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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러스 위클리 리뷰
I.

언론보도 Press
1. 주한 미공군, 실사격훈련을 위해 한반도 밖으로 내몰려
US Forces Korea Aircrews Forced to Go Off Peninsula for LiveFire Qualification
Air Force Magazine | Brian W. Everstine | Sep. 10

로버트 에이브럼스 주한미군사령관은 10일(목) CSIS 웹세미나에서, 주한 미공군이
준비태세의 최대 도전에 직면해 있다면서, 수년 동안 비행장과 야외 공간에 대한
접근 제한, 한국 국민의 소음 민원 등으로 인해 필요한 실사격훈련을 하기 힘들다는
애로사항을 언급함. 그는 실제로 주한 미공군의 일부가 한반도 밖에서 실사격훈련을
실시했음을 공개함.
https://www.airforcemag.com/us-forces-korea-aircrews-forced-to-go-off-peninsula-for-livefire-qualification/

2. 한국정부와 삼성, 일본의 반도체소재 수출제한 이후 한 팀이
돼

South Korea government,

Samsung team up after Japan’s export curbs on chip material
CNBC | Sep. 13
삼성전자는 일본과의 무역분쟁 이후 공공연구소, 국내제조업체 등에 투자하는 등
반도체소재의 국산화 및 공급원 다변화를 위해 노력 중임. 그러나 업계 전문가들은
국내 소재시장에서 일본이 경쟁력 있는 기술을 개발하는 데 거액을 투자하는 것이
경제적 타당성이 있는지에 대해 회의적 태도를 보임.
https://www.cnbc.com/2020/09/14/south-korea-government-samsung-team-up-after-japansexport-curbs-on-chip-material.html

3. 괴롭힘에 대한 항의증대가 한국의 문화진출을 위협하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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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y growing outcry over harassment threatens South
Korea’s cultural push
Financial Times | Edward White | Sep. 13
케이 팝이 전례 없는 국제적 열기를 누리고 있는 현재, 호황을 누리는 한국
연예산업이

지금까지

좋은

이미지를

구축하는데

성공했지만,

이는

가부장적

사회에서 여성혐오에 시달리는 수많은 한국여성의 현실과 극명한 대조를 이룸.
익명의 미국 헤지 펀드 매니저는 “케이 팝은 지금까지 국제적으로 긍정적
이미지를 구축해왔지만 이 이미지가 업계 및 한국사회의 현실과 상충된다."면서,
막후의 성폭행 및 업계의 계속되는 범법행위에 대한 우려를 언급함. 한국의
비평가들은 케이 팝의 인기에 대해, 예술가와 팬간 관계의 유기적 성장 또는 성
불평등 및 도전을 피하려는 젊은이들의 유해한 중독이라는 양분된 평가를 내리고
있음.
https://www.ft.com/content/f7d4dcac-9354-4fb0-9d97-8bce29371e9c

4. 화웨이, 새 세상으로 들어서: 미국의 금수가 범세계적 기술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법

Huawei

enters a new world: How the US ban will affect global tech
Nikkei Asian Review | Cheng Ting-Fang, Lauly Li | Sep. 14
미국 이외의 모든 공급자들은 14일(화) 0시 이후 화웨이로의 국제적 수출을
중단하게

됨으로써,

삼성,

샤오미,

애플,

노키아

등

전자제품

및

통신장비

경쟁자들이 화웨이의 시장점유율을 차지할 수 있음. 화웨이의 반도체 공급부족은
이미 스마트폰의 총매출에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삼성과 샤오미가 그 빈자리를
채우고 있음. 한편, 반도체 제조업체들의 불확실성은 증대되는 추세임.
https://asia.nikkei.com/Spotlight/Huawei-crackdown/Huawei-enters-a-new-world-How-theUS-ban-will-affect-global-tech

5. 김광현, 훌륭한 자태로 선발등판에 복귀해
Kim returns with superb outing in opener
MLB | Anne Rogers | Sep. 14
MLB 세인트루이스 카디널스의 김광현이 신장실환으로 입원 후 14일(월) 복귀한
밀워키 브루어즈와의 첫 경기에서 7이닝 동안 삼진 6개를 잡아내며 개인최고
기록을 세움. 그는 4경기 연속 선발등판에서 5이닝 이상을 투구하며 3피안타
이하로, 1912년 공식집계 이후 무자책점을 기록한 최초의 내셔널리그 투수라는
기록을 달성함.
김은 경기후 인터뷰에서 “브루어즈 타자들이 속공에 약하다고 해서 속공을 많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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던졌다.”면서, “오늘 내 경기력에 만족하지만, 아쉽게도 우리 팀이 진 것이 한 가지
만족스럽지 못한 점”이라고 말함.
https://www.mlb.com/news/kwang-hyun-kim-7-shutout-innings-in-return-from-injury

6. 한국, 미국과의 작전계획에 핵무기 사용은 없다고 말해
South Korea says no use of nuclear weapons in joint
operational plans with U.S.
Reuters | Hyonhee Shin | Sep. 15
한국은 15일(화) 미국과의 연합작전에서 핵무기 사용을 계획하고 있지 않다고
말함. 밥 우드워드 워싱턴포스트 부편집인은 그의 신간 “격노”에서, 그는 미국이
있을지도 모르는 북한과의 무력충돌에 대한 계획을 개정했다고 기술함. 예를 들면
“한차례 공격에 핵무기 80발을 사용하는 미국의 대응”과 같은 것임. 이 내용은
북한과의 전면전 시나리오에 양국의 핵공격이 수반할 것인가에 대한 논쟁을
불러일으킴.
https://uk.reuters.com/article/uk-northkorea-usa-southkorea-idUKKBN2661S1

7. 서울: 북한이 수중발사미사일을 실험할지 몰라

Seoul:

N. Korea may conduct underwater-launched missile test
AP News | Hyung-Jin Kim | Sep. 16
한국 고위관계관은 북한이 수중발사미사일 실험을 곧 최초로 실시할지 모른다고
16일(수)

말함.

원인철

합참의장후보자는

서면답변을

통해,

북한이

잠수함을

제작하는 신포 조선소에서 최근 태풍피해 보수작업을 하고 있다면서, 보수작업이
끝나는 대로 곧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실험을 할 가능성이 있다고 언급함.
원 후보자는 한국군이 그쪽의 개발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말함.
https://apnews.com/99863e206fc91230444fabec056f9f91

II.

연구기관 간행물 Think Tanks
1. 북한의 3중 불운

North Korea's Triple Whammy

CSIS | Cha, V., Schwartz, A., Sheen, S., O’Carroll, C. | Sep. 10
국제전략문제연구소(CSIS)
국제대학원

신성호

교수와

전문가
코리아

빅터

차와

리스크

앤드류

그룹

채드

슈워츠는
오캐롤

서울대학교
대표와

함께

코로나바이러스, 태풍 홍수, 식량부족 및 제재를 포함한 북한이 현재 직면하고 있는
모든 어려운 문제들에 관해 토론함. 그들은 미국대선에 관해 미리 생각해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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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의 결과가 북한과의 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에 관해 대화를 나눔.
https://www.csis.org/podcasts/impossible-state

2. 한미 주요군사훈련: 얼마나 지속될 수 있을까?

U.S.-

South Korea Major Military Drills: How Long Can They Hold?
National Interest | Mark Episkopos | Sep. 14
한미양국이 코로나19로 인해 주요 연합군사훈련에 복귀할 가능성에 낮아 향후의
군사협력에 잠재적 위협을 드리우고 있음. 이와 같은 훈련의 연기는 한국안보와
힘의 균형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됨.
더 넓은 지역적 맥락을 고려했을 때, 북한 미사일시험과 중국 해상훈련 등의 상황
하에서 연합훈련의 완화는 위험함. 연합훈련의 일시적 중단은 장기적 우려의 원인이
되지는 않지만, 미국대선을 앞두고 있는 현재 비용분담과 관련된 공약과 맞물리고
있음. 미국과 한국이 직면하는 전례 없는 난기류는 전시작전권 전환 등의 외교적
재설정을 촉진할 수 있음. 미국은 11월 선거의 승패와 상관없이, 이런 추세를
저지하기 보다는 받아들일 충분한 이유가 있어 보임.
https://nationalinterest.org/blog/korea-watch/us-south-korea-major-military-drills-how-longcan-they-hold-168894

3. 제조업을 귀국시키려는 한국의 노력
South Korea’s Struggle to Bring Manufacturing Home
The Diplomat | Troy Stangarone | Sep. 14
코로나19로

많은

국가들이

해외의

공장을

자국으로

이전시키는

“리쇼어링(Reshoring)” 정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한국은 성과를 얻기 힘들어 보임.
한국 정부는 6월, 기업들의 공급망 재편을 장려하기 위해 이에 대해 세금 및
보조금을 지원하고 스마트팩토리와 산업로봇 등의 자동화 역시 지원하기로 했지만
최근 몇 년간의 세계 위기는 공급망을 중국으로부터 이동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을

시사함.

최근

조사는

중국과

베트남에

위치한

중소사업체들의

8%만이

한국으로 돌아올 의향이 있다고 답했음.
제조업 공급망 이동의 난항은, 일본과 미국에서도 보이는 현상임. 첨단 기술
분야의 기업들은 높은 안전과 품질 요구를 가지고 있고 새로운 공급처를 찾는 데
시간이 걸리고, 이동으로 인한 장기적 인건비는 장기적으로 증대하기 때문임. 가장
중요한

것은

중국이

우월한

제품

전문화와

인프라를

제공하고

있고

다른

나라들보다 더 나은 경제회복세를 보이기에 여전히 경기침체에 직면해 있는 국가로
이동하는 것에는 우려가 있기 때문임. 따라서, 공급망에 대한 추가적인 정치적
리스크가 없는 상황에서 한국을 비롯한 다른 나라들이 기업의 대규모 귀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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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도하기는 어려울 것임.
https://thediplomat.com/2020/09/south-koreas-struggle-to-bring-manufacturing-home/

4. 코로나19, 모든 사람의 경제를 망쳐놨어ㅡ한국 만 빼고
COVID-19 Has Crushed Everybody’s Economy—Except for
South Korea’s
Foreign Policy | Morten Soendergaard Larsen | Sep. 16
미국이 고질적 역병 창궐과 느린 경제회복에 시달리고 있을 때, 한국은 두 영역을
모두

성공시키는

적절한

방안을

찾은

듯해

보임.

최근

OECD가

발표한

경제전망보고서에서 한국은 단지 -1% 경제성장률을 전망한 반면, 유럽의 경우 약8%, 미국의 경우 약-4%로 예상함. 최근 바이러스 재확산이 OECD로 하여금 한국의
경제성장률을 한달만에 -0.8%에서 -1%로 조정하도록 만듦.
OECD의 이런 발표는 경제성장이 바이러스를 줄이는 데 성공한 것과 밀접한
연관이 있음을 분명히 보여줌. 한국은 역병 창궐에 대한 초기의 효과적 대응으로
다른 나라들과 달리 경제적 타격으로부터 탈출할 수 있었음. 이로 인해 한국은
국가적 봉쇄가 불필요했고, 이는 봉쇄에서 오는 경제적 혼란이 더 적었음을 의미함.
아울러 한국은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재정적 대응을 시행함. 대응규모가 다른
국가들만큼 크지는 않았지만 이것이 민간소비의 수준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되었음.
적자재정에 대한 강경반대파는 이런 재정정책으로 인한 정부부채의 장기적
누적을

우려함.

연세대학교

경제학부

이두원교수는

“한국국민을

위한

정부

보조금이지만 이 보조금을 평생 제공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이 보조금 때문에
정부의 예산균형이 망가지고 있다.”고 말함.
바이러스가 국가간 무역을 계속해서 침체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예산불균형은
한국과 같이 수출 지향적인 경제에서 특히 더 치명적인 위험임. 내년 회복을 위한
한국의 희망은 코로나바이러스로부터 나머지 국가들이 탈출하는 데 달려있음.
이것은 한국이 통제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님.
https://foreignpolicy.com/2020/09/16/coronavirus-covid-economic-impact-recession-southkorea-success/

5. 비교연결 요약: 2020년 9월
Comparative Connections Summary: September 2020
PacNet #53 - | Pacific Forum CSIS | Sep. 17
가. 아직 그림자가 남아있고 11월의 찬 비를 기다리고 있어

“Shadows Still Remain, and Waiting for a Cold November
Rain” by Mason Richey & Rob Yo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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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한과 미국의 관계는 불만, 실망, 가끔 드러내는 이빨, 종종 강요된 미소 등이
뒤섞인 혼돈의 보류상태로 들어 감. 미국과 한국은 군비분담에 관한 합의에
도달하지 못했음.
한편, 한미연합훈련은 축소된 규모로 유지되고 있고, 트럼프행정부와 문재인
대통령은 화해를 위한 협의와 비핵화 압박 중 우선순위를 매기는 데 명백한 차이를
계속 감추려고 함. 북미관계는 회담에 관한 언급 조차도 문제(issue)가 될 정도로
교착상태에

빠짐.

그리고

이런

외교적

부진의

배경은

김정은

정권이

핵무기프로그램과 미사일무기를 계속 확장하고 개선시키는 데 있음.
http://cc.pacforum.org/2020/09/shadows-still-remain-and-waiting-for-a-cold-november-rain/

나. 폭풍치는 여름
“A Tempestuous Summer” by Aidan Foster-Carter
북한은 탈북 활동가들이 풍선에 실어 비무장지대로 보내는 대북 전단에 갑자기
격분하면서, 역대 가장 폭력적인 위협을 한국에게 가했음. 지난 6월 개성소재
연락사무소를 폭파시키며 상징적이지만 극단적인 행동을 자행했음. 문재인정부는 이
사실을 놓고 북의 다른 공격적 행동들에 대해 개탄했음. 하지만 그 어조는 예리하다
기보다 짜증스러운 듯했고, 종합적으로 볼 때 문재인 대통령은 북한에 대해
차분함을 유지했음.
문대통령은 7월, 학창시절부터 친북으로 알려진 새 통일부장관을 임명했고 고위
안보책임자들의 직책을 개편했음. 비록 새 책임자들 모두가 전임자들보다 협의를
강력히 선호하는 인물들일지라도 북한은 별다른 반응이 없었음.
http://cc.pacforum.org/2020/09/a-tempestuous-summer/

다. 미·중 경쟁이 남북한을 갈라놔

“US-China

Rivalry Divides the Two Koreas” by Scott Snyder & See-Won Byun
코로나바이러스부터

홍콩문제까지

미중간의

긴장이

고조되는

가운데,

몇몇

분석가들이 “새로운 냉전”이라고 부름으로 인해 한반도가 나뉜 것처럼 보임. 미국의
새로운 중국전략은 한국이 어느 쪽을 선택할지 곤경(dilemma)에 빠지는 와중에
북한이 중국에 대한 지지에 목소리를 높이도록 유도하는 것임.
제재에서 오는 혼합된 영향으로 인해 북한경제가 고통받고 있는 가운데 세계적
역병 창궐, 극심하게 궂은 날씨 및 8월 공개된 유엔보고서는 중국의 제재 이행에
대한 국제적 비판을 더 분명히 했음. 현재 이 지역의 국내정치적 우선순위는 북한
비핵화를

위해

대체

가능한

접근법에

대한

중국,

삼중고(trilemma)를 강화함.
http://cc.pacforum.org/2020/09/us-china-rivalry-divides-the-two-kore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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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및

미국의

라. 역사, 무역, 그리고 불신
“History, Trade, and Distrust” by Scott Snyder & See-Won Byun
한국대법원의 일제 강점하의 강제징용 문제에 대한 판결과 한국 전자제품 산업의
주요 원자재들에 대한 일본의 무역제재 등 쌍방의 결정은 2020년 여름 동안의
상호관계에 비타협과 손상의

씨를 뿌렸음. 대구지법은 6월 일본제철에

대한

압류명령결정을 공시 송달했음.
한국은 일본의 2019년 수출통제에 대해 세계무역기구(WTO)에 항의를 제기함.
이와 같은 관계급락은 한국과 일본이 이 분쟁을 조정하기 위해 단호한 행동을
취하지 않는 한 올해도 이어질 것임. 북한에 대해서는 새로 공개된 일본의
방위2020에서 일본 국가안보에 지대한 위협을 제기하면서 북한의 핵미사일 역량을
평가했음.
http://cc.pacforum.org/2020/09/history-trade-and-distru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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