야기한 부분은 미국의 오랜 동맹국인
한국에 대한 무신경한 조치임. 이 동맹은 주한미군에 대한 한국의 금전적 지원에
관한 첨예한 협상을 경험함. 이에 대해 미국외교협회 스캇 스나이더 미한정책국장과
회견했음.
트럼프행정부의 주한미군 감축설에 대해 얼마만큼 심각히 받아들여야 하는지에
대한 질문에 대해, 스나이더는 “한국과 같은 동맹국을 무임승차자라고 하는 그
대통령의 오랜 믿음을 묵살하는 것은 스스로 위험을 감수하는 것이기 때문에,
한국은 미국의 정부, 의회 및 여론이 강력히 지지하고 있다는 면에서 운이 좋다.
그들의 지지가 주한미군 감축에 따를 정치적 위험이나 비용을 늘렸지만, 만약
한국이 트럼프 트위터의 목표물이 된다면 미국의 민심이 흔들릴 수 있다.”고 말함.
https://thediplomat.com/2020/08/scott-snyder-on-trump-south-korea-and-america-firstalliance-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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