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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언론보도 Press
1. 바이든 관리들, 동맹 수리(修理)와 한일관계 개선을 모색할
계획

Biden officials

to look to repair alliances and help mend Tokyo-Seoul ties
The Japan Times | Jesse Johnson | Dec. 6
미국과 동맹국들 간의 3자주의를 장려한 블링큰 국무부장관내정자는 현 행정부에
서 역사 및 무역 문제로 관계가 악화됨을 목도한 후, 무엇보다도 한일관계에 상당한
관심을 기울일 것으로 예상됨. 오바마 대통령 시절 국무부와 백악관에서도 최고위직
을 역임했던 설리번은 트럼프 대통령의 “미국우선주의” 추진 4년 만에 일본 등 우방
국들을 더욱 가깝도록 만드는 방안을 눈여겨볼 것으로 보임.
트럼프는 주요 다자협정을 파기하고 세계 및 지역 기구들을 무시했는데, 이는 아
시아 동반국들에게 유감스러운 일임. 바이든 캠프는 향후 미국의 이익에 중요한 동
맹국들을 지목함으로써 이런 우려를 완화시키려고 함. 미국은 특히 코로나19 만연
과 같은 국내문제와 씨름하고 있기 때문에 블링큰과 설리번이 워싱턴을 위한 반등
을 이끌 수 있을지는 확실하지 않음. 그러나 일부 관측통들은 그들의 경험이 아시아
각국 정부에게 일정한 안도감을 가져다 줄 것이라고 말함.
미국정부는 전시 강제노동에 대한 보상문제 관련 한일간의 분쟁에도 불구, 미군
정보공유협정을 유지하기 위한 한국정부의 일련의 대응조치를 이끌어냄. 이 협정은
지역정보를 신속히 공유하고 북한의 핵 야망을 감시하는 데 중요함. 특히 북한이 일
본과 한국 주변에 장거리미사일 투하실험을 재개하기 시작하면 바이든 당국자들이
직면하는 난제 중 하나가 될 것임. 그러나 블링큰이 미국의 오랜 2개 동맹국과 협력
한 역사는 그가 이웃 간의 관계를 회복하는 데 도울 이점을 제공할 수 있을 것임.
https://www.japantimes.co.jp/news/2020/12/06/asia-pacific/politics-diplomacy-as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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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중국의 북한과 은밀한 무역이 개방으로 이동해

Covert

Chinese Trade With North Korea Moves Into the Open
The Wall Street Journal | Michael R. Gordon | Dec. 7
미국관계자들에 따르면, 중국은 북한이 제재를 견딜 수 있도록 도우려 하기 때문
에 밀수활동을 더 이상 숨기려 하지 않는다고 함. 중국은 국제사회의 대북제재를 점
점 더 경시하고 있으며, 북한으로 하여금 트럼프 행정부의 압박공세를 견뎌내도록
도우려 하고 있음. 중국외교부 대변인은 지난주 미국의 제재이행 촉구주장을 일축했
음.
중국과 북한의 불법거래는 새 바이든 행정부에 도전장을 내밂. 바이든 행정부는
오랜 동맹국들 뿐 아니라 중국과 더욱 긴밀히 협조하여 북한의 비핵화 목표를 추구
할 계획이라고 말함. 한편, 미국정부의 사진들은 북한이 석탄의 원산지를 위장하기
위해 사용했던 여러 기술들에 더이상 의존하지 않고 있음을 보여줌.
https://www.wsj.com/articles/covert-chinese-trade-with-north-korea-moves-into-the-open11607345372?page=1

3. 주한미군, 한반도에서 코로나바이러스 사례가 증가하는 가운데
여행을 제한해

US Forces Korea Restricts

Travel Amid Rise in Coronavirus Cases on the Peninsula
Military.com | Seth Robson and Yoo Kyong Chang | Dec. 7
주한미군사령부는 지난 주말 국내이동을 더욱 제한했으며, 11월20일 이후 17건의
코로나19 환자가 새로 발생했다고 발표함. 주한미군은 12.5(토) 현재 캠프케이시나
캠프호비에 거주하거나 공식업무를 수행하는 사람들의 이동을 제한함. 또한 수도서
울과 부산 뿐 아니라 고양, 의정부, 남양주, 연천, 철원 시에서도 출입금지 조치를
취함.
https://www.military.com/daily-news/2020/12/07/us-forces-korea-restricts-travel-amid-risecoronavirus-cases-peninsula.html?ESRC=eb_201208.nl

4. 넷플릭스의 외국 최고 영화 및 TV시리즈 목록이 미국인의 취향
에 관해 말해주는 것

What Netflix’s Lists of

Top Foreign Movies and TV Series Say About American Taste
The Wall Street Journal | Ellen Gamerman | Dec. 9
넷플릭스는 미국에서 인기있는 비영어 영화와 TV시리즈의 상위 10개 명단을 공개
함. 넷플릭스는 전세계 관중을 모으기 위해 외국 프로그램 목록을 계속 늘리려고 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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력 중임. 미국인들은 이에 따라 외국의 영화 및 TV시리즈에 대한 접근이 더 크게
가능해짐.
코로나바이러스는 사람들이 한국영화 “살아있다”, 러시아 TV시리즈 “투 더 레이
크” 및 덴마크 쇼 “더레인”과 같은 줄거리를 보도록 만듦. 한국영화 “기생충”이
2020년 외국영화로는 최초로 오스카 최우수작품상을 수상한 후, 다른 나라들이 헐
리웃에서 세력을 확대하고 있음. 비영어 작품을 관람하는 미국 넷플릭스 가입자의
수가 2019년에 비해 50% 증가함.
https://www.wsj.com/articles/what-netflixs-lists-of-top-foreign-movies-and-tv-series-sayabout-american-taste-11607562001?page=1

5. 한국 주식, 미국의 자극 및 백신 희망으로 사상최고치로 마감해
S. Korean stocks close at record high on U.S. stimulus, vaccine
hopes
Reuters | Reuters Staff | Dec. 9
한국의 주가지수는 9일(수) 사상최고치를 기록했는데, 투자자들은 더 많은 재정
부양책과 백신보급이 국내 코로나19 환자 증가에 대한 우려를 상쇄할 것으로 기대
하고 있음. 미국달러 대비 한국원화는 강세를 보였고 벤치마크채권의 수익률이 상승
함.
코스피는 6시32분(GMT)까지 54.54포인트(2.02%) 상승하여 2,755.47로서 사상최고
치로 마감함. 서정훈 삼성증권 애널리스트에 따르면, 백신보급이 시작되면서 외국인
투자자들이 국내주식을 매수했고 미국의 경기부양책에 대한 기대감이 주가를 상승
시켰다고 함. 삼성전자의 주가는 3.07% 급등하면서 사상최대치를 기록했음.
https://in.reuters.com/article/southkorea-markets-close/skorean-stocks-close-at-record-highon-us-stimulus-vaccine-hopes-idINP8N2I9030

6. 일본, 북한을 타격할 수 있는 독자 미사일을 계획해
Japan Plans Its Own Missiles Able to Hit North Korea
The Wall Street Journal | Chieko Tsuneoka | Dec. 9
일본은 북한의 미사일 공격능력 향상에 따라 육상미사일방어계획을 추진중임. 일
본내각은 9일(수) 미사일방어 방안을 통과시켰으며, 기시 노부오 방위상은 일본이
북한을 공격할 수 있는 군사력을 갖춰야 한다고 말함. 트럼프가 자국의 방어책에 집
중함에 따라, 일본은 북한의 단거리미사일을 우려하는 것으로 보임. 평양은 전에 일
본영토에 대한 단거리미사일 실험을 수차례 실시한 바 있음.
https://www.wsj.com/articles/japan-plans-its-own-missiles-able-to-hit-north-korea11607510528?mod=searchresults_pos11&page=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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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아시아의 통화보유 증가, 환율조작 논쟁을 되살릴 전망
Climbing Asian Currency Reserves Will Revive Manipulation
Debates
The Wall Street Journal | Mike Bird | Dec. 10
원-달러 환율이 하락하면서 원화가치가 6% 상승함. 이는 코로나19 기간동안 한국
의 무역수지가 개선되었기 때문임. 11월 한국의 외환보유고가 10년만에 최대치를 갱
신한 데 대해, 미국재무부는 한국을 환율관찰 대상국으로 지정함. 바이든 행정부에
들어 외환보유고의 등락이 큰 문제를 야기할 가능성은 적지만, 달러화의 평가절하는
환율관련 문제의 심각성을 증대할 것이며, 대단히 관대한 대응은 없을 것임.
https://www.wsj.com/articles/climbing-asian-currency-reserves-will-revive-manipulationdebates-11607595029?mod=searchresults_pos3&page=1

8. 바이든의 첫 외교정책 도전은 핵무기나 ICBM을 실험하는 북한
일 수 있다고 전문가들이 말해
Biden’s first foreign-policy challenge could be North Korea
testing a nuclear weapon or an ICBM, experts say
The Washington Post | Bharadwaj | Dec.9
전문가들은 바이든 행정부가 북한의 핵실험 또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와
함께 출범할 수도 있을 것으로 추측함. 노련한 외교관들로 구성되는 바이든 행정부
는 한국 및 일본과 함께 북한문제에 대해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옴. 바이든 행정부
는 북한의 도발에도 불구, 비핵화를 위한 압박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됨.
분석가들은 북한과의 외교의 본질은 시간일 것이라고 말함. 김정은이 핵억지력에
자신감을 갖게 되어 이전과 같이 양보하도록 설득하기가 더욱 어려워질 것임. 전 중
앙정보국(CIA) 동아시아분석가는 북한의 ICBM개발을 억지하는 일이 최우선일 수 있
다고 말함.
https://cc.bingj.com/cache.aspx?q=biden%27s+first+foreignpolicy+challenge+could+be+north+korea+testing+a+nuclear&d=1747688265183&mkt=koKR&setlang=en-US&w=XQoPgvYBd5EvW0j2csQ5K4vITRUSeP6N

9. 북한은 트럼프 휘하에서 관계를 개선할 기회를 허비했다고 미
국사절이 말해

North Korea wasted

chance to improve relations under Trump, U.S. envoy says
Reuters | Josh Smith, Hyonhee Shin | Dec. 10
스티브 비건 미국 대북정책특별대표는 북한이 미국과의 관계를 개선할 기회를 허
비했다고 10일(목) 밝힘. 비건 국무부부장관은 방한중, 비핵화 협상이 교착상태에 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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져 더이상 진전하지 못한 데 실망했다고 밝힘. 그는 그럼에도 불구, 트럼프의 고위
급외교와 비핵화를 위한 북한의 양보 결정을 옹호함. 비건 특별대표는 수개월 내로
회담을 재개할 것을 북한에게 요구함.
https://reut.rs/341bIlT

II.

연구기관 간행물 Think Tanks
1. 핵위기를 회피하기 위해서는 양호한 바이든-김 관계가 필요해
Good Biden-Kim Relationship Necessary to Avoid a Nuclear
Crisis
Asia Unbound | Jongsoo Lee | Dec. 4

바이든 행정부가 북한과 좋은 관계를 구축하지 못하면 핵위기에 직면할 것임.
미국은 북한이 핵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북한의 양보를 일방적으로 요구할 수
없음. 이에 대해 미국은 핵무기가 북한의 생로를 보장한다면 북한이 비핵화로
나아갈 동인이 없음을 인식해야 함. 비핵화를 설득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비핵화가 안보 및 경제발전을 위한 필요를 충족시킬 경우임.
미국은 북미간 신뢰구축이 충분히 이뤄져야 북한이 비핵화를 할 수 있다는 점을
깨 달아야 하며, 신뢰가 온전히 형성되기 전에 하향식의 전면적 조건을 부과해서는
안됨. 북미관계를 올바르게 형성하고 상호신뢰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바이든이 취임
전부터 김정은에게 손을 내밀어야 함. 북한은 코로나 19 로 인해 경제난이 심각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원조를

유엔세계식량계획(WFP)와

받아들이지

함께

않고

긴급식량지원을

있음.

그럼에도

제공하는

등

불구,
다양한

바이든은
조치를

고려하고 착수해야 함.
마지막으로 바이든은 아무런 전제조건 없이 김과의 회담을 제안해야 함. 김은
트럼프와의 좋은 관계가 그에게 이득을 가져다 주지 않은 데 대해 불만을 갖고
있었으므로 그가 바이든과의 우호적인 관계의 효용성에 의문을 갖지 않도록 해야
함.
https://www.cfr.org/blog/good-biden-kim-relationship-necessary-avoid-nuclear-crisis

2. 한국: 북한정부를 감씨는 법안을 폐지하라
South Korea: Scrap Bill Shielding North Korean Government
Human Rights Watch | Dec. 5
국제인권단체 휴먼라잇스워치는 전단 및 정보, 금전 또는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이
되는 물건을 북한으로 보내는 행위를 불법으로 규정한 “대북전단살포금지법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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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국회가 통과시켜서는 안된다고 말함. 이 법이 시행된다면 한국인들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것이며 인도주의 및 인권 활동에 관여하는 것을 범죄화 할 것이기
때문임. 휴먼라이잇스워치의 존 시프턴 아시아옹호국장은 해당법안이 남북한 양측
주민 모두에게 큰 피해를 줄 것이므로 국회는 이 법률안을 통과시켜서는 안된다고
덧붙임. 그는 또한 한국정부가 자국민을 탄압함으로써 김정은의 호감을 사려는
잘못된 전략을 폐기해야 한다면서, 인권을 옹호함은 효율적인 외교정책과 충돌하는
일이 아니라고 말함.
https://www.hrw.org/news/2020/12/05/south-korea-scrap-bill-shielding-north-koreangovernment

3. 한일 관계 시험 A Test of Japan–South Korea Relations
The Diplomat | Shin Kawashima | Dec. 6
새 바이든 행정부 출범을 앞두고 미국의 동아시아 동맹국들이 한일관계로 관심을
돌리기 시작하고 있음. 새 행정부가 동맹국과의 관계강화 의사를 밝혔으며, 중국을
염두에 두고 인도태평양 안보를 강조할 것으로 기대할 수 있는데, 그런 점을 감안할
때 한국의 태도도 관심사임. 한국은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FOIP)뿐만 아니라
한반도 이외의 지역안보에 대한 어떤 비전에 대해서도 상대적인 무관심을 보이고
있음.
한국 외교정책의 근간은 특히 문재인정부의 대북정책이라고 할 수 있음. 한국이
FOIP에 냉담한 이유 중의 하나는 FOIP가 아베 총리의 제안에서 나온 것으로
인식되기 때문이며, 아베가 물러난 상황에서 한일관계 개선의 계기를 바라보는
시선이 적지 않음. 미국국무부는 트럼프 행정부 말기에 한국정부와 한국을 FOIP
쪽으로 끌어들이려는 계획을 실제로 세우고 있었음.
현재 상태로는 중국과 북한이 잘 지내는 것 같음. 문재인 정부로서는 한국의
통일과 북한과의 대화를 최우선 과제로 여기기 때문에 미국보다 중국에게 더
“의존적”이라는 뜻임. 그러나 중국은 지역동맹국들 간의 분열을 조장하면서 미국을
이 지역내 동맹국들로부터 멀어지도록 하고 싶어하기 때문에, 한국과의 화해를
환영할 가능성이 매우 높음.
동북아지역은 FOIP전략의 핵심부분임.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일본과 한국이
상호신뢰를

회복하고

세계정세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며

공동의

목표를

재설정하는 주요과제에 직면해 있음.
https://thediplomat.com/2020/12/a-test-of-japan-south-korea-relations/

4. 화웨이 및 ZTE에 대한 미국의 규제로 미국 농촌지역은 어디로
향할까?

With U.S. Restric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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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n Huawei and ZTE, Where Will Rural America Turn?
CSIS | William Yuen Yee | Dec. 10
미국정부가 화웨이 및 중싱통신(ZTE)을 미국의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기업으로
공식 지정함에 따라, 미국 농촌지역과 소규모 무선통신 사업자들은 대체기업을
찾아야 함. 양사를 대체할 수 있는 기업으로 핀란드의 노키아와 스웨덴의 에릭슨이
제기되고 있는데, 양 기업 모두 화웨이보다 기술력이 부족하고 단가가 높음. 이에
따라 삼성도 대체기업으로 대두됨. 삼성은 지난 10월 버라이즌 커뮤니케이션스와
6억달러 규모의 5G망 장비공급 계약을 체결하면서 범세계적 5G 경젱에 합류하려는
포부를 분명히 함.
https://www.csis.org/blogs/new-perspectives-asia/us-restrictions-huawei-and-zte-where-willrural-america-turn

5. 미국의 핵탄두 현대화와 “새로운” 핵무기

U.S. Nuclear

Warhead Modernization and “New” Nuclear Weapons
CSIS | Rebecca Hersman, Joseph Rodgers | Dec. 10
현재 미국은 신형핵무기 개발을 위한 실험을 적극적으로 실행하지 않고 기존
핵무기의 유지 및 보수에 초점을 맞추고 있음. 하지만 미국이 중국과 러시아의
핵개발 가능성을 점차 우려하고 미국 핵무기전문가들이 핵탄두의 유지 및 보수를
위한 신형핵무기 설계의 필요성을 언급하자 핵탄두 현대화가 새로운 핵무기 개발을
포함할지 여부가 논란이 되고 있으며, 새로운 핵무기가 어떻게 정의되는지가 논란의
중심이 됨. 한편에서는 신형 설계의 도입을, 다른 한편에서는 핵무기의 유지 및
보수를 새로운 핵무기로 간주함.
차기 바이든 행정부에 들어 핵정책은 오바마 행정부의 정책과 궤를 같이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지정학적, 기술적, 재정적 고려와 새로운 무기에 대한 정의가
불분명하기 때문에 완전히 동일한 정책이 시행되지는 않을 것임. 미국의 핵정책에
어떤 정치적 합의가 형성되는지에 대한 주목이 필요함.
https://www.csis.org/analysis/us-nuclear-warhead-modernization-and-new-nuclear-weap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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