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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언론보도 Press
1. 트럼프나 바이든에게 북한은 없어지지 않을 문제

For

Trump or Biden, N. Korea is the Problem that Won't Go Away
Voice of America | William Gallo | Aug. 26
바이든 전부통령은 자신이 대통령에 당선되면 독재자들과 협력의 시대를 끝낼
것이라고

말함.

대북제재를

강화하고

중국과도

협력해

북한이

핵프로그램을

양보하도록 압박하겠다고 밝힘. 한편 트럼프대통령은 자신이 재선될 경우 북한과
매우 신속히 협상할 것이라면서, 연임으로 교착상태를 타개할 수 있다고 주장함.
하지만 결국 많은 것은 북한이 어떻게 행동하느냐에 달려 있을 것임.
https://www.voanews.com/usa/trump-or-biden-n-korea-problem-wont-go-away

2. 한국은 대중국정책으로 미국과 균열의 위험을 자초한다고 고위
국회의원이 말해

South

Korea Risks U.S. Rift With China Policy, Top Lawmaker Says
Bloomberg | Jeong-Ho Lee | Aug. 26
한국의 보수야당 지도자인 주호영 원내대표는 문재인 대통령이 중국과의 긴밀한
관계를 추구함으로써 핵심 안보동맹국인 미국과의 불화를 감수하고 있다고 말함.
그는 한국이 미국의 대중국 견제정책에 온전히 참여하기는 어렵겠지만 동맹을
유지하려면 미국의 지역안보 계획에서 일정한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주장함.
https://www.bloomberg.com/news/articles/2020-08-26/south-korea-risks-u-s-rift-with-chinapolicy-top-lawmaker-says

3. 미국, 북한의 도둑들과 연결된 가상화폐 계좌를 압수하기 위해
행동해

U.S. Moves to Seize
1

Cryptocurrency Accounts Linked to North Korean Heists
The Wall Street Journal | Ian Talley | Aug. 27
미국정부는 전세계 암호화폐 회사로부터 25억달러 이상을 훔친 북한 해커들이 침
범한 것으로 밝혀진 280개의 가상화폐 계좌를 압수하기 위한 행동에 나섬. 미국법
무부는 북한 해커들과 중국요원들이 10여개 이상의 가상화폐거래소에서 훔친 돈의
일부를 세탁하는 데 민간 몰수대상 계좌들을 이용했다고 밝힘. 지난 2년 동안의 이
와 같은 사이버절도행위는 3억달러가 넘는다고 함.
https://www.wsj.com/articles/u-s-moves-to-seize-cryptocurrency-accounts-linked-to-northkorean-heists-11598564571

4. 한국에서 민간인 4명이 미군 장갑차에 치어 사망한 후 훈련이
중단돼

Training suspended after 4

civilians die in South Korea in crash with US armored vehicle
Military Times | Diana Stancy Correll | Aug. 31
50대부부 2쌍이 탄 SUV가 30일(일) 포천 미8군 로드리게스 사격장 근처에서
주한미군 장갑차와 추돌하여 운전자와 동승자들이 병원으로 이송되었으나 모두
사망했음. 주한미군은 성명을 통해, 사고조사에 전적으로 협조하고 있으며 조의를
표하는 의미로 해당지역에서 훈련을 일시 중단했다고 발표함.
https://www.militarytimes.com/news/your-military/2020/08/31/four-civilians-dead-in-southkorea-after-crash-with-us-armored-vehicle/

5. BTS,

새

히트곡

“다이너마이트”로

최종전선을 넘어

팝

슈퍼

스타덤의

With Their New No. 1 Hit “Dynamite,”

BTS Has Crossed The Final Frontier Of Pop Superstardom
Forbes | Bryan Rolli | Sep. 1
케이 팝 그룹 방탄소년단(BTS)이 신곡 “다이너마이트”로 빌보드 HOT100 차트에서
1위에 오름. 이는 BTS가 빌보드 순위에서 처음으로 1위를 차지한 곡이자 한국인으
로서 최초임. 또한 앨범판매 등의 술수를 쓰지 않고 라디오 스트리밍과 판매량에만
의존한 기록이라는 점에서도 의미가 있음.
https://www.forbes.com/sites/bryanrolli/2020/08/31/bts-dynamite-no-1-final-frontiersuperstardom/#7613c1604c5f

6. 해외기지들은 비용만큼 가치가 있는가?
Are overseas bases worth the cost?
Federal News Network | Tom Temin | Sep. 1
2

미국은 해외에 영구적으로 배치한 수많은 병력이 있으며, 대부분이 냉전 이후에
설치된 부대들임. 스팀슨센터 공동창립자 배리 블렉먼은 만약 군대배치의 목적이 적
국을 제지하려는 데 있다면 한국이나 독일 같은 곳이 아닌 문제가 있는 지역으로
신속히 파견할 준비를 하기 위해 국방예산을 편성해야 한다고 말함. 이런 결론은 스
팀슨센터의 외교정책 위기에 관한 100건 이상의 연구에서 나옴.
https://federalnewsnetwork.com/defense-main/2020/09/are-overseas-bases-worth-the-cost/

7. 국제원자력기구, 북한이 작년에 플루토늄을 재처리한 징후는
없으나 여전히 우라늄을 농축하고 있다고 말해
No sign North Korea reprocessed plutonium in past year, still
enriching uranium, IAEA says
Reuters | Francois Murphy | Sep. 2
국제원자력기구(IAEA)는 북한이 작년에 주요 원자로에서 사용 후 핵연료를 추출하
여 플루토늄으로 재처리한 징후는 없지만 우라늄 및 원자폭탄을 위한 다른 미래 연
료를 계속해서 농축해왔다고 보고함. IAEA는 북한이 감독관들을 추방한 2009년 이후
로는 북한에 접근할 수 없었고 북한의 활동을 멀리서 지켜보고 있음.
https://www.reuters.com/article/us-northkorea-nuclear-iaea/no-sign-north-korea-reprocessedplutonium-in-past-year-still-enriching-uranium-iaea-says-idUSKBN25T1JW/

8. 북한이 회담을 재개하기 위해 미국선거를 기다리고 있다고
한국대사가 말해

North Korea waiting for

US elections to resume talks, South Korean ambassador says
Defense News | Joe Gould | Sep. 4
주미 한국대사는 3일(목) 북한이 미국과 협상을 재개하기 위해 미국선거를 기다리
는 것 같다고 말함. 이수혁 주미대사는 화상대담에서, “북한이 11월 미국대선을 기다
리는 것 같다. 대선 후에는 북미간 협상의 기회가 있을지도 모른다.”고 말함. 또한
그는 현재 북한이 한국과 대화의 문을 닫았다고 말함.
https://www.defensenews.com/congress/2020/09/03/north-korea-waiting-for-us-elections-toresume-talks-south-korean-ambassador-says/

II.

연구기관 간행물 Think Tanks
1. 한미동맹과 중국 요인
The US–South Korea Alliance and the China Factor
3

The Diplomat | Clint Work | Aug. 26
미·중경쟁의 현재 맥락에서, 미국의 전략적 선호와 한국이 좀 더 큰 자율성을
추구하려는 입장이 서로 충돌하고 있음. 한국은 한반도에서 증가하는 방위부담을
떠안고 미국과 다자간의 안보에 기여했지만, 여기에는 일종의 공간이 남아 있음.
동맹이 지역화하기 전에 범세계화 하였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 더 큰 문제(issue)가
될 수 있음. 미국은 한미동맹을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 및 번영의 중심축이라고
부르는데, 이는 대규모 인도·태평양전략의 핵심 축으로서, 중국의 팽창주의와 그
밖의 비전에 이의를 제기하는데 초점을 맞춘 전략임.
트럼프행정부는 동맹국들에 대해 많은 부담을 짊어질 여유가 없다고 주장하는데,
이와 관련해 동맹국들을 압박하고 설득하려면 동맹국들이 더 많은 여유와 책임을
가질 수 있도록 해야 하며, 나아가 특정분야에서 그런 길을 주도할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함. 미국은 특히 북한과 관련해 실질적인 비핵화회담으로 유도하기 위한
필수적 전제조건이자 잠재적 수단으로 실질적인 남북 프로젝트를 주도하고 있는
한국을 포용해야 함.
https://thediplomat.com/2020/08/the-us-south-korea-alliance-and-the-china-factor/

2. 아베의 사임과 함께 한국에게 다음 행보는?
With Abe’s Departure, What Next for Seoul?
Pacific Forum | Stephen Noerper | Aug. 31
일본의 최장수 총리 아베 신조가 사임함에 따라 한일관계에도 변화가 필요할 것
으로 보임. 강경파 이시바 시게루 혹은 아베의 측근인 스가 요시히데와 같은 후임자
가 코로나사태 기간동안 지지율 향상을 위해 더 강경한 노선을 지지하거나 민족주
의 정서를 자극할 수 있을 것으로 우려할 만한 요소가 존재함. 한국의 청와대는 아
베 총리의 퇴진에 공감을 표시하고 양국관계에도 노력을 기울이는 등 좋은 반응을
보였음.
한국의 대일정책은 새롭고 강력한 정치적 관계, 무역품 공유의 재개를 통한 경제
적 이익, 북한에 대한 정보공유의 3가지 포용접근으로 방향을 전환해야 함. 올림픽
에 대한 지지표명도 적절하고 대중을 사로잡기 위한 문화교류 또한 가치가 있음. 양
국의 분열된 관계를 감추기는 쉽지 않겠지만 수용적이고 유연한 조치들은 필요함.
현재 일본의 불확실성 속에서 한국이 일본보다 더 강력한 지도력과 행정절차를 지
니고 있기 때문임.
https://mailchi.mp/pacforum/pacnet-50-after-abes-departure-what-next-for-seoul

3. 남북한관계: 분열하는 것들
Inter-Korea Relations: Things Fall Apart
4

The Diplomat | Christopher Green | Sep. 1
2018년의 대북외교는 한반도의 정치지형을 영원히 바꿀 수 있었을지도 모르지만,
2년이 지난 지금 그 진전 가운데 어떤 것들이 남아있고 지속되고 있는지 의문을
표하게 함. 남한의 존재에 대한 지지에는 거의 확실하지 않지만 남북관계 회복을
위한 북한의 적극적인 노력의 소식은 널리 환영을 받았고, 당시 북한이 외부와의
관계에 가장 암울한 시기 중 하나에서 새로운 변화를 보여줬음. 남북관계 변화의
속도는 획기적이었고 예사롭지 않았지만, 한반도의 역사를 아는 사람이었다면 그
당시 물었어야 할 질문은 북한의 그런 태도가 “얼마나 갈 것인가?”였음.
https://thediplomat.com/2020/08/inter-korea-relations-things-fall-apart/

4. 인도태평양에 투자전망: 짐 로저스와의 회견

The Investment

Outlook in the Indo-Pacific: An Interview With Jim Rogers
The Diplomat | Christopher Green | Sep. 2
북한에 대한 투자의 잠재력을 짐 로저스 퀀텀 펀드 공동설립자에게 묻자, DMZ가
개방된다면 한반도는 향후 10~20년간 세계에서 가장 흥미로운 지역이 될 것이라고
말함.
“북한은 1970년 한국보다 부자였으며, 천연자원이 풍부하고, 저렴하고 교양 있는
인력이 중국국경 바로 앞에 있음. 현재 미국인으로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무 것도
없지만 중국인들과 러시아인들은 북한에 많은 투자를 하고 있음. 미국은 다른
사람들이 가진 기회를 걷어차버리고 제 발등을 찍고 있음. 미국, 한국 및 일본이
하고 있지 않는 동안 다른 나라들은 북한에 투자하고 있음.
통일된 한반도는 중국과 러시아의 투자를 계속 유치할 것이고 남북한은 그런
상황을 반길 것이지만 일본은 반대할 것임. 일본이 개방된 한반도와는 절대로
경쟁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임. 하지만 이를 멈추기 위해 일본이 할 수 있는
일은 많지 않음.
https://thediplomat.com/2020/09/the-investment-outlook-in-the-indo-pacific-an-interviewwith-jim-rogers/

5. 외국 로비활동 금지의 위험성
The Danger of Banning Foreign Lobbying
Foreign Affairs | Casey Michel, Ben Freeman | Sep. 3
2016년 선거는 미국이 허위정보, 사이버공격, 그리고 민주적 과정을 전복시키려는
외국정부의 시도에 얼마나 취약한지를 보여줬음. 외국단체들이 전례 없는 방식으로
대선에 개입한 지 4년이 지난 후 미국인들은 외국의 정부들과 단체들이 미국의
정치제도를 망가뜨리는 데 열중하고 있다는 사실을 더 잘 이해하게 됨.
5

입법자들은 외국의 개입을 막기 위한 다양한 개혁안들을 제시하고 있으며, 이들
가운데 수많은 제안이 폭넓은 지지를 받았음. 하지만 한 개혁안이 여태 나온
것들보다 더 앞으로 나아갔으나, 이 제안이 가져올 영향의 규모보다 훨씬 작은
이목을 끔.
조 바이든 전부통령은 미국내의 모든 외국 로비활동을 금지하겠다고 맹세함. 이
강력한 제안은 바이든과 그의 고문들이 외국의 미국정치 개입을 얼마나 심각하게
받아들이는지 알려줌. 하지만 이런 포괄적 수단은 해결하기보다는 더 많은 문제를
야기할 위험이 있음. 대신 바이든 행정부는 외화의 부패한 영향으로부터 미국의
민주주의를 지키도록 돕기 위해 현존하는 규제들을 개혁하고 개선하는 데 집중해야
함.
https://www.foreignaffairs.com/articles/united-states/2020-09-03/danger-banning-foreignlobby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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