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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언론보도 Press
1. 한국 정부, 미얀마 폭력을 규탄하고 수찌의 석방을 촉구
South Korea Condemns Myanmar Violence, Urges Release of Suu Kyi
<Bloomberg | Jeong-Ho Lee | Mar. 6>
문재인 대통령은 미얀마에 있는 국가고문 아웅산 수찌 여사를 비롯해 구금된 인사들의
즉각적인 석방을 촉구함.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군사 쿠데타 대응책을 검토하고 있음. 안
보리 회원국들은 이번 사태에 대한 추가 성명을 협상하고 있지만, 외교관들은 러시아와
중국이 군에 대한 제재를 지지할 가능성은 낮다고 전망함.

2. 한 ·미 협상단, 방위비분담협상 타결
U.S., South Korean Negotiators Reach a Cost-Sharing Accord on Troops
<The Wall Street Journal | Michael R. Gordon, Andrew Jeong | Mar. 7>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협상이 타결됨. 한미 양국은 한반도에 주둔하고 있는 미
군의 방위비 분담금 문제를 둘러싼 분쟁을 해결할 새로운 협정에 합의함. 이번 협정은 한
국의 방위비분담금 증액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며 2026년까지 유효함.

3. 북한에 대한 조속한 신호가 외교의 문을 여는 열쇠로 보여져
Early Signals to North Korea Seen as Key to Keeping Door Open to
Diplomacy <Voice of America | Christy Lee | Mar. 7>
전문가들은 바이든 행정부가 북한에 조속한 신호를 보낼 것을 촉구하고 있음. 미 해군
분석센터 켄 고스 국장은 회담을 위한 초기 신호를 보내지 않는 것은 위협을 제기할 수
있는 자유이용권을 북한에게 주는 것과 같다고 말함.

4. 단독: 내달경 바이든의 대북정책검토 완료 예상 – 미국 고위관계자
Exclusive: Biden North Korea review expected ‘in next month or so’ senior U.S. official <Reuters | David Brunnstrom, M. Martina | Mar. 10>
한 미국 고위관계자에 따르면,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정책검토가 내달 이내 완료될 것
이며 북한 문제는 미국, 일본, 호주, 인도의 쿼드 정상회담에 이어 블링컨 국무장관, 오스
틴 국방장관의 방일, 방한에서도 핵심 주제로 다뤄질 것임.

5. 중국·이란·북한, 일방적인 무력 제재에 반발하고자 UN에 지원 요청
China, Iran, North Korea seek support at U.N. to push back against
unilateral force, sanctions <Reuters | Michelle Nichols | Mar. 12>
중국과 러시아, 북한, 이란 등의 16개국과 팔레스타인은 트럼프의 미국 우선주의를
벗어나 다자참여를 추구하는 바이든 정부에 맞서기 위한 연합체를 구성하려 함. 이들은

유엔 헌장을 수호한다는 명목을 내세우나, 자국 내 기본권과 인권부터 존중해야 한다는
비판도 있음.

II. 연구기관 간행물 Think Tanks
1. 동남아시아가 한국의 민주화 모델을 따를 수 있을까?
Can Southeast Asia Follow South Korea’s Democratization Model? <The
Diplomat | Choi Seong Hyeon | Mar. 5>
미얀마, 태국, 홍콩에서의 민주주의에 대한 요구 증가에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음: 정부
에 대한 대중들의 항의를 나타냄. 현재의 동남아시아와 홍콩의 민주화 운동은 27년간의
민주화 시위와 행동주의로 나타났던 과거 한국과 닮음. 장기적으로, 동남아시아에서의 시
위들은 1987년 한국과 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으나 최근 동남아시아의 민주화운동과 두
가지 차이가 있음. 첫째는 '민주주의' 자체에 대한 취급 방식과 둘째로는 1980년대 동북
아시아와 2020년대 동남아시아가 비교될 수 없다는 점임. 한국이 동남아 민주화의 롤모
델이 될 수는 있지만, 더 많은 도전에 직면할 가능성이 있음. 동남아시아의 권위주의 국
가들이 민주주의 수용 의향이 있는지는 불확실함.

2. 새로운 한미 합의가 동아시아 안보를 증진시킬까?
Will the New U.S.-South Korea Deal Boost East Asian Security? <CFR |
Scott A. Snyder | Mar. 11>
방위비 분담에 대한 새로운 합의는 바이든 행정부가 동맹 관리 차원이 아닌 동맹 강화
로 초점을 옮겨 중국 및 북한 관련 문제 해결에만 집중할 수 있다는 데 의의가 있음. 그
러나 중국과 북한 중 무엇을 더 우선순위로 둘 것인지에 대한 한미 간 견해 차이가 여전
한 과제로 미국의 중국 저지에 한국이 동참하도록 압박할 것이며 한국은 미국에 북한과
의 합의를 요구할 것임.

3. 바이든은 어떻게 쿼드를 운영할 수 있을까
How Biden Can Make the Quad Endure <CEIP | Evan A. Feigenbaum, James
Schwemlein | Mar. 11>
미국이 주도하는 안보협의체 쿼드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중국 견제에 초점을 둔 4개국
구성에서 폭넓은 인도-태평양 지역 특별연합체로 재구성되어야함. 쟁점에 따라 특별한 지
역 파트너 국가들이 쿼드에 교대로 참여하는 방식이 요구되며, 인도네시아와 뉴질랜드,
한국이 관련 지역 민주주의 동맹국가로서 그 대상임. 특히 한국은 쿼드 참여국들의 산업
공급망 문제에 관해 원거리 통신 장비 분야의 특별 파트너로 고려될 수 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