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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언론보도 Press
1. 한국의 좀비기업들은 무서워
Korean Zombie Companies Are Scary
The Wall Street Journal | Mike Bird | Dec. 18

2016년 영화 “부산행”, 2019년 넷플릭스 드라마 “킹덤” 같은 한국판 좀비 물들이
각각 세계를 풍미했다면, 내년에는 한국의 좀비기업들이 주목을 받을 것임. 좀비 기
업이란 3년 연속 이자를 내기에도 넉넉하지 못한 실적을 기록한 회사를 의미함.
전부터 있던 한국의 기업부채문제는 역병만연으로 인해 더 커짐: 비금융기업의 세
력이 다시 1990년대 후반 아시아금융위기 이전 수준으로 확장했고 가계부채는 GDP
의 약100%에 달함.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좀비기업 문제에서 수익성이 낮은 대기
업을 대출로써 지원한 국책은행의 책임이 작지 않다고 말함.
인도와 중국도 유사한 문제를 겪고 있는데 그 원인은 불량한 금융관행이 부채를
크게 늘리고 경제성장을 억압한 데 있음. 과도한 민간부채가 일본형 재무상태표의
침체위험을 키우고 있기 때문에 좀비기업 문제는 한국에게 매우 중요함. 한국은 불
충분한 경제적 지원으로 인해 경제가 발목을 잡히지 않도록 함과 아울러 좀비 문제
와 싸워야 함.
https://www.wsj.com/articles/next-years-korean-zombie-thriller-its-companies-11608208640

2. 이상한 북한부지에서 핵부품을 제조 중일지 모른다고 보도해
Mysterious

N.

Korea

site

may

be

building

nuclear

components, report says
Reuters | Josh Smith | Dec. 18
새로 나온 한 보고서는 북한 강선의 이상한 시설에서 핵폭탄 부품을 생산하고 있
는 것 같다고 함. 개방형 분석가팀은 2018년 평양 남서쪽 변두리에 위치한 강선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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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핵폭탄의 연료가 되는 우라늄을 비밀리에 생산중인 것 같다고 최초로 공개함. 북
한은 숨겨둔 핵시설의 보유를 부인하고 있으며, 비핵화회담은 북한이 관련프로그램
을 모두 밝히지 않는다는 미국의 주장에 머물러 있는 상태임.
이 은밀한 부지는 북한이 생산하는 핵무기의 수를 예측하기 어렵도록 할 것임. 몇
몇 분석가들은 강선이 우라늄 생산기지일 가능성이 있지만 확실한 근거는 없다고
말함. 국제원자력기구(IAEA)도 이와 관련된 특징을 찾았으나, 북한이 2009년 조사관
들을 추방하여 확실히 답할 수는 없다고 밝힘.
https://www.reuters.com/article/us-northkorea-nuclear-idUSKBN28S1SC?mkt_tok

3. 한국, 샌디에고 출신인의 40년전 호의를 코로나19 “생존상자”로
보답해

South Korea returns a

San Diegan’s 40-year-old favor with a COVID-19 ‘survival box’
Los Angeles Times | John Wilkens | Dec. 20
폴 코트라이트는 40년전 빈곤, 질병 및 전쟁을 겪고 있는 개발도상국들을 돕는
봉사단체인 미국평화봉사단의 일원으로 한국에 파견됨. 한국은 지난달 미국에서 코
로나바이러스 감염사례가 급증했을 때 과거의 평화봉사단원들에게 “코로나19 생존
상자”를 보내 호의에 보답했음.
코트라이트는 과거 한국이 매우 가난했을 때도 자신에게 식량을 나눠줬던 일을
아직도 기억하면서, 최빈국 중 하나였던 한국이 40년이 지난 지금 코로나바이러스
에 미국보다 더 잘 대응하고 이런 생존상자로 감사를 표시한 것이 놀랍다고 말함.
그는 과거 한국에서의 경험이 자신의 개발도상국 실명예방사업으로 이어지는 등, 한
국으로부터 받은 것이 많았기 때문에 이번의 생존상자가 더 감동적이었다고 밝힘.
https://www.latimes.com/california/story/2020-12-20/south-korea-san-diegan-covid19survival-box

4. 한국, 중국 및 러시아 항공기의 방공구역 침입에 대해 긴급발진
해

South Korea scrambles jets

as Chinese, Russian aircraft enter air defence zone report says
Reuters | Dec. 22
한국합동참모본부는 22일 “중국항공기 4대와 러시아항공기 15대가 동해 상 한국
방공식별구역(KADIZ·)에 진입했다가 이탈했다”고 밝힘. 합참은 “우리 군은 중국군용
기가 KADIZ에 침입하기 전에 한중 직통망을 통해 통상적 훈련이라는 정보를 교환
했다”면서, “이번 상황을 중러러의 연합훈련으로 평가하고 있으며 추가적 분석이 필요
하다”고 함.
한국외교부는 중국과 러시아에게 유감을 표시하고 재발방지를 촉구함. 자오 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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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중국외교부 대변인은 “이번 작전은 중국과 러시아 양국군이 연례 협력계획에 따
라 실시한 것이며 제3국을 겨냥한 것은 아니다”면서, “이번 훈련과정에서 중·러 양
국군은 관련 국제법과 규정을 준수했고 타국의 영공에 진입하지 않았다”고 밝힘.
https://www.reuters.com/article/us-southkorea-china-russia/s-korea-scrambles-jets-aschinese-russian-aircraft-enter-air-defence-zone-idUSKBN28W139

II.

연구기관 간행물 Think Tanks
1. 한일관계와 바이든 요인
Japan-South Korea Relations and the Biden Factor
Council on Foreign Relations | Dec. 21

한일관계는 1965년 정상화 이후 지난 2년간 최저점을 찍고 있음. 이는 2018년 10
월 한국대법원이 일본기업들은 강제징용 피해자에게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
을 내린 데서 시작되었음. 이 외교적 난국은 경제 및 안보 분야로 까지 번짐. 일본
은 수출통제 조치를 강화하고 한국을 백색목록(white list)에서 제거했음. 이에 대해
한국은 일본이 수출통제 조치를 철회하지 않으면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을 종료하겠다고 엄포를 놓았음. GISOMIA의 종료는 한러미러일 3자 안보협력의 해소
를 촉발시킬 것임.
스가 요시히데 일본총리는 한일관계를 개선하고자 하며 조 바이든 미국대통령 당
선인은 동맹관계를 재건하겠다고 밝히는 등 두 나라 지도부의 변화가 한일관계에
새로운 계기를 마련하고 있음. 미국은 일반적 가치로의 복귀와 두 동맹국간의 전략
조정에서 적극적 역할을 수행해야 하며 한일 양국간의 문제에 명시적으로 개입하지
는 말아야 함. 미러일 및 한러미 안보동맹의 관리 및 북한문제에서 한러미러일 3자협력을
재강화해야 함.
또한 미국은 인도태평양에서 대중정책에 관한 전략적 제휴를 촉진하고 조정해야
함. 동맹국들은 동북아시아 및 인도태평양을 넘어, 코로나19, 보건, 기후변화, 재생가
능 에너지, WTO 개혁 등에서 범세계적 협력을 추구해야 함. 세계보건과 관련한 미
러일 동반자관계가 수십년간 칭송되었으나 코로나19로 인해 관련협력이 거의 다 사
라졌음.
미일계는 기존관계의 토대 위에 재형성되어야 할 것임. 미국과 일본은 양국관계
뿐만 아니라 ACT-Accelerator 등 범세계적 관계도 바라봐야 함. 미러일의 지도부는
아시아지역 차원에서 변화도 가져올 수 있음. 양국, 지역 및 세계라는 세 단계에서
의 협력은 세계보건에 관한 미일관계를 회복시킬 수 있는 중요한 첫 단계가 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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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
https://www.cfr.org/blog/global-health-needs-us-japan-partnership

2. 러시아의 대북한 영향력 감소
Russia’s Waning Influence on North Korea
Carnegie Moscow Center | Andrei Lankov | Dec. 21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정책이 어떨지 말하기는 어렵지만 바이든은 김정은을 폭력
배로 묘사해왔고, 북한이 핵포기에 동의할 경우에만 회담을 갖겠다고 밝혔음. 한편
미국민주당관련 전문가들은 양국 모두가 타협의 필요성을 수용함이 유일한 방법이
라고 말함. 한국 및 중국의 외교부는 북한의 ICBM 발사와 같은 극단적 조치의 선택
을 만류중임.
한반도에서 수십년간 영향력이 제한적인 러시아는 바이든 행정부 하에서도 영향
력이 감소할 것임. 러시아는 중국과 달리 최근 30년간 경제원조를 거의 하지 않았
기 때문에 북한에게 경제적 압력을 행사할 수 없음. 북·러간 무역규모도 수억 달러
정도로서 수십억 달러 규모인 중국에 비해 매우 작음. 또한 2014년이래 미러 갈등
으로 인해 러시아의 중재기회가 감소하여 북한은 러시아의 중재효과를 믿을 수 없
게 됨.
러시아는 북한에 대해 독자적 정책을 전개하려고 노력하거나 중국의 힘에 편승하
여 이 상황을 받아들이는 두 가지 선택이 있음. 바이든 행정부 하에서 수동적인 입
장을 취하고 중국의 주도를 따르는 두번째 시나리오의 가능성이 더 커 보임. 영향력
행사의 감소가 반드시 나쁜 것은 아님. 이는 현실에 맞는 최선의 정책이 될 수 있
음.
https://carnegie.ru/commentary/83506

3. 북한사람들을 어둠속에 버려 두지 말라
Don’t Leave North Koreans in the Dark
Foreign Affairs | Jieun Baek | Dec. 21
현재 한국의 활동가 수천명이 국경너머 북한사람들에게 USB기기 등으로 정보전
달을 돕고 있음. 북한은 이들을 범죄자로 취급함. 한국 여당이 북한에 대한 대중매
체 및 정보의 유통을 각종수단으로 금지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는데, 이는 한국도 그
들을 범죄자로 취급하는 것과 마찬가지임. 이 법안은 북한 김정은 체제를 회유하고
남북간 화해를 위한 것이지만 북한의 인권탄압을 직접 방조하고 부추길 뿐임.
한국정부는 북한으로의 정보공급을 금지할 것이 아니라 지원해야 함. 이 법은 국
경간 긴장을 영속적으로 해소하지 못할 것임. 여당은 미국도 이 조치를 환영할 것이
라고 생각하지만 조 바이든 미국대통령 당선인은 인권증진을 위한 노력을 계속해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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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때문에 바이든 행정부가 과연 이 법안을 수용할지 의문임.
한국정부는 기술혁신을 활용하여 정보를 북한에 전달하는 사회단체들을 조용히
지원해야 함. 바이든 행정부는 북한인권 및 한국시민의 자유권 보호를 지지한다는
입장을 명백히 밝히고 문재인 정부가 이 법안을 철회하도록 제안해야 함.
https://www.foreignaffairs.com/articles/asia/2020-12-21/dont-leave-north-koreans-dark

4. 한국, 대북 전단살포 풍선을 금지하여 외교정책문제가 뒤따를
전망

South Korea Bans Balloons Carrying

Leaflets to the North. Foreign Policy Problems Will Follow
CSIS | Robert R. King | Dec. 22
대북 전단살포 금지법은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민간단체가 북한으로 보내는 모든
물적지원을 막는 것으로서, 대북 전단살포, 확성기방송 외에도 현수막 게시 등을 한
사람에게 3 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 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함. 이 법안은
야당의 반대에도 불구, 민주당의 압도적 다수의석으로 인해 국회에서 통과됨.
강경화 외교부장관은 대북 전단살포 금지법과 관련, "표현의 자유가 중요하지만
때에 따라 제한될 수 있다"고 밝힘.
이처럼 김여정의 하명에 따라 법안을 신속히 처리함은 한국정부가 북한의 요구에
과도히 응하는 것처럼 보여 위험함. 이런 대응은 북한과 협상할 한국의 능력을
약화시킴. 한국의 조기 항복은 북한으로 하여금 앞으로 더 강경한 입장을 취하도록
부추길 뿐임. 이 법안의 유효성에 대한 반대자들은 대북전단살포가 외부정보를
북한에 전달하는 데 중요하다고 주장하는 반면, 지지자들은 이것이 환경문제 및
대남도발의 위험성을 갖는다고 말함.
랜드연구소는 대북전단의 전달여부가 풍향에 따라 달라지지만 선행보고를 보면
접경지역을 실제로 넘지는 않는다고 함. 최근정보에 따르면, 풍선으로 전달되는
대북전단이 외부정보의 주유입원은 아님. 다만 이것이 최고의 수단은 아니더라도
남한의 북한인권단체들에게는 중요한 역할을 함.
미국 등 한국동맹국들은 이 금지법에 대한 강한 반대의사를 표명함. 미국국무부
대변인은 21 일 이 입법에 대해 “북한주민들이 정권에 의해 통제된 정보가 아닌
사실에

근거한

정보에

접근하도록

함이

매우

중요하다"면서,

"미국은

범세계정책으로서 인권 및 기본적 자유의 보호를 지지한다"고 말함. 마이클 커비 전
유엔 북한인권보고관은 한국의 움직임이 새 미국행정부의 정책과 충돌을 불러올
것이라고 말함. 이는 결과적으로 양국국민 모두에게 중요한 한미관계에서 갈등의
원인이 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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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csis.org/analysis/south-korea-bans-balloons-carrying-leaflets-north-foreignpolicy-problems-will-follow

5. 북한 및 핵확산금지조약 선택에 대한 바이든의 접근법
Biden’s Approach to North Korea and the NPT Option.
Foreign Policy In Focus | John Feffer | Dec. 23
조 바이든 미국대통령 당선인은 트럼프 집권 이전의 미국 외교정책으로 되돌아가
겠다고 약속함. 바이든 신행정부의 정책은 동맹관계 강화, 세계문제에 대한 다자적
접근, 인권 및 민주적 규범의 재 강조, 중국 및 러시아 등 적대세력에 대한 선별적
관여의 촉진을 포함함.
하지만 북한은 이에 대해 열의가 없어 보이며, 다자회담보다 양자회담을 선호함.
또한 바이든 행정부는 북한에게 “연애편지”를 보내지 않을 것임. 새 행정부는 북한
의 비핵화를 위한 과거 미국의 다양한 전략적 실패와 마주함. 따라서 현실적 목표설
정을 통한 단계적 접근방식인 “원칙 있는 외교”로 대북정책을 수립할 것으로 보임.
바이든 행정부는 북한 핵무기프로그램의 제거 대신 그 힘을 제한하고 핵의 평화
적 이용을 허용하는 핵확산금지조약(NPT)을 선택할 것임. 미국이 경제제재 완화 및
청정에너지 대안과 무기제한 조치를 교환하는 방식으로 북한에게 접근할 수 있음.
NPT 선택지는 단계적 접근방식의 실용성과 과학적 협력의 새로운 비전을 드러냄.
https://fpif.org/bidens-approach-to-north-korea-and-the-npt-o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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