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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언론보도 Press
1. 미국, 중국에 관해 대놓고 말하라고 일본 및 한국에게 촉구해
U.S. urges Japan and South Korea to speak out on China
Reuters | Nov. 13

미국은 일본 및 한국이 중국과의 교역관계에도 불구, 중국의 소수 이슬람교도에
대한 처우와 홍콩 및 대만에 대한 행동에 강력히 대응할 것을 13일(금) 촉구함.
일본과

한국은

중국이

지원하는

아태지역

13개국과의

포괄적

지역경제동반자협정(RCEP)에 금주말 가입할 예정이며, 미국의 우방국들을 향한
이례적으로 직설적인 언급은 마크 내퍼 국무부 한일부차관보로부터 나온 것임.
내퍼는

또한

한국, 일본,

대만

및

동남아국가들에게,

중국으로부터

자국민의

데이터가 보호되도록 미국과 서로 협력함이 중요하다고 강조함.
https://www.reuters.com/article/idUSKBN27T291

2. 조 바이든, 북한의 도전 중에 한미관계 재설정을 모색해
Joe Biden seeks a reset in US–South Korea relations amid
North Korea challenges
Deutsche Welle | Frank Smith | Nov. 13
바이든 후보가 미국대선에서 승리하면서 한국은 다자외교 접근법으로 복귀할 수
있어 보임. 바이든은 12일(목) 문재인 대통령과의 전화통화에서, “한국에 대한
방위공약을 확고히 유지하고 북핵문제 해결을 위해 긴밀히 협력할 것”이라고 전함.
방위비분담금 문제와 관련해서는 한국이 바이든을 상대하는 데 더 수월해질 수
있음. 트럼프 대통령은 연간 50억달러로 5배 증액하고 매년 재협상할 것을
요구했고,

이런

요구가

관철되지

않으면

미군병력을

완전히

위협했음. 반면, 바이든은 한국과의 동맹관계를 강화하겠다고 밝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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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수시키겠다고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문제에서 김정은과 사랑에 빠졌다고 말했지만, 2019년 2월
하노이에서의 정상회담은 어느 쪽의 양보도 없이 끝나 교착상태가 지속되고 있음.
바이든은 김위원장과 연애편지를 교환할 것으로 보이지 않으나, 바이든의 접근법은
북한이 익숙한 도발로 되돌아가도록 할 가능성을 높임. 그는 대북 압박보다는
남북관계를 우선시해야 한다는 한국정부의 정책에 동의하지 않을 수도 있음.
https://www.dw.com/en/joe-biden-seeks-a-reset-in-us-south-korea-relations-amid-northkorea-challenges/a-55594386

3. 미국,

역사적인

실험에서

해상발사미사일로

성공적으로 요격해

ICBM을

US successfully

intercepts ICBM with ship-launched missile in historic test
ABC News | Luis Martinez | Nov. 18
미국 미사일방어청(MDA)은 태평양 마셜군도 인근에서 발사된 가상 대륙간
탄도미사일(ICBM)이 미해군 소속 이지스함이 하와이 근처에서 발사한 SM3블록2
미사일에 의해 격추됐다고 밝힘. 미국과 일본이 공동개발한 이 요격미사일은
미사일공격

감지장치의

추적정보를

이용해

목표물을

격추했음.

당초

중거리탄도미사일(IRBM) 요격을 위해 고안된 SM3이 이제 ICBM의 위협에 대응할
수 있음을 보여줌.
https://abcnews.go.com/US/us-successfully-intercepts-icbm-ship-launched-missilehistoric/story?id=74248760

II.

연구기관 간행물 Think Tanks
1. 북한에 새로 관여하기 Engaging North Korea Anew
Foreign Affairs | Victor Cha | Nov. 17

바이든의 북핵정책은 과거의 정책요소와 새로운 요소를 결합해야 할 것임. 첫째,
영변 핵 단지 안팎에서 플루토늄 및 우라늄을 연료로 하는 핵개발과 핵분열물질
생산의 중단을 꾀해야 함.
둘째, 바이든은 협상의 초점을 핵무기 개발 중단으로부터 새로운 관계 마련으로
전환해야 함. 새로운 관계를 위해 평화협정, 북한인권 대화, 북한의 안전보장,
북한의 무기, 물자 및 기술 수출금지 공약 등을 통해 관계정상화를 모색할 수 있을
것임.
다음으로 북한과의 회담은 냉전시대의 전례에 따라 단기적인 군사력 축소 및
군비감축에 초점을 맞춰야 함. 북미는 핵 억제 회담을 시작하고 핵안보를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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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사일 사거리 및 탑재량의 제한을 이어가야 함.
위의 전략들은 동맹국들과 함께할 때 더 효과적임. 바이든이 트럼프와 달리, 한국
및 일본과의 방위비분담금 협상, 합동군사훈련, 미사일방어훈련, 전략적 군사협력,
공습훈련 재개 등을 통해 동맹관계를 발전시켜 나간다면 좋은 성과가 있을 것임.
https://thebulletin.org/2020/11/after-bidens-election-victory-whats-north-koreas-next-move/

2. 한국, 코로나19의 또다른 발생 가능성에 직면해
South Korea Faces Another Possible Outbreak of COVID-19
The Diplomat | Mitch Shin | Nov. 17
질병관리본부의

발표에

따르면,

17일(화)

한국에서

230명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발생하여 재확산 우려를 낳음. 방역당국은 확산세에 대응하기 위해 20일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를 1.5단계로 격상할 예정임. 이는 국민의 반발에도 불구,
재확산을 진정시키기 위한 조치였음.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은 이로 인해 다시
자금난에 직면할 수 있음.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2~4주 후 일일 신규 확진자가
400명 가까이 발생할 수도 있다고 발표함.
https://thediplomat.com/2020/11/south-korea-faces-another-possible-outbreak-of-covid-19/

3. 바이든 당선 후, 북한의 다음 움직임은 뭔가?

After

Biden’s election victory, what’s North Korea’s next move?
Bulletin of the Atomic Scientists | Duyeon Kim | Nov. 18
북한은 바이든의 대통령당선과 함께 두가지 시나리오의 도발을 감행할 수 있음.
첫째, 대륙간탄도미사일(ICBMs) 및 핵무기의 실험을 진행할 수 있음. 북한은 실험을
통해 향후 협상에서의 우위를 확보하고, 기술력을 발전시키며, 바이든 행정부에
대한 시험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것임. 도발이 이뤄진다면 1~3월 중으로 예측됨.
혹은 단거리미사일,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s), 핵미사일 잠수함, 핵잠수함
등을 계속해서 실험하면서 전투능력을 실질적으로 향상할 수도 있음. 이와 같은
북한의 선택은 바이든 행정부의 태도 및 정책에 대한 인식에 따라 달라질 수도
있을 것임.
https://thebulletin.org/2020/11/after-bidens-election-victory-whats-north-koreas-next-move/

4. 미국, RCEP 출범 후 TPP에 시급히 재합류할 필요가 있어
After RCEP’s Launch, the US Urgently Needs to Rejoin the TPP
The Diplomat | Ho-fung Hung | Nov. 18
아시아태평양지역 15개국이 참여하는 포괄적 역내경제동반자협정(RCEP)이 지난주
체결되었음. 이는 보호무역주의 및 고율관세 체제 내에서 중국주도 하 세계화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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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임.

RCEP

조항들은

신

북미무역협정(USMCA)

및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과 달리 제한적이지만 자유무역협정의 시작점으로서
의미가 있음. 다만 RCEP 참여국가 중에는 지금도 중국과 분쟁을 겪는 국가들이
있으며, 이들은 중국에 의존하게 됨을 경계하고 있음.
1980년대 자유무역의 세계화를 이끈 미국은 트럼프 임기중 보호무역주의로
전환함. 오바마 행정부는 중국을 제외한 채 미국 주도로 TPP를 체결하여 중국의
지적재산권 침해문제를 해결하고 중국시장 확대를 꾀했지만, 트럼프 행정부에 들어
TPP를 탈퇴했음.
미국기업들은 아태지역 시장이 필수적이기 때문에 RCEP내에서 낮은 관세를 적용
받으려면 더 많은 사업장을 RECP국가들로 이전해야 하며, 결과적으로 미국의
일자리가 더 줄어들 것임. 일각에서는 이에 대해 바이든 행정부 출범 초기 미국이
자유무역협정(FTA) 참여를 재개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옴.
https://thediplomat.com/2020/11/after-rceps-launch-the-us-urgently-needs-to-rejoin-the-tpp/

5. 미국의 새 미사일방어 실험, 핵전쟁 위험을 증가시켰을 지 몰라
A New U.S. Missile Defense Test May Have Increased the Risk
of Nuclear War
Carnegie Endowment for International Peace | Ankit Panda | Nov. 19
미국

미사일방어청(MDA)은

스탠더드미사일-3(SM-3)

블록IIA

미사일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성공적으로 격추했다고 발표함. 이 실험성공의 결과는
미국의 안전만이 아닐 것임. 우선 실험에는 성공했지만, SM-3 블록IIA 미사일의
사거리가 전방위에 걸쳐 있더라도 미사일을 탑재한 선박의 위치가 적절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SM-3가 언제나 ICBM을 막을 수는 없음.
북한은
핵방어체계

예전부터
개발을

미국의

미사일방어능력

위협으로

인식함.

향상에

북한이

대해

새로

우려해왔고

공개한

미국의

차륜형ICBM은

미사일방어망을 격퇴할 계획이 북한에게 이미 있음을 시사함.
미국이 북한, 러시아 및 중국과 상호 바람직하지 않은 군비경쟁을 회피하기
위해서는 미국의 핵방어체제를 현상태로 제한함과 북한의 전략미사일 생산의
동결을 상호 거래할 수도 있을 것임.
https://bit.ly/35Ka7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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