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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러스 위클리 리뷰
I.

언론보도 Press
1. 한국, 바이든의 승리를 환영해
South Korea Welcomes Biden Victory
Voice of America | Jason Strother | Nov. 8

한국은 조 바이든 민주당후보의 당선을 축하함. 문재인 대통령은 8일(일) 바이든
전부통령과 캐멀라 해리스 상원의원에 대한 지지를 표시하는 간략한 메시지를
자신의 소셜미디어 계정에 올림. 한편 강경화 외교부장관은 7일(토) 워싱턴에서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부장관과 사전 예정된 회담을 가졌음.
한국정부는 미국의 새 행정부와 협력이 주로 북한 비핵화에 초점을 맞출
것이라고 말하고 있음. 분석가들은 미국의 신지도층이 한미 방위비분담금 협상에
관한 1년 간의 교착상태를 끝낼 것으로 기대하고 있음.
https://www.voanews.com/east-asia-pacific/south-korea-welcomes-biden-victory

2. 바이든과 문(文) 휘하 한미동맹에 대한 새로운 도전 및 잠재력
New Challenges And Potential For The U.S.-South Korea
Alliance Under Biden And Moon
Forbes | Scott Snyder | Nov. 9
바이든 대통령당선자의 동맹운영에의 전통적 접근법은 트럼프의 한반도문제에
대한 비전통적이고 개인적인 기존 접근법으로 인해 갈라진 틈을 메울지 모름.
결과적으로 바이든 행정부가 가져올 동맹 간의 수준 높은 협력에 대한 기대에
부응할 책임은 한국의 문재인정부에게 돌아갈 것임.
https://www.forbes.com/sites/scottasnyder/2020/11/09/new-challenges-and-potential-for-theus-south-korea-alliance-under-biden-and-moon/

3. 미국이 화웨이를 겨냥하며 삼성이 수혜자가 될지 몰라
1

Samsung May Be the Beneficiary as the U.S. Targets Huawei
The Wall Street Journal | Elizabeth Koh | Nov. 10
화웨이전자에서 제조하는 5G장비를 동맹국들이 사용하지 못하도록 압력을 넣은
트럼프행정부에게는

항상

국내산

대체재가

있었음.

중국회사와

경쟁할

미국

국내생산자가 없는 지금 최선의 대체재는 한국의 삼성전자일지도 모름.
https://www.wsj.com/articles/samsung-may-be-the-beneficiary-as-the-u-s-targets-huawei11605047937

4. 북한, 미사일실험용 방아쇠에 한 손가락을 올려놓고 바이든의
승리를 지켜봐

North Korea watches

Biden victory with one finger on the missile test trigger
The Washington Post | Simon Denyer | Nov. 10
세계지도자들이 바이든의 당선을 축하하고 있는 가운데 미국의 오랜 적대국은
유난히 조용했음.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은 9일(월) 캄보디아독립 67주년을 축하하는
메시지를 캄보디아국왕에게 보냈지만, 당일 국영언론은 지난주의 미국대선에 대해
언급하지 않은 대신 시멘트생산과 자립심에 관한 보도에 초점을 맞춤.
https://www.washingtonpost.com/world/asia_pacific/northkorea-us-electionbiden/2020/11/09/30f79150-19fe-11eb-8bda-814ca56e138b_story.html

5. 한국, 대북회담에 대한 바이든의 “정상급” 이해관계에 매료돼
South Korea appealed for Biden's 'summit-level' interests in
North Korea talks
Reuters | Hyonhee Shin | Nov. 11
한국 외교부장관은 10일(화) 바이든 행정부가 북한과 비핵화회담을 재개하기 위해
“정상급”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말함. 폼페이오 국무부장관과의 회담을 위해
방미한

강경화장관은

워싱턴에서

여러

바이든

측

인사들을

만났음.

그녀는

외교정책에 대한 바이든의 의견을 듣는 동안 그들이 동맹을 발전시키고 북한문제와
관련해 함께 일하겠다는 약속을 한국정부에 전달했다고 말함.
https://www.reuters.com/article/us-southkorea-usa-moon/south-korea-arranging-phone-callbetween-moon-and-biden-on-thursday-blue-house-idUSKBN27R0FO

6. 바이든, 더 많은 세계지도자들과 이야기하고 한국대통령을
만나기로 합의해

Biden speaks with more

world leaders and agrees to meet South Korea’s president.
The New York Times | Michael Crowley, Choe Sang-Hun | Nov.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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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바이든 미국대통령 당선자는 11일(월) 외국지도자 3명과 통화하고 그중 1명인
문재인 대통령과 곧 만나기로 약속함. 바이든 인수위원회는 당선자가 문재인
한국대통령, 스콧 모리슨 호주총리 및 스가 일본총리와 “축하전화”를 나눴다고 전함.
강민석 청와대대변인은 문대통령과 바이든 당선자가 취임 후 조속히 만나기로
합의했다고 발표함.
https://www.nytimes.com/2020/11/11/us/biden-speaks-with-more-world-leaders-and-agreesto-meet-south-koreas-president.html

7. 북한, 바이든으로 하여금 주의를 기울이도록 “강요하기” 위한
방안으로 미사일실험을 이용할지 몰라

North Korea may

use missile tests as a way of “forcing” Biden to pay attention
CNBC | Abigail Ng | Nov. 11
분석가들은 북한이 조 바이든 대통령당선자에게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하고
대미외교에 계속 우선순위에 두고 있음을 확실히 하기 위해 미사일을 발사할지
모른다고 언급함. 전문가들은 바이든의 우선순위가 코로나19 위기 및 미국경제에
대한 우려와 씨름하는 일이지만 북한이 무기실험을 통해 자신의 존재를 인식시키려
할 수 있다고 함.
https://www.cnbc.com/2020/11/12/us-election-what-biden-means-for-north-korea-southkorea-japan.html

8. 트럼프가

알링턴으로

간

동안

현충일을 기념해

바이든은

필라델피아에서

Biden commemorates

Veterans Day in Philadelphia as Trump goes to Arlington.
The New York Times | Annie Karni, Michael D. Shear | Nov. 12
트럼프대통령은 현충일에 역대대통령의 전통대로 알링턴 국립묘지를 방문했고 조
바이든 대통령당선자는 필라델피아 한국전쟁 참전기념비를 찾음. 이는 트럼프가
5일(목) 유효투표 수의 오류에 관해 언급하고 선거제도의 견고함을 비하하려 한
이후의 첫 공식행사임.
https://www.nytimes.com/2020/11/11/us/biden-commemorates-veterans-day-in-philadelphiaas-trump-goes-to-arlington.html?searchResultPosition=9

II.

연구기관 간행물 Think Tanks
1. 바이든의 선거승리가 한국경제에 의미하는 바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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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at Does

Biden’s Election Win Mean for the South Korean Economy?
The Diplomat | Kyle Ferrier | Nov. 7
조 바이든 전부통령 겸 민주당후보가 미국대선에서 공화당의 현직 도널드
트럼프를 꺾은 결과가 나왔음. 바이든은 선거운동 기간 중 북핵문제와 동맹관계에
접근했음. 바이든이 한국의

제2위

교역상대국인

미국의

대통령으로

취임함은

한국경제에 큰 의미가 될 것으로 보임.
최근 수년간 양국간 경제관계의 핵심 축은 한미자유무역협정(KORUS FTA)이었음.
양국간의 연간 총교역액은 매년 꾸준히 증가해 2019년 1,340억달러에 달했음.
미국경제에 대한 이런 혜택에도 불구, 트럼프대통령이 양국간 무역역조에 집중하고
KORUS FTA 탈퇴를 아슬아슬하게 피하면서 양국관계에 심각한 부담을 안김. KORUS
FTA의 재탐색이 바이든 대통령 재임기간에는 일어날 것 같지 않고 경제관계에서의
불확실성을 크게 덜어줄 가능성이 높음.
바이든의

국제경제

강령은

국내경제를

먼저

끌어올려야

한다는

점을

강조함으로써 비판을 받고 있지만, 우방국 및 우호국과의 협력을 더욱 강조한 것은
양국간 경제관계의 안정화를 추진할 것임을 시사함. 그러나 한국은 미국의 정책에서
완전한 반전을 기대해서는 안됨. 아마도 한국의 기업과 선거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가장 우려되는 문제인 미-중경쟁이 사라질 것 같지 않음. 그럼에도 불구, 바이든
행정부는 양국과 국제사회가 공유하는 주요 경제 우선순위를 진전시킬 수 있는
반가운 기회의 창을 제공해야 함.
https://thediplomat.com/2020/11/what-does-bidens-election-win-mean-for-the-southkorean-economy/

2. 북한에 관한 조 바이든: 그는 도널드 트럼프의 유산 위에
쌓을까?

Joe Biden

on North Korea: Will He Build on Donald Trump's Legacy?
The National Interest | William Jeynes | Nov. 8
2020년 선거는 김정은과 트럼프대통령 간의 매우 특별한 관계 때문에 북한에게
큰 의미가 있음. 바이든 대통령당선인은 북한지도자에 대한 비판이 상당히 신랄함.
그는 버락 오바마의 대북정책을 지속해 나가겠다면서 회담에 앞서 핵무기의 일부를
포기하도록 하겠다고 약속했지만, 미국의 여러 정치지도자들은 그런 접근법이 과거
미국을 전쟁 직전의 상황으로 몰고갔기 때문에 우려하고 있음.
바이든은

그동안

양국간에

분명히

이뤄졌던

진전상황을

비판해왔고,

이는

트럼프와 김정은 모두의 인내심을 시험했음. 트럼프를 전반적으로 어떻게 생각하든
간에 그는 김정은과의 사이를 특별한 관계로 이끌어냈음. 바이든이 이전의 경멸적
언사를 제쳐 두고 트럼프행정부 시절에 구축된 북미관계의 진전을 바탕으로 삼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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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랄 뿐임.
https://nationalinterest.org/blog/korea-watch/joe-biden-north-korea-will-he-build-donaldtrumps-legacy-172242

3. 바이든의 승리는 한국대통령에게 좋은 소식이자 나쁜 소식
For South Korea’s President, Biden’s Win Is Both Good News
and Bad News
Foreign Policy | Morten Soendergaard Larsen | Nov. 9
문재인 대통령이 8일(일) 트위터에 가장 먼저 게시한 글은 바이든 대통령당선자를
축하하는 것이었음. 그는 한미동맹의 공식구호인 “같이 갑시다!”를 포함한 트윗을
게시함.
문대통령은 바이든 행정부의 출범에 대해 행복해야 할 일이 많음. 한국인들
사이에는 바이든 전부통령이 트럼프대통령보다 훨씬 더 인기가 많음. 또한 바이든은
현재 진행중인 주한미군 방위비관련 논쟁을 단계적으로 축소할 것임. 논쟁을 줄임은
상호 악감정의 근원을 제거할 것이고 미군부대에서 일시적으로 해고된 한국인
근로자들의 급여가 보장될 것임.
문제가 될 일은 북한에 대한 바이든의 입장임. 바이든은 트럼프행정부가 고수했던
것과 같은 개방적 접근을 배제했고 임기초에 국내외적 정책과제들이 대단히 많을
것임. 바이든은 전제조건 없이 김정은 위원장을 만날 일은 없다고 말함. 미국이
오바마 전대통령의 “전략적 인내” 접근법으로 되돌아갈 것이라는 두려움이 있음.
하지만 문 대통령의 정치활동의 많은 부분이 북한과의 화해 및 관여와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그는 전략적 인내의 시기로 되돌아가고 싶지 않을 것임.
https://foreignpolicy.com/2020/11/09/south-korea-president-moon-united-states-biden-win/

4. 트럼프 이전에 한국 보수파도 “도둑맞은” 선거를 주장했어
Before Trump, South Korean Conservatives Also Claimed a
“Stolen” Election
The Diplomat | Dongwoo Kim | Nov. 11
외세의 도움을 받은 민주당원들이 거대한 투표조작을 통해 선거를 “훔쳤다”고 한
트럼프대통령의

주장은

4월15일

있었던

한국

국회의원선거에서

널리

퍼졌던

음모설을 이상스럽게 닮았음. 두 이야기는 모두 진보파가 “중국”과 공모하여
투표용지를 그들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조작했다고 주장함.
한국과 미국에서 선거조작으로의 수렴은 우연의 일치가 아님. 미국 극우파의 각기
다른 형태의 담론 및 관행이 한국 극우파로부터 채택된 것임. 아울러 더욱더
적극적인 중국은 한국 보수파로 하여금 그들의 반공주의적 사상을 한데 모이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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했고 진보파가 외부세력과 공모했다고 비난하도록 함.
하지만 이는 단지 유사한 소설 혹은 비주류 음모론이 아니며, 이 음모론을
비주류로부터 나오도록 한 국내의 전후사정과 더 심각한 문제들의 가능성에 초점을
맞추도록 만듦. 우익 인기영합주의에 대한 미국인의 투쟁은 이미 충분히 입증됨.
4월15일의 한국 선거결과를 의심하는 움직임은 미국에서 트럼프가 한 것과 같이
한국내 정세에서 민주체제의 기반을 저해할지 모를 요인들을 강조함. 또한 오늘날
국내외 모든 수준에서 움직이는 우파정치의 초국가적 요인을 강조함.
https://thediplomat.com/2020/11/before-trump-south-korean-conservatives-also-claimed-astolen-el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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