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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러스 위클리 리뷰
I.

언론보도 Press
1. 밀리:

미국과

한국이

합동군사훈련

검토”중

연기문제를

“면밀히

Milley: US, Korea,

taking ‘hard look’ at postponing joint military exercises
Military Times | Patricia Kime | Feb. 27
마크 밀리 합참의장은 코로나바이러스에 대한 우려로 한국에서의 합동훈련을
연기하거나 그 규모를 축소할 수 있다고 밝힘. 한국은 코로나바이러스 확진자가
중국 다음으로 많은 나라며, 그 수가 계속 증가하고 있는 실정임.
https://www.militarytimes.com/news/your-military/2020/02/26/milley-us-korea-taking-hardlook-at-postponing-joint-military-exercises/

2. 한국인들은 일본 대신 미국을 방문하고 있어
South Koreans are visiting the US instead of Japan
Quartz | Dan Kopf | Feb. 28
한국과 일본간에 무역전쟁이 진행되면서 일본 대신 미국을 방문하는 한국
여행객의 수가 늘었음. 미국을 여행하는 한국인의 수가 수년간 줄었으나, 2019년
11월부터 2020년 1월까지의 통계자료에 따르면, 전년 동기 대비 20%정도 늘어났음.
하지만 최근 코로나바이러스로 미국 입국 규제가 강화되면서 한국으로부터 미국
입국자의 수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됨.
https://qz.com/1809631/south-koreans-are-visiting-the-us-instead-of-japan-2/

3. 트럼프, 바이러스에 관해 침착할 것을 요청하고 여행규제를
확대해
Trump Calls for Calm on Virus and Expands Travel Restrictions
The New York Times | Feb.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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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시애틀주에서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한 첫번째 사망자가 발생함. 트럼프는
이에

대해

침착할

것을

미국민들에게

요청했고

타국으로의

여행

제한을

확대하겠다고 말함. 미국은 이탈리아 및 한국으로의 여행에 최고수준의 경고를
발령했고 이란으로의 여행을 전면금지하고 있음. 또한 미국 입국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이란 여행 경험이 있는 사람은 입국이 불가한 상태임. 미국은 또한 이탈리아
및 한국으로부터 입국하는 여행객들에 대한 검역을 실시할 예정임.
https://www.nytimes.com/2020/02/29/world/coronavirus-news.html

4. 코로나바이러스 위기에서 한국 도시가 개방적이려는 노력은
중국과 대조적

In Coronavirus

Crisis, Korean City Tries Openness, a Contrast to China
The New York Times | Gary Anderson | Mar. 1
본래 쇼핑 및 여가 지역인 대구가 코로나바이러스의 폭발적 발병 후 조용해
보이지만 수많은 식당과 술집이 이따금씩 오는 손님을 기다리며 여전히 장사를
하고 있음. 대구시는 엄격하지 않고 융통성 있는 접근으로 자영업자들이 입는
코로나바이러스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시민의 경각심을 일깨우며 생업을 유지토록
함. 이는 우한을 철저히 봉쇄한 중국과 대조적인 모습임. 만약 이와 같은 전략으로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면 민주사회의 본보기가 될 것임.
https://www.nytimes.com/2020/02/25/world/asia/daegu-south-korea-coronavirus.html

5. 톰슨 로이터, 코로나바이러스 발생으로 직원의 중국 및 한국
여행을 중단해

Thomson Reuters halts employee

travel to China and South Korea over coronavirus outbreak
CNBC | Emma Newburger | Mar. 1
미디어대기업

톰슨

로이터는

코로나바이러스에

대한

두려움으로

직원들의

필수적이지 않은 중국, 홍콩 및 한국으로의 출장을 취소함. 톰슨 로이터는 이로써
바이러스로 해외출장을 중단한 아마존, 페이스북 등 주요기업의 명단에 합류함.
https://www.cnbc.com/2020/03/01/thomson-reuters-halts-employee-travel-to-china-southkorea-over-coronavirus.html

6. 북한의 핵프로그램을 구매하자
Let’s purchase North Korea’s nuclear program
The Washington Post | Gary Anderson | Mar. 1
대북 핵 규제가 실패하면서, 역으로 북한의 핵프로그램을 구매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임. 미국의 연속 4대(代) 행정부는 북한으로 하여금 핵을 포기하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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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기 위해 노력했지만 현재까지 모두 실패함. 러시아, 중국, 한국 및 일본 역시
북한의 비핵화를 위해 노력했으나 결과는 실패였음. 북한이 핵을 유지하려는 이유는
첫째, 사담 후세인의 최후 등 다른 비핵화 국가의 운명을 목격했고 둘째, 북한이
국제 왕따로 존중 받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임.
https://www.washingtontimes.com/news/2020/mar/1/lets-purchase-north-koreas-nuclearprogram/

7. 알렉스

아자르

보건부장관,

“폭스뉴스

코로나바이러스 근황을 설명해

선데이”에서
HHS Secretary

Alex Azar gives coronavirus update on “Fox News Sunday”
Fox News | Mar. 2
알렉스 아자르 보건부장관은 폭스뉴스와의 회견에서, 현재 한국 및 이탈리아의
특정지역에 대한 여행경보를 4단계(여행금지 권고)로 올렸는데 추후 입국 금지로
이어질 날이 올 것이냐는 질문을 받음. 그는 “우리가 중국에 대해 취했던 212F
(입국금지)조치를 취할 수도 있다. 하지만 여기서 핵심은 한국과 이탈리아는 매우
선진화된 공중보건 및 의료체계가 있다는 것이다. 우리는 투명한 지도부가 있으며
첫날부터 매우 적극적인 조치를 취해왔다. 지금으로서는 사람들에게 가지 말라고
하는 것이 적절한 방안이지만 모든 것은 항상 검토 중이다.”고 답변함.
https://www.foxnews.com/transcript/hhs-secretary-alex-azar-gives-coronavirus-update-on-foxnews-sunday

8. 북한, 3개월만에 발사체 2발을 발사해

North Korea

fires two projectiles in first launches for three months
The Guardian | Justin McCurry | Mar. 2
한국군은 북한이 3개월 만에 2발의 발사체를 발사했다고 전함. 이들은 동해안에
위치한 원산 지역으로부터 해상을 향해 발사되었음. 이번 발사는 작년 11월말 이후
처음이며, 북한이 장거리미사일 실험의 자발적 유예를 선언한지 수주가 지나고
발생한 일임. 분석가들은 북한의 이번 발사가 무기 실험을 지속할 의도가 있음을
증명한 것이라고 말함.
https://www.theguardian.com/world/2020/mar/02/north-korea-fires-two-projectiles-endingits-ban-on-long-range-tests

II.

연구소 간행물 Think Tank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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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북한은 코로나바이러스에 대처할 수 있는가?
Can North Korea Cope With the Coronavirus?
Foreign Affairs | Sue Mi Terry | Mar. 3
북한은 이 정도의 응급의료상황에 대한 준비가 되어있지 않으며, 무너져가는
건강보험제도와 함께 이런 종류의 바이러스성 발병에 특히 취약함. 북한은 5,000명
이상의 확진자가 있는 한국과 80,000명 이상이 있는 중국 사이에 끼어 있음.
지금까지 북한에서 확진자가 나오지 않았다고 발표되었지만, 만약 퍼지게 된다면 그
속도가 매우 빠를 것임. 북한은 코로나바이러스 발생을 막는 데 성공할지도
모르겠으나, 극단적 대처는 이미 취약한 경제에 피해를 입히고 예측불가능한 결과를
불러올 것임.
https://www.foreignaffairs.com/articles/north-korea/2020-03-03/can-north-korea-copecoronavirus

2. 북한인권이 지역안보문제인 이유
Why North Korean human rights is a regional security issue
Pacific Forum CSIS | Rob York | Mar. 3
2017년 11월 한국 국회에서 행한 트럼프대통령의 연설은 한국의 성공적인
현대화에 찬사를 보냈다고 칭찬을 받았으나, 트럼프는 북한을 위협하는 데 상대적인
제약이 있다는 점을 강조함과 아울러 북한이 자국민을 학대하고 있다는 사실을
전달하는 데 연설을 이용했음.
북한의

인류에

대한

범죄는

국제사면위원회와

국제인권감시기구와

같은

인권옹호기관에 광범위하게 기록되고 있음. 하지만 여전히 북한 시민의 권리,
존엄성 및 심지어 생명을 침해하는 행위는 핵 및 무기 프로그램에서 나온 위협
때문에 뒷전으로 밀리게 됨.
2014년 유엔 북한인권위원회가 발표한 보고서에는 언론 및 종교의 자유에 대한
북한의 지속적인 유린과 계속되는 성범죄가 기록되어 있음. 심지어 한 위원은
북한정권이

인권개선과

안전보장이사회는

본질적으로

해결책을

맞지

발표했으나

않다고

러시아

및

말함.
중국이

그후

유엔총회와

이를

저지했고,

유엔총회는 결과적으로 약12개국의 도움을 받아 해결책을 조정함. 그후 두가지
사항이 두드러진 바, 한가지는 “이 과정에서 북한이 어떻게 반응했는가”이며, 다른
한가지는

“이

해결책들을

당시

버락

오바마와

박근혜가

얼마나

신속히

수용했는가”임.
이전 세대들이 실패해왔지만 트럼프는 한반도비핵화를 실현하고자 함. 민주주의인
한국과의 평화통일이나 평화공존이 모두 불가능한 이유는 북한이 인권을 침해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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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력을 마음대로 행사하기 때문임. 그리고 북한은 두가지 사항이 모두 불가능한 한
핵무기로 자신을 보호할 것임. 이와 같은 북한의 행태는 협상을 배제한다거나
전쟁으로 가는 길을 열어주는 것이 아니라 다만 탈북자로 하여금 토로하도록 할
뿐임. 따라서 북한에 있는 사람들에게 정보를 공급하고 탈북 수단을 제공하며
국제사회와 함께 일하려는 것임. 미국이 전쟁이나 북한의 핵보유를 피하려 하기
때문에 인권에 관한 문제는 끊임없는 교착상태에 있음.
https://mailchi.mp/pacforum/pacnet-10-north-korean-human-rights-03032020?e=044c657e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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