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US Weekly Review
코러스 위클리 리뷰
제234호 (No. 234)

Sept 24, 2021

I. 언론보도 Press
1. ‘오징어 게임’ 넷플릭스 세계 2 위 / 'Squid Game' ranks second in global
Netflix chart <Bloomberg | July 29 >

최근 공개된 국내 넷플릭스 제작 드라마 ‘오징어 게임’이 영상 콘텐츠 순위에서
한국드라마 처음으로 세계 2 위라는 성적을 냄. 원문 보기

2. 북한 우라늄 농축 시설 확장 정황 포착 / Satellite images reveal North Korea
expanding facility used to produce weapons-grade uranium <CNN | Sept 16>
IAEA(국제원자력기구)는 북한이 영변 우라늄 농축시설을 확장하는 정황을 확인함.
원문 보기

3. 인도∙태평양 지역 미중갈등 속에서 한국의 균형 잡힌 처세 / South
Korea’s balancing act amid US-China Indo Pacific rivalry <DW | Sept 20>

인도∙태평양에 있는 미중의 주변국들에 대한 동맹 구축은 한국에 대한 압력을
증가시키고 있음. 왕이 중국 외교부 장관은 양국의 이익에 대해 “상호존중”을
촉구함. 하지만, 최근 미국은 최근 일본, 독일, 인도, 한국을 포함한 동맹의 확장을
제안함. 원문 보기

4. 한국은 글로벌 혁신지수 세계 5 위, 중국은 일본 앞지름 / South Korea
cracks world’s top 5 innovators while China edges Japan <Nikkei Asia | Sept 21>
WIPO(세계지식재산기구)가 발표한 글로벌 혁진지수(Global Innovation Index)에서
한국이 역대 최고인 세계 5위를 차지함. 한국에 이어 중국과 일본이 각각 12위,
13위를 함. 원문 보기

5. 한국, 유엔 주도 “지구공동체 시대” 촉구 / Republic of Korea calls for
UN led ‘era of global community’ <UN News | Sept 21>

문재인 대통령은 유엔 총회 연설에서 종전 선언을 언급하며 북한에 “지구공동체
시대”에 맞춰 변화할 것을 촉구함. 원문 보기

6. 한국, IAEA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로 일본 비판 / South Korea criticizes
Japan over Fukushima water release at IAEA <The Japan Times | Sept 22>

IAEA(국제원자력기구) 총회에서 한국 정부는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방사능 오염수
해양 방출 결정을 재고하라고 촉구함. 원문 보기

II. 칼럼/논평/분석 Opinion
1. 중국의 하우스 오브 카드: 헝다 그룹, 광범위한 부동산 시장 위협 /
China’s house of cards: Evergrande threatens wider real estate market <Reuters | Sept
15>
중국 부동산 기업인 헝다 그룹이 한순간에 파산 위기에 놓임. 중국 정부가
급등한 집값을 억누르기 위해 발표한 대출 규제로 약 3050억 달러에 가까운
부채를 감당해야 함. 일각에서는 미국 투자은행 부실이 세계금융위기로 이어진
사태처럼 헝다 그룹이 붕괴될 경우 전세계로 위기가 퍼져나갈 우려를 갖고 있음.
원문 보기

2. 반중(反中) 정서와 한국의 대선 경쟁 / Anti-China Sentiment and South
Korea’s Presidential Race <The Diplomat | Sept 21>

2022 년 한국 대선에서 청년층의 반중 정서가 중요하게 작용할 것으로 예상됨.
사드배치로 인한 중국의 경제제제와 더불어 중국이 한복, 김치와 같은 한국 전통
문화를 자국 문화라고 주장해 비판 받음. 홍콩보안법 및 신장∙위구르 인권문제에
대한 현정부의 묵살로 인해 중국에 대한 청년층의 부정적 감정이 높아지고 있음.
이에 따라 한국의 여당 후보는 사드배치 폐기 공약을 내세우는 반면, 야당
후보는 코로나 19 발발초기에 중국발 입국 제한이 늦었다며 현정부를 비판함.
원문 보기

3. 카불 아프간협력자 이송에서 방탄소년단 유엔 연설까지: 한국의 중견국 역할
/ From the Kabul airlift to BTS at the UN: South Korea’s middle power role <Brookings | Sep
21>
한국은 k-pop 같은 소프트파워와 다자협력을 통해 세계문제를 해결하고 있음.
2000 년대부터 이라크, 아프가니스탄에 군대를 파견하고 탈레반의 아프간 점령
이후 모든 구호가 중단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카불공항에서 아프간 협력자 이송
계획이 성공적으로 이행됨. 또한 미국의 인도태평양전략에 따라 한국은
신남방정책으로 인도, 아세안 국가들과 외교 및 경제 분야 협력을 이뤄냄. 아시아
전반에서의 지원이 나타난 반면 북한에 대한 인도주의적 지원이나 남중국해 또는
신장위구르 인권문제에 대해 더 적극적으로 임할 필요가 있음. 원문 보기

4. 바이든 정부, 중국의 인도∙태평양 진출을 저지 / The Biden administration just
stalled China’s advance in the Indo-Pacific <The Washington Post | Sep 21>
아프간 미군 철수 이후 미국∙영국간 공유했던 핵추진 잠수함 기술을 호주에
이전하기로 결정한 것은 미국이 아시아에서의 영향력을 회복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됨. 호주가 미국과 함께 코로나19 국제조사를 요구하고 신장∙위구르지역과
홍콩 인권문제로 중국을 비판하며 무역제재를 가해 중국∙호주의 관계가 악화됨.
호주는 4 자협의체인 쿼드(QUAD), 정보공유동맹인 파이브 아이즈(Five Eyes)의
회원국이기 때문에 인도∙태평양에서의 중국 영향력을 막을 것으로 예상됨. 미국과
호주간 다방면의 협력 강화로 미국은 인도∙태평양지역에 외교, 안보 협력을
강화할 것임. 원문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