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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러스 위클리 리뷰
I.

언론보도 Press
1. 바이든, 병력감축 협박으로 한국에게서 “갈취”하지 않겠다고
공약해

Biden

Pledges Not to “Extort” South Korea With Troop-Cut Threats
Bloomberg | Jon Herskovitz | Oct. 30
바이든

민주당후보는

주한미군

병력수준의

감축이라는

협박을

협상카드로

사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맹세함. 바이든은 30일(금) 한국 연합뉴스에의 특별
기고문을 통해, 만약 당선된다면 “우리의 병력을 줄이는 무자비한 협박으로 한국을
괴롭히지 않을 것”이라고 말함.
https://www.bloomberg.com/news/articles/2020-10-30/biden-pledges-not-to-extort-southkorea-with-troop-cut-threats

2. 주한미군기지 고용원들, 자금조달 교착으로 새로운 휴직걱정에
직면해

South Korean base

employees face new furlough worries over funding stalemate
Stars and Stripes | Kim Gamel | Nov. 2
미군은 내년도 방위비분담금 합의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휴직문제를 재차 논의할
수 있다고 한국인근로자연합과 한국정부에게 10월5일 밝힌 바 있음. 주한미군
근로자들은 더이상 휴직 처리된다면 근무하기 어렵다고 말함. 한미연합사령부는
4,000명의 필수근로자를 유지하기 위한 자금을 확보했지만, 관리행정, 운전 등의
업무를 미군이 직접 수행해야 하는 상황임.
https://www.stripes.com/news/pacific/south-korean-base-employees-face-new-furloughworries-over-funding-stalemate-1.650827

3. 한국, 비무장지대를 넘어온 북한인을 구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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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th

Korea

Detains

North

Korean

Who

Crossed

Demilitarized Zone
The New York Times | Choe Sang-Hun | Nov. 3
한국군은 비무장지대의 철책을 건넘으로써 광범위한 수색을 야기한 북한인의
신병을 확보했다고 발표함. 국군은 동부지전선의 철책에 누군가 접근한 흔적을
발견하고 2일(화)부터 경보수준을 올렸으며, 북한군의 특이 동향은 없었음.
https://www.nytimes.com/2020/11/03/world/asia/north-korea-border-dmz.html

4. 중국의 시(習), 자국이 유럽연합, 일본 및 한국과의 무역회담을
가속화하겠다고 말해

China’s Xi says country

will speed up trade talks with EU, Japan and South Korea
CNBC | Evelyn Cheng | Nov. 4
시진핑

중국주석은

“중국-유럽연합

간의

투자조약과

일본

및

한국과의

자유무역협정을 위한 협상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4일(수) 무역박람회 기조연설에서
언급함.

그는

미국을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으나,

앞으로

국내경제를

외국기업들에게 개방하려는 중국의 의도를 포괄적으로 설명함.
https://www.cnbc.com/2020/11/04/chinas-xi-says-country-will-speed-up-trade-talks-with-eujapan-rok.html

5. 소화기로 두 한국인을 공격한 미군이 입건돼
US service member accused of assaulting two South Korean
men with fire extinguisher
Stars and Stripes | Matthew Keeler | Nov. 4
31일(일) 두 시민에게 소화기를 난사하고 도망친 주한미군이 특수폭행 혐의로
입건됨. 그는 새벽에 서울소재 홍익대학교 주변에서 20대 남성 2명에게 소화기를
난사한 뒤 도망갔음. 경찰은 이번 사건을 주한미군에 통보한 뒤 조사를 위해 곧
재소환할 예정이라고 전함.
https://www.stripes.com/news/pacific/us-service-member-accused-of-assaulting-two-southkorean-men-with-fire-extinguisher-1.650978

6. 한국의 최고위외교관, 선거 불확실성 속 방미 예정

South

Korea's top diplomat to visit U.S. amid election uncertainty
Reuters | Hyonhee Shin | Nov. 5
한국이 대통령선거 결과에 관계없이 미국과의 굳건한 동맹관계를 맹세한 가운데,
한국외교부장관이 다음주 방미예정이라고 3일(화) 발표됨. 강경화장관은 8일(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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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싱턴에

도착하여

4일간

머무를

예정임.

이번

방미계획은

트럼프대통령의

코로나19 확진으로 방한을 취소한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국무부장관의 초청으로
비롯됨.
https://www.reuters.com/article/us-usa-election-southkorea/south-koreas-top-diplomat-tovisit-us-amid-election-uncertainty-idUSKBN27L0AF

7. 2020년의 이 후보들, 당선으로 역사를 만들어

These

2020 Candidates Made History With Their Election Wins
TIME | Suyin Haynes | Nov. 5
메릴린 스트릭랜드 후보는 워싱턴주 제10선거구에서 당선됨. 그녀는 의회에
진출한

최초의

한국계

미국인이자

워싱턴주를

연방수준에서

대표하는

첫

아프리카계 미국인임. 스트릭랜드가 최초로 역사를 이번 선거에서 쓴 것은 아님.
그녀는 2010년 타코마시장으로 당선된 첫 아프리카계 미국인이었음.
https://time.com/5907767/historic-wins-2020-election/

II.

연구기관 간행물 Think Tanks
1. 이득이 있는 친구: 대한민국은 미국의 핵확장억지에 의지해야
하나?

Friends With Benefits: Should the

Republic of Korea Count on US Extended Nuclear Deterrence?
Global North Korea | Mason Richey | Oct. 26
한미동맹의 최대 표출은 핵확장억지력임. 핵억지의 타당성 및 동기는 명확함.
미국이 한국으로 확장된 핵우산을 펼치는 일은 한국에 대한 북한의 핵공격을
저지하려는 의도에 있음. 핵억지의 타당성 및 동기는 명확할지 몰라도 핵확장억지
제공자의 신뢰성에 대한 의문은 항상 존재함. 미국이 한국으로 확장된 핵우산을
펼침은 한반도와 동아시아지역의 안보를 위해 중요하지만 정치적으로는 아직도
허술함.
미국의 핵억지를 의심해야 하는 이유는 트럼프대통령 휘하 미국의 현상황임.
트럼프는 동반자로서 불신의 아이콘임. 또한 부패와 무법의 기회주의, 무능 및
태만으로 분열된 트럼프행정부는 정부와 국민이 법의 지배를 얼마나 어기는지
보여줌. 이는 국내법도 존중하지 않는 국가가 동맹국과 맺은 안보협력을 존중할
것이라고 기대할 수 있는지 의문을 자아내도록 함. 아울러 트럼프의 외교정책은
해외에서 군사적으로 더 적게 연루되고자 하는 미국인의 전반적 선호를 나타냄.
한국은

미국의

핵억지를

전적으로

신뢰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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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없지만,

독자적

핵억지력을

개발하려는

걱정스러운

시도

또한

한미군사동맹을

무너뜨리고

한국경제와

동북아지역의 안정에도 심각한 영향을 미칠 것임.
이와

같은

억지능력을

상황의

부정적

강화해야

함.

측면을
둘째,

완화하기

나토의

위해서

한국은

핵무기계획단과

먼저

전통적

유사한

한반도

핵무기계획단의 작동을 고려해봐야 함. 이는 한국과 미국에게 핵정책에 대한
자부심을 갖다 줄 것임. 마지막으로 한국은 예민해지고 있는 미국과의 관계를
개선하는 단계를 거쳐야 함. 이는 과거 바이든의 외교정책 우선순위에 관한 선언을
고려할 때 바이든 행정부와 함께 더 쉽게 진행될 일이지만, 누가 당선되는지에
관계없이 중요한 점임. 결과적으로 핵확장억지의 신뢰성은 그 기초가 되는 동맹의
견고함에 달려있음.
https://www.globalnk.org/commentary/view?cd=COM000043

2. 중국, 러시아, 이란 및 북한이 미국선거 결과에 신경을 쓰는
이유

Why China, Russia,

Iran, and North Korea Care About U.S. Election Results
The Heritage Foundation | James Jay Carafano | Nov. 1
조선로동당은 트럼프 재임 후반 2년 동안 비교적 조용한 상태임. 비록 핵개발이
이어지고 있지만, 2017년 이후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은 중단됨. 북한이 후보
별로 어떤 전략을 취할지 예상하기는 어렵지만, 완전한 비핵화를 목표로 하는
“최대압박전략”보다 더 건설적인 전략은 없을 것임. 북한핵을 무력으로 없애려는
전략은 현실적이지 않으며, 북한의 미래는 북한에게 달려있음.
https://www.heritage.org/global-politics/commentary/why-china-russia-iran-and-north-koreacare-about-us-election-results

3. 한국은 미국대선에서 누구를 지지하는가?

Who

Is South Korea Rooting for in the US Presidential Election?
The Diplomat | Mitch Shin | Nov. 2
한국은 미 대선 결과에 큰 영향을 받을 것임. 한국이 공식적으로 특정 후보를
지지할 수는 없지만, 후보에 따라 예상되는 외교적 시나리오는 존재함.
오바마대통령

재임시에는

“전략적 인내”

전략을

구사함에 따라

대북관계가

악화되었고 북한의 핵무장을 강화 시켰음. 또한 2015년 한일 위안부합의 시
오바마대통령이 일본편을 지지했다고 비난하는 여론이 한국내에 존재했음. 트럼프
재임시에는

대북관계가

성공적이었으나,

주한미군

방위비분담금을

과도하게

요구하여 실망을 삼.
박원곤 한동대학교 교수는 바이든의 당선이 한국에게 유리하다고 더 디플로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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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에

말함.

트럼프가

한국이

반중국

연합전선에

가담하기를

바라는데

이는

한국기업들에게 불리하고 한국경제에 악영향을 미쳤기 때문임.
반면 레이프 에릭 이즐리 이화여자대학교 교수는 한국의 미·중 분쟁 대응법은
누가 당선되든지 대비해야 하는 것이며, 바이든은 북한과의 대화를 이어 가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함. 바이든은 “전략적 인내” 전략을 택할 것이기 때문에
비핵화문제를 악화시킬 수 있다고 주장함.
“샤이 트럼퍼스”라는 변수가 있지만,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트럼프의 당선확률이
희박하다고 전망함. 바이든은 한국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당선 시 트럼프와
다른 입장에서 한미동맹을 바라볼 것이라면서 동맹의 강고함을 강조함.
https://thediplomat.com/2020/11/who-is-south-korea-rooting-for-in-the-us-presidentialelection/

4. 한국, 화요일의 투표에 많은 것이 달려있어
South Korea Has Got a Lot at Stake in Tuesday’s Vote
Foreign Policy | Morten Soendergaard Larsen | Nov. 3
만약 바이든이 선출된다면 동아시아에서 미국의 입지를 재건하기 위해 할 일이
아주 많을 것임. 오는 1월 누가 백악관에 들어서든지 간에 미국에 대한 동아시아의
궁극적 전념에 대한 의문에 직면할 것임. 여태 정신이 없는 4년을 보내왔기 때문에
한국은 대선을 면밀히 주시하고 있음.
먼저 북한을 말살하기 위한 트럼프의 협박과 그리고 실패할 운명이었던 서한들을
통한 김정은과의 러브스토리가 있었음. 한국전쟁 70년후에야 희망이 보였지만
도중에 실패했음. 아울러 트럼프행정부는 기존에 있던 한국과의 자유무역협정을
미국에게 더 유리하도록 개정했음. 또한 약3만 주한미군의 운명과 비용문제가
걸려있음. 현재 한국정부는 남북한관계를 개선하기 위해 북한을 협상테이블로 다시
불러올 수 있는 대통령이 뽑히기를 원함.
https://foreignpolicy.com/2020/11/03/2020-election-south-korea-trump-biden/#

5. 괴물 같은 북한미사일의 장막 밑을 들여다보기
Peeking under the shroud of North Korea’s monster missile
Arms Control Wonk | Joshua Pollack | Nov. 5
북한이 지난달 열병식에서 자랑한 새로운 이동식미사일은 해결되지 않은 몇몇의
의문으로 감싸져 있음. 대부분 어떤 것을 이동할지 언제 비행시험을 통해 공개될
지에 대한 의문임.
이 무기의 외형은 2단으로 구성되어 있고 액체추진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임.
2017년 북한이 시험한 화성-15호와 비슷하지만 규모가 더 큼. 이 괴물 같은
5

미사일의 1단에는 “치마” 같은 것이 있는데 엔진과 폭발물을 “덮는” 용도로 추측됨.
화성-15호가 이미 미국 본토의 어떤 곳에도 도달할 수 있는 사정거리를 갖고
있었지만 새 미사일은 더욱 장거리용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더 크고 무거운
폭발물을 탑재하게끔 고안됨.
불편하게도 우리가 곧 이 괴물 같은 미사일이 장막 아래다 무엇을 숨기고 있는지
알게 될 가능성이 있음. 2021년 1월20일 바이든 행정부로의 교체는 김정은에게
“효과적인 힘의 균형”의 존재를 보여주기 위한 동기를 부여할 것임.
어떤 일이 일어나든 간에 북한이 힘을 입증하는 모습을 가만히 앉아 두고 보는
일에서는 그 어떤 이득도 없을 것임. 어떻게 될지는 워싱턴에 올 새로운 팀에게
달려있지만, 그들이 접근법을 신속히 결정하면 그럴수록 더 좋을 것임.
https://www.armscontrolwonk.com/archive/1210289/north-koreas-new-icbm-whats-underthe-shrou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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