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US Weekly Review
코러스 위클리 리뷰
제235호 (No. 235)

Oct 1, 2021

I. 언론보도 Press
1. 김여정, 북한은 조건 충족시 종전 논의할 용의가 있다고 밝힘/ Kim Yojong says North Korea open to ending war if conditions met <BBC | Sept 25>
김여정은 남한이 북한에 대한 이중적 태도를 철회시 종전선언에 대해 긍정적으로
검토할 수 있으며 관계회복 논의를 할 용의가 있다고 언급함. 원문 보기

2. 북한, 미국이 ‘적대정책’을 포기한다면 ‘기꺼이’ 화답할 것 / DPRK says it
will ‘respond willingly’ if US abandons ‘hostile policy’ <UN News | Sept 27>
김성 유엔 주재 북한대사는 유엔 총회 연설에서 미국이 한미연합군사훈련과 한국
내 전략무기 투입을 중단하면 남북간 대화를 재개할 수 있다고 밝힘. 원문 보기

3. 한미 북핵수석대표 유선으로 북한 미사일 발사 논의 / Top nuke envoys of S.
Korea, U.S. discuss N.K. missile launch over phone <Yonhap News Agency | Sept 28>
노규덕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과 성 김 미국 국무부 대북특별대표는 불한의
단거리 미사일 발사에 대해 유선 협의를 진행함. 원문 보기

4. 미국의 반도체 산업 정보 공개 요구에 국내 반도체 업계 난감 / Korea
urged to confront US calls for key chip info<The Korea Times | Sept 28>

미국 정부는 반도체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기업 경영 정보 공개를 요구함. 이에
국내 반도체 기업이 협조하지 않을 시 강제하겠다는 경고로 국내 기업이 난감한
상황임. 원문 보기

5. 바이든 행정부의 반도체 부족 사태 대응 / The Biden administration is preparing for a
historic expansion of a key department to address the semiconductor shortage <Fortune | Sept
29>

미국 행정부가 전세계 자동차 업계를 덮친 반도체 부족 사태 대응에 나섬. 반도체,
전기자동차용 배터리 등 주요 품목에 대한 공급망을 100 일 이내에 복원하도록
지시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함. 원문 보기

6. 북한, 국방 강화 위해 극초음속 미사일 시험 발사 / North Korea claims it tested hypersonic missile
to boost defence capabilities a ‘thousand-fold’ <South China Morning Post | Sept 29>
북한은 극초음속 미사일 사진을 공개하며 시험발사를 진행했다고 발표함. 이에
한국 국방 분석가는 해당 발표가 미국과 한국을 의식한 과장 발표라고 추측.
원문 보기

II. 칼럼/논평/분석 Opinion
1. 한국의 차기 대통령은 전작권 이양에 어떻게 접근해야 하나? / How should South
Korea’s next president approach OPCON transfer? <The Diplomat | Sept 24>
한국의 대선 후보들은 한국이 직면하고 있는 군사 및 안보 문제에 대한 명확한
비전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음. 한국군의 한국군 전환 작전과 북한의 사이버
공격을 막기 위해 한국군이 주한미군과 어떻게 가장 잘 협력할 수 있을 것인가가
쟁점으로 떠오름. 한미 연합방위태세의 부담과 역할이 적절히 공유되어야 하고,
부담 분담의 일환으로 한국군은 보다 다양한 방어 수칙을 행사할 수 있는
유연성을 갖춰야 하는 등의 노력이 요구됨. 원문 보기

2. 아프가니스탄은 중국의 보물창고가 아님 / Afghanistan is no treasure
trove for China <Foreign Policy | Sept 28>

미국이 아프가니스탄에서 철수하자 중국이 아프가니스탄의 광물을 눈여겨보고
있다는 것이 대중적으로 논의되고 있지만, 이는 과장된 것이라고 보여짐. 중국은
이미 세계 최고의 전기 자동차 생산국이며, 성장하는 산업에서는 훨씬 더 많은
양의 광물이 필요할 것이라는 점에서 분석가들은 이러한 가능성을 내세우고 있음.
그러나 중국 정부는 아프가니스탄에서의 사업에 위험 요소가 따른다는 것을 잘
알고 있으며, 대체 자원으로부터 더 쉽게 중요한 광물을 얻을 수 있기에 당분간
아프간 지역에서 광산사업을 하지 않을 것으로 보임. 원문 보기

3. 아프가니스탄 및 주한미군의 철수 / Withdrawal from Afghanistan and
US forces in Korea <The Korea Times | Sept 28>

아프가니스탄의 군사 및 민주주의 제도를 건설하기 위한 미국의 20 년간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최근 미군의 철수 이후 미국의 명성은 타격을 입음. 이번
철수는 미국이 신뢰할 수 있는 우방국이 아니며, 경우에 따라 한국을 등지게 될
수도 있다는 것을 보여줌. 또한 점점 더 많은 미국 유권자들이 미군의 해외
개입에 회의적임. 원문 보기

4. 핵무기는 서울을 유혹하지만 무기의 장애는 극복할 수 없음 / Nuclear weapons
tempt Seoul, but the obstacles to armament are insurmountable <NK News | Sept 29>
한국은 잠수함 발사 탄도 미사일 (SLBM)의 첫 수중 실험을 성공적으로 수행함.
이번 발사로 한국은 SLBM 기술을 보유한 유일한 비핵국가가 됨. 그러나
동맹국들의 부정적 평가와 한국의 무역 경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에 대한
우려가 나옴. 이러한 외부적 요소들은 한국의 핵무기에 대한 계획을 차단할
것이라는 분석이 우세함. 원문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