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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언론보도 Press
1. 한국의 한화, 유럽기업과 M3 부교차량 제작을 위해 합작해
South Korea’s Hanwha partners with European firm to build
M3 bridging vehicles
Defense News | Brian Kim | Dec. 31

한국육군은 물과 장애물을 넘나들면서 작전능력 향상을 가능케 하는 유럽형 수륙
양용 부교차량을 제작, 배치할 계획임. 방위사업청에 따르면 제너럴 다이내믹스 유
러피언 랜드 시스템이 개발한 M3 자주 중문교를 주계약업체인 한화 디펜스가 국내
에서 생산할 예정임. 이 계약은 약4억6천만 달러의 가치가 있으며 2023년부터 배치
용 M3 차량 약100대가 생산될 것임.
현대 로뎀은 터키 FNSS가 개발한 OATTER 기갑 수륙교량 입찰에 실패함. 방위사
업청은 한화 디펜스의 계약체결을 수주내에 공식발표할 예정이라고 12월30일 말함.
M3는 이동성이 뛰어나 작동지형의 영향을 최소화하고 어떤 지형에서나 적합하도록
설계됨.
https://www.defensenews.com/industry/2020/12/30/south-koreas-hanwha-partners-witheuropean-firm-to-build-m3-bridging-vehicles/

2. 한국 데이터: 11월 원유수입이 감소했으나 중동 공급자의 시장
점유율은 상승해

S KOREA DATA: Nov crude

imports tumble but Middle East suppliers gain market share
Hellenic Shipping News | Jan. 4
한국의 원유수입은 코로나19 만연의 여파로 인한 국내 연료소비량 감소 및 정유
회사들의 낮은 가동률 유지에 따라 7년여 만에 최저수준으로 하락함. 세계 제5위
원유수입국인 한국은 2020년 11월 정유공급 원료가 69,534,000(일산 2,320,000)배럴
로 전년 동월의 931,020,000배럴보다 25.3% 감소했으며, 2013년 4월의 69,115,000배
럴 이래 가장 적은 양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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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원유수입은 11월까지 895,810,000배럴로 전년대비 8.8% 감소했음. 업계
소식통 및 분석가들은 한국의 정유공급 원료 수입이 국내 운송연료 소비의 침체로
인해 향후 거래주기에 걸쳐 급격히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고 S&P 글로벌 플래츠에
게 말함.
한국의 11월 미국산 원유수입은 1년 전보다 거의 절반으로 줄면서 7년 연속 감소
했음. 지난달 중동 산 원유수입도 감소해 아랍에미리트연합(UAE)의 수출이 28년 만
에 최저 수준임. 한국석유공사에 따르면 상반기(11월) 중동의 수입품목 점유율은
68.8%로 2019년(67.1%)과 2018년(68.4%)보다 높았음. 중동 산 원유 점유율의 증가
는 국내 정유회사들이 시장 불확실성의 시기에 가장 신뢰할 수 있고 경제적인 공급
원료로 주로 사우디아라비아산 원유를 선정했기 때문임.
https://www.hellenicshippingnews.com/s-korea-data-nov-crude-imports-tumble-but-middleeast-suppliers-gain-market-share/

3. 역병만연 이후 한국의 미래
South Korea’s post-pandemic future
The Star | Robert J. Fouser | Jan. 3
한국은 미래에 대한 비전이 공공정책을 어떻게 이끌어왔는지를 보여주는 흥미로
운 사례임. 한국은 정치적 혼란의 시기보다 미래지향적 지도력의 시대에 항상 더 잘
해왔음. 미래지향적 지도력은 사람들이 모일 수 있는 명확한 목표를 세움.
한국이 역병만연 이후 시대에 필요한 비전은 번영과 민주주의임. 이 비전의 성취
가 미래의 도전에 면역됨을 뜻하지 않으며, 이는 개선이 불필요함을 의미하지도 않
음.
역병만연의 기간 동안 정부가 전례 없는 양의 국가권력을 사용함에 따라 자유라
는 개념도 도전에 직면함. 비록 역병의 심각성이 많은 조치들을 정당화했지만 국가
가 시행하는 사회적 거리두기에 대한 논쟁은 여전히 뜨거움.
역병만연은 또한 지방정부의 중요성에 대한 경각심을 불러일으킴. 번영과 민주주
의는 함께 함. 하나를 강하게 하는 것은 다른 하나를 강하도록 하고 그 반대도 마찬
가지임. 한국은 이를 알고 있지만 더 큰 번영과 더 깊은 민주주의를 위한 비전을 명
확히 하기 위해서는 지도력이 필요함.
https://www.thestar.com.my/opinion/columnists/asian-editors-circle/2021/01/03/southkoreas-post-pandemic-future

4. 역병만연 마스크 착용의 종식이 이 가까워 옴에 따라, 한국인들
은 앞다퉈 성형수술을 준비해
As end to pandemic mask-wearing nears, South Korea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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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ramble to arrange cosmetic surgery
Reuters | Joori Roh | Jan. 4
한국은 역병이 없던 시기에도 성형수술의 세계적 중심지였음. 국내 최대의 온라인
성형 플랫폼인 강남언니에 따르면 이 산업 약118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예상됨. 성
형외과 의사들은 환자들이 코와 입술과 같은 마스크 아래 쉽게 숨겨질 수 있는 것
뿐만 아니라 얼굴 덮개가 가려지지 않는 것들도 미의 기준으로 고려한다고 말함. 우
아인 성형외과 박철우 의사는 눈, 눈썹, 콧등과 이마 등 눈에 보이는 부분에 대한
수술 및 비수술 문의가 모두 확실히 증가했다고 말함.
강남 크리스마스성형외과의 신상호 외과의사는 많은 사람들이 정부로부터 받은
긴급지원금을 병원에서 지출해 2020년 3~4분기에 수입이 증가했다고 함. 정부자료
에 따르면 14조2천억 원 규모의 정부 현금지원금 중 10.6%가 병원 및 약국에서 사
용되었음. 병원 유형에 관한 상세내용은 공개되지 않았으나 이는 슈퍼마켓과 식당에
이어 세 번째로 큰 규모임. 역병은 외국고객들에 대한 서비스홍보를 더 어렵게 하여
작년에는 국내고객에 집중했음. 그러나 기록적인 일일 감염사례가 보고됨에 따라 국
내의 코로나19 3차 만연은 여전히 걱정거리로 남아 있음.
https://www.reuters.com/article/idUSKBN2980RL

5. 이란, 주요 핵시설에서 우라늄 농축을 증가해
Iran Increases Uranium Enrichment at Key Nuclear Facility
The New York Times | Marc Santora | Jan. 5
이란은 우라늄 농축을 향상하여 6개월 이내 핵무기 생산능력 개발에 더 근접했다
고 발표함. 20%로의 농축재개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의 농축수준을 4-5%로 제한했
던 2015년 핵협정을 철회한 데 따른 일 중 가장 최근의 것임. 이는 이란 포괄적공
동행동계획(JCPOA·)에서 제한한 농축한도를 크게 넘어섬.
반관반민의 타스민 통신은 "환경 및 화학적 오염 우려"를 이유로 한국 화학 유조
선을 나포한 이란의 또다른 도발을 보도함. 한국정부가 확인한 이 선박억류는 미국
의 제재로 인해 동결된 70억 달러의 자금을 한국이 해제하도록 압력을 가한 것임.
이번 사건은 미국의 무인기공격이 솔레이마니 장군을 사망케 한 날과 일치함. 미
국방부는 3일(일) 이란과의 긴장고조에 대한 완화 노력의 일환으로 본토로 복귀할
예정이었던 니미츠 핵추진항공모함을 중동에 계속 주둔시키기로 결정함.
라비에이 이란정부 대변인이 언급한 포르도 농축시설은 이란 중부 산악지대의 지
하에 위치함. 핵합의에 따르면 이곳에서 우라늄 농축이 불가함. 이스라엘은 이란이
우라늄 농축의 상향을 개시하자 강력히 반발함. 바이든 당선인의 국가안보보좌관이
될 제이크 설리번은 2015년 핵협정이 여전히 회복될 수 있다고 낙관함.
https://www.nytimes.com/2021/01/04/world/middleeast/iran-nuclear-urani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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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richment.html

6. 한국 유조선에 무장한 이란 경비대가 승선해

South

Korean Tanker Was Boarded by Armed Iran Guard Forces
Military News | Hyung-Jin Kim, Jon Gambrell | Jan. 5
무장한 이란 혁명수비대가 한국 유조선을 급습하여 항로를 변경해 이란으로 이동
하도록 강요했다고 5일(화) 선박소유주가 말함. 이는 이란 핵프로그램을 둘러싸고
서방과의 긴장이 고조된 가운데 발생한 해상 억류사건임.
한국적 화학운반선 코리아케미호에 대한 4일(월) 군사적 급습은 페르시아만과 호
르무즈해협을 오염시켰다는 이란의 설명과 상충되는 대신, 이란을 겨냥한 미국의 압
박 캠페인이 한국에 동결된 수십억 달러의 이란자산에 관한 협상을 앞두고 한국에
대한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행위로 보임.
또한 이란은 4일(월)부터 지하 포르도 시설에서 우라늄을 20%까지 농축하기 시작
했음. 이는 세계 강대국들 간의 핵협상에서 일방적으로 탈퇴한 트럼프 행정부에 대
한 압박이자 다시 합의할 용의를 밝힌 바이든 당선인의 취임이 임박한 상황을 겨냥
한 것으로 보임. 미국무부는 이란정부가 "국제사회의 제재압력 완화 및 갈취"를 위
해 페르시아만에서 "항해권과 자유"를 위협하고 있다고 비난하며 한국 유조선의 즉
각 석방을 촉구함.
https://www.military.com/daily-news/2021/01/05/south-korean-tanker-was-boarded-armediran-guard-forces.html?ESRC=eb_210105.nl

7. 바이든 취임 전 북한의 실험 징후가 없다고 미국장군이 말해
No Signs of N. Korean Tests Ahead of Biden Inauguration, US
General Says
Voice of America | William Gallo | Jan. 5
주한미군사령관에 따르면 북한은 미사일 및 여타 무기 실험의 우려 가운데 바이
든 행정부의 출범에 대해 중대한 도발을 준비하지 않은 것으로 보임. 북한은 종종
미국대통령직 인계인수 시기에 탄도미사일 및 핵무기 등 주요 실험을 진행하여 군
사력을 과시하고 향후 미국과의 협상에서 영향력을 얻고자 했음. 그러나 북한은 바
이든의 선거승리 이후 지금까지 조용함. 대신 코로나바이러스와 관련된 국경폐쇄,
계속되는 국제제재 및 최근 대홍수 등으로 타격을 입은 북한경제에 초점을 두고 있
음.
에이브럼스 장군은 미국이 북한의 대내외 정책방향을 암시하는 중요 정치회의인
제8차 당대회를 예의 주시하고 있다고 함. 그는 미국과 동맹국인 한국이 대응해야
할 "여러 화살로 가득 찬 매우 큰 전율(戰慄)"이 있지만 북한의 도발에 대해 "일률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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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대응이 없다고 경고함.
https://www.voanews.com/east-asia-pacific/no-signs-n-korean-tests-ahead-bideninauguration-us-general-says

8. 이란, 한국 유조선 억류가 인질극임을 부인하고 빚진 돈에 대해
불평해

Iran denies its seizure of South

Korean tanker is hostage-taking, complains of money owed
The Washington Post | S. Denyer, MJ. Kim, E. Cunningham | Jan. 5
알리 라비에이 이란정부 대변인은 온라인 기자회견에서, 무장인원이 선박을 나포
한 뒤 탑승선원을 인질로 삼았다는 의혹을 부인함. 그는 “이란이 그런 의심을 받는
데 익숙하다”면서도 “그러나 인질범이라고 불려야 하는 것은 70억 달러의 이란자금
을 근거 없이 인질처럼 붙잡고 있는 한국정부”라고 주장함.
이어 "그들은 이란국민이 우리 자금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어떤 추가적
노력도 하지 않았다"고 덧붙임. 이란중앙은행 총재는 한국내 동결자금을 코로나19
백신의 공동구매 및 배분 국제사업인 코백스(COVAX)에 사용하기 원한다고 밝힘. 한
편 이란은 미국 및 그 동맹국들과 긴장이 고조됨에 따라 최근 수년간 페르시아만
지역에서 군사활동을 강화 중임.
https://www.washingtonpost.com/world/asia_pacific/iran-skoreatanker/2021/01/05/4a8206e8-4f35-11eb-a1f5-fdaf28cfca90_story.html

9.

쉑쉑버거, 한국식 통닭구이를 간이음식의 치킨 샌드위치 전쟁
으로 가져와

Shake Shack brings

Korean Fried Chicken to fast-food's chicken sandwich wars
CNN | Chauncey Alcorn | Jan. 5
미국의 간이음식 연쇄점인 쉑쉑(Shake Shake)이 고추장, 김치 등을 이용한 치킨
버거 출시를 발표함. 두가지 품목 모두 한국음식에 흔히 사용되는 발효 고추장을 사
용함. 쉑쉑은 한국식 통닭구이가 2021년 4월5일까지 전국적으로 판매될 것이라고
함.
쉑쉑의 고객들은 두가지의 새로운 닭고기 제품 외에도, 고추장 마요네즈소스와 함
께 제공되는 크링클커팅 감자튀김과 한국, 대만 및 여타 아시아시장에서 인기가 있
는 새 요리인 블랙 슈가 바닐라 쉐이크의 주문이 가능함. 이 회사 요리책임자인 마
크 로사티는 이 창작품들이 쉑쉑의 서울 1호점 개점 1년 전인 2015년에 처음 경험
했던 서울 통닭집으로부터 영감을 얻었다고 밝힘. 그는 쉑쉑이 통닭요리 제공으로
큰 성공을 거두었다고 말함. 코웬 투자은행의 12월 보고서에 따르면 핫 치킨의 재
도입이 2020년말 쉑쉑의 매출 급증을 부추겼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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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edition.cnn.com/2021/01/05/business/shake-shack-korean-fried-chicken/index.html

10. 북한의 김, 드문 당대회에서 군사력 증강을 다짐해
North Korea's Kim vows to boost military capabilities at rare
party congress
Reuters | Jan. 7
북한은 6일(화) 노동당 제8차 대회를 개최함. 북한은 코로나19로 인한 봉쇄,
자연재해, 미국의 핵제재로 인해 큰 곤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임. 당대회에서
김정은은 국가경제발전 5개년

전략의

목표에 크게

미달했음을 인정함. 김은

국민생활 향상을 위해 유효한 전략을 수립할 것이며, 국방력을 강화함으로써 나라와
인민을 수호하겠다는 의지를 밝힘.
https://reut.rs/39id7qa.

11. 김정은, 당대회에서 북한의 군사력 증강을 다짐해

Kim Jong

Un Vows to Bolster North Korea's Military at Party Meeting
Military.com | Jan. 7
김정은은 경제적 난관 및 미국대통령 교체에 대한 북한의 목표를 밝히는 자리인
당대회 연설을 통해 북한의 군사력 증강을 다짐함. 김은 올해 잇단 재해로 2011년
이래 최악의 난관에 봉착했을 것임.
김은 이번 당대회 기간 동안 추가적으로, 이전의 경제정책이 실패했음을 인정했고
북한의

통신,

건설,

상업,

농업

및

공업에서의

국민생활증진을

위한

목표를

천명했다고 관영매체가 전함.
https://www.military.com/daily-news/2021/01/07/kim-jong-un-vows-bolster-north-koreasmilitary-party-meeting.html?ESRC=eb_210107.nl

II.

연구기관 간행물 Think Tanks
1. 메르스

발병이

한국에게

가르쳐준

것,

아이들이

코로나바이러스를 그리는 이유 등: 2020 년 최상의 파괴적 기술
이야기

What a MERS

outbreak taught South Korea, why kids draw the coronavirus,
and more: The best disruptive tech stories of 2020
Bulletin of the Atomic Scientists | Matt Field | Dec.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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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의 대재앙 기간 동안 파괴적 기술이라는 우리가 만든 최고의 몇 가지 사례
를 발견했음. 미국과 한국 모두 같은 1월1일 첫번째 코로나19 확진 사례를 발표했
으나, 한국은 이 전염병에 대해 훨씬 더 잘 대처하고 있음. 생물방어학자 김현경씨
는 또다른 코로나바이러스인 MERS-CoV의 발생 경험이 한국이 코로나19에 더 잘
대처하는 데 도움을 줬을 것이라고 씀.
한국은 민주국가들 및 더 개방적인 나라들이 선택 가능한 길을 보여줌. 이는 중국
이 택한 겉보기에는 효과적이지만 하향식이었던 접근법과 대조됨. 과연 세계가 한국
의 방향으로 갈지는 의문임. 갈킨은 SARS-CoV-2의 의인화된 그림들로 어린이들이
역병만연에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지 조사함. 그림 속의 무서운 코로나바이러스가 미
소로 마무리됨. 갈킨은 예술 같은 창조적 배출구가 아이들의 주변상황 처리에 중요
한 역할을 한다고 말함.
https://url.kr/ylsKig

2. 이란, 핵 농축을 증대하며 차기 바이든 행정부의 첫 도전을 제
기해

Iran Increases Nuclear Enrichment,

Posing First Challenge for Incoming Biden Administration
Foreign Policy | Robbie Gramer, Colum Lynch, Jack Detsch | Jan. 5
이란이 포르도 지하 핵시설에서 20%의 우라늄 농축을 재개한 것은 이미 고조되
고 있는 미국과 이란 간의 긴장을 악화시킬 것이며 빈사상태인 이란 핵협정을 부활
시키려는 바이든 행정부의 희망에 대한 새로운 장애물이 될 것임. 양국간 긴장이 다
시 고조됨에도 불구하고 바이든의 수석보좌관들은 차기행정부가 이란의 핵프로그램
을 억제하기 위해 이란과 협상을 재개할 계획이라고 말함.
일부 전문가들은 이란이 최근 우라늄 농축프로그램을 확대하려는 움직임을 두가
지 목적으로 보고 있음. 하나는 내부 문제인데, 특히 작년 11월말 이란의 최고 핵
과학자 중 한명인 모센 파크리자데가 암살된 후 우라늄 농축을 증가하기 위해 이란
의회의 압력에 대처하기 위한 것으로 봄. 두번째는 외부적인 사항으로서, 이란이 바
이든 차기행정부와의 핵협상에 재진입할 준비를 하면서 영향력을 강화하기 위한 것
으로 보임. 핵 협정 당사자인 유럽연합의 피터 스타노 대변인은 이란의 발표에 이
어, 이번 조치가 핵 비확산을 암시했던 이란의 핵협상에 상당히 벗어난다고 우려를
표명함.
https://foreignpolicy.com/2021/01/05/iran-trump-biden-nuclear/

3. 선박 나포로 한국이 다시 미국과 이란 사이에 갇혀

With Ship

Seizure, South Korea Again Stuck Between the US and Iran
The Diplomat | Kyle Ferrier | Jan.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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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란은 4일 한국의 석유화학 운반선을 나포했음. 이는 환경오염이 때문이 아닌
한국에 동결된 이란의 석유대금 반환을 압박하고 이란 핵합의(JCPOA) 재협상을
앞둔 정치적 의사를 표명하기 위함 인 것으로 분석됨.
트럼프는

JCPOA를

탈퇴하며

이란에

경제제재를

가했음.

JCPOA는

이란이

유엔안보리 5개 상임이사국 및 독일로부터 제재완화를 받는 대신 핵프로그램을
폐기하기로 합의한 다자간 협상임. 트럼프는 2018년 5월 이란의 핵무기개발이
지속되고 있음을 이유로 협상에서 탈퇴했고 이란과의 교역에 대해 세계적 제재를
가함. 이에 대해 한국은 이란산 원유 및 가스의 수입을 축소하였고 한국의
선박회사들과 건설회사들이 피해를 입었음. 이란 측에서는 한국의 우리은행과
산업은행에 예치해둔 70억달러의 석유대금을 인출할 수 없게 됨. 한국과 이란은
석유대금을 코로나19 백신 및 방역물품 구입으로 반환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었음.
그럼에도 불구, 이란은 유조선을 나포함으로써 바이든과의 JCPOA협상에서 압박을
가하고, 타국들에게는 미국의 제재를 따르는 데 대가가 있다는 메시지를 전한
것으로 보임.
https://thediplomat.com/2021/01/with-ship-seizure-south-korea-again-stuck-between-the-usand-iran/

4. 북한의 코로나19 진실은 무엇인가?
What Is the Truth About COVID-19 in North Korea?
The Diplomat | Mitch Shin | Jan. 6
북한은 코로나19 발생 후 자국내 확진자가 없다고 발표했음. 이는 북한이 주민의
피해를 무시하고 완전한 대외봉쇄 조치를 취한 덕분일 수도 있으나, 전문가들은 북
한이 코로나19와 기근상황을 숨기고 있는 것으로 분석함.
코로나19 발생 이후 중국과의 교역이 완전히 중단될 수 없었고, 북한의 의료시설
은 평양 외에는 갖춰져 있지 않음. 이를 고려하면 북한에도 코로나 확진자가 발생했
으나 북한정부가 이를 무시하고 제대로 된 지원을 제공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 타당
함. 환율 및 물가와 같은 경제지표를 통해 북한이 기근을 겪고 있음이 유추됨.
한국정부는 코로나 진단키트, 구호물품, 식품 및 의약품을 제공함으로써, 이번 기
회를 통해 북한과의 관계를 개선하려 했으나 북한 측에서 구호물품을 거절함. 전문
가들은 북한이 상황을 공개하고 국제사회와의 협력을 통해 경제회복을 위한 특별조
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고통은 지속될 것이라고 말함.
https://thediplomat.com/2021/01/what-is-the-truth-about-covid-19-in-north-korea/

5. 한미동맹: 향후 범세계적 도전에 대한 새로운 비전
U.S.-South Korea Alliance: A New Vision For The Glob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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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llenges Ahead
Council on Foreign Relations | Scott A. Snyder | Jan. 7
한미동맹은 북한과의 관계개선 뿐 아니라 세계적인 번영을 추구해야 함. 이를
위해 한미동맹은 자국우선주선주의를 고수하는 대신 군사적 논쟁을 하루바삐
해결하고 협력과 평화 구축을 위한 협력을 이뤄내야 함. 한미동맹은 코로나19의
확산, 기후변화, 인공지능(AI), 에너지안보, 중국의 정치적 경제적 영향력 확대 등에
평화적이고 발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폭을 넓혀야 함.
https://www.cfr.org/blog/us-south-korea-alliance-new-vision-global-challenges-ahe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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