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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언론보도 Press
1. 중국이 전환점에서 미·북관계에 개입했어

China

intervened in U.S.-North Korea relations at turning point
UPI | Elizabeth Shim | Nov. 20
워싱턴소재

코어안미국연구소

조지프

보스코

선임연구원은

시진핑

주석이

김정은을 자신의 세력권내로 끌어들이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대북정책이 크게
달라졌다고 평가함. 트럼프가 베트남에서 김을 만나 두번째 정상회담을 했던
2019년 2월경 김의 입지가 확고해졌는데, 이는 중국 및 시 주석의 개입으로 벌어진
일이라는 것이 보스코의 의견임.
하지만 중국분석가들은 이에 동의하지 않음. 중국 세계화센터 왕희야오 소장은
남북한의 통일과 한반도에서 긴장의 퇴조가 중국에게 최선책이라고 말함.
https://www.upi.com/Top_News/World-News/2020/11/20/Analyst-China-intervened-in-USNorth-Korea-relations-at-turning-point/7631605893418/

2. 미국, 북한에서 노동력을 강제수출한 2개 기업을 블랙리스트에
올려

U.S. blacklists two companies

over exportation of forced labor from North Korea
Reuters | Daphne Psaledakis and David Brunnstrom | Nov. 20
미국은 11.19(목) 북한에서 노동력을 강제로 수출하는 데 관여한 혐의가 있는
회사에

2개에

대해

새로운

제재를

가하고

각국에

잔류중인

북한노동자들을

본국으로 되돌려 보내라고 경고함. 미국재무부는 성명을 통해, 러시아 건설회사
목란LLC와 러시아에 진출한 북한기업 조선철산종합상사를 블랙리스트에 올렸다고
밝힘. 스티븐 므누신 재무부장관은 성명에서, " 북한노동자를 아직도 유치하는
국가들은 그들을 집으로 되돌려 보내야 한다"고 덧붙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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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reuters.com/article/idUSKBN27Z2G7

3. 미국이 필요로 하는 대중국 전략
The China Strategy America needs
The Economist | Nov. 21
트럼프행정부의 일대 업적은 중국의 위험을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것이었으며, 바이
든은 이에 대한 해결책을 모색해야 함. 트럼프는 미국 혼자 이를 해결하려 했지만,
바이든은 중국의 독주를 막기 위해 동맹국들과 연합전선을 펼쳐 함께 싸워야 할 것
임.
중국과의 냉전은 정보통신기술과 관련 있기 때문임. 중국은 기술로 힘을 얻을 수
있음을 알고 있음. 일대타결(grand bargain)은 분명히 어려울 것이며, 미국과 동맹국
모두가 서로 조금씩 양보해야 할 것임. 새로운 동맹에 대한 장애물이 크지만 그 혜
택은 더 클 것임.
https://www.economist.com/leaders/2020/11/19/the-china-strategy-america-needs

4. 아시아의 수소연료 미래가 연합하고 있을지 몰라
Asia’s Hydrogen Fuel Future May Be Coalescing
Wall Street Journal | Jacky Wong | Nov.23
현대차는 11.23(월) 유럽 종합화학기업 이네오스와 협력해 수소신기술 개발에
착수할 것이라고 발표함. 현대차가 이를 통해 이네오스로부터 수소를 수입하거나
이네오스에게 수소연료 기술을 수출할 수 있을 것임.
수소는 자원이 풍부하고 가벼우며 이산화탄소를 발생시키지 않는 청정연료지만
수소와 산소를 전기로 바꾸는 기술은 아직 고가임. 또한 수소생산은 현재 대부분
화학연료 사용에 의존하고 있어 수소가 아직 화석연료를 대체하지 못함. 하지만
수소는

궁극적으로는

미래의

에너지원이

될

가능성이

있고,

중국

같은

아시아국가들과 현대 같은 기업들이 수소연료 개발에 점차 확고히 임함에 따라,
수소연료기술의 상용화가 예상보다 조기에 도래할 수 있음.
https://www.wsj.com/articles/asias-hydrogen-fuel-future-may-be-coalescing11606135841?mod=searchresults_pos6&page=1)

5. 바이든의 임무: 일본과 한국을 결속하기
Biden’s mission: Unite Japan and South Korea
Asia Times | Daniel Sneider | Nov. 24
바이든은 개인적 친분을 활용한 외교에 능함. 그는 전 상원 외교위원장이자 부통
령으로서 아시아스타일의 외교에 능하다고 알려져 있음. 바이든은 임기중 동맹국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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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협력을 통해 코로나19 종식, 기후변화 대응, 경제회복 등의 목표를 달성해야 함.
미국의 중요한 동맹국인 한국과 일본 간의 관계가 교착상태에 빠져 있지만, 일본에
는 아베 총리의 사임이, 한국에는 역사논쟁을 종식하려는 노력이 있었음.
바이든의 고문들은 그가 한일외교 경험자인 토니 블링큰 국무부장관을 통해 한일
관계를 풀어갈 것이라고 예측함. 또한 블링큰은 스가 요시히데 일본총리와 바이든
간에 궁합이 잘 맞고 바이든이 그의 친분인사들을 통해 외교를 잘 해낼 것으로 전
망함.
https://asiatimes.com/2020/11/bidens-mission-unite-japan-and-south-korea/

6. 한국의 독감백신 공포가 타국에게 교훈을 주는 법
How South Korea’s Flu Vaccine Scare Offers Lessons for
Other Nations
Wall Street Journal | Choe Sang-Hun and Denise Grady | Nov.24
한국에서 독감백신 접종을 9월8일 처음 실시한 이래 접종 후 사망자가 계속 발생
함에 따라 대중으로부터 불신을 사고 있음. 온라인상으로는 백신이 유통과정에서 상
온에 보관되면서 이상이 발생했다는 논란이 일었지만 정부, 과학자들 및 보건당국은
이상을 발견하지 못했다는 입장이며, 코로나19상황 하에서 백신에 대한 불신이 증
가하자 우려가 깊어짐.
정부는 백신접종과 사망 간에 인과성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정보를 발표하고,
중단했던 백신접종을 재개했지만 대중의 신뢰는 회복되지 않음. 김진우 고려대학교
의과대학 교수는 정부가 더 적극적이고 선제적으로 과학적 정보를 공유함으로써
논란을 잠재우고 음모론을 없앴어야 했다고 주장함.
https://www.nytimes.com/2020/11/24/world/asia/korea-flu-vaccine-coronavirusscare.html?action=click&module=Top%20Stories&pgtype=Homepage)

7. 중국 고위외교관, 미국과 갈등 중에 한국과의 유대를 강조해
China’s top diplomat stresses S. Korea ties amid row with US
AP News | Kim Tong-Hyung | Nov.26
왕이 중국 외교담당국무위원 겸 외교부장이 11.25(수) 방한, 코로나19에 대응하기
위한 상호 긴밀한 협력과 북한과의 핵 대치상태의 평화적 해결책의 모색을 요청함.
문재인 대통령은 한반도 비핵화와 북한과의 관계 개선에서의 위한 국제적 노력에서
중국이 건설적 역할을 맡아줄 것을 요구함. 왕 외교부장은 한중이 코로나19 상황
하에 국제협력의 모범 사례이며 시진핑 주석이 한국과의 연대를 매우 중요하게 생
각하고 있다고 전함.
https://apnews.com/article/beijing-seoul-wang-yi-south-korea-coronavirus-pandem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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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연구기관 간행물 Think Tanks
1. 도널드 트럼프의 북한에 대한 수: 잘된 것, 잘못된 것, 그리고
다음은 무엇인가

Donald Trump’s North

Korea Gambit: What Worked, What Didn’t, and What’s Next
The National Interest | Katie Stallard | Nov. 19
북한을 대하는 도널드 트럼프를 비판하기는 쉽지만, 그는 새로운 접근법을
시도했고 그것은 새 행정부에게 중요한 교훈을 줌. 순조로운 출발은 아니었음.
김정은 북한국무위원장은 트럼프 집권 1년차에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최초로
시험발사했는데, 두 지도자가 이에 관해 모욕적 언사를 주고받은 후 김은 갑자기
외교에 관심을 돌렸음.
김 위원장의 거듭된 핵미사일 실험으로 중국과의 관계가 심각히 얼어붙었지만
트럼프와의

만남이

성사됐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급속한

해빙기를

맞았음.

트럼프가 김을 만나면서 김의 국내적 선전에 관여했다는 비난을 받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직접관여가 반드시 잘못된 것은 아님.
트럼프는

싱가포르정상회담

후

기자들과

만나

한국과의

연합군사훈련을

“전쟁놀이”라고 불렀고 한국과는 상의도 없이 취소한다고 밝혔음. 그는 주한미군
유지비용에 관해 공개적이고도 반복적으로 불만을 표시하면서 더 많은 비용을
지불할 것을 문재인정부에게 요구하고 지역동맹의 가치를 의심했음.
트럼프의 임기가 끝날 무렵 회담이 그의 노력에 관해 보여줄 것이 거의 없으나,
그렇다고 해서 배울 점이 없다는 뜻은 아님. 트럼프의 회담 실패가 모든 회담이
실패할 운명이지는 않기 때문인. 트럼프 시기에는 미국이 중국 및 러시아와
협력하여 북한에게 심각한 압력을 가할 수 있었고, 용인할 준비가 되어 있는 행동에
한계가 있음을 보여줬음.
https://nationalinterest.org/blog/korea-watch/donald-trump%E2%80%99s-north-koreagambit-what-worked-what-didn%E2%80%99t-and-what%E2%80%99s-next-172895

2. 한미동맹의 균열 메우기
Bridging the Divide in the U.S.-South Korea Alliance
Center for American Progress | M. Fuchs and H. Lee | Nov. 24
한미동맹은 세계적으로 중요한 관계지만, 세계의 지정학적 환경이 변화함에 따라
이 관계가 위협을 받을 수 있음. 북한의 핵기술이 발전하고 중국이 계속해서 위협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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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함에 따라, 양국의 보수적 정책입안자들은 상대방의 입장을 이해하는 한편 양측이
모든 문제에 합의할 수는 없다는 점을 인식해야 함. 특히 양국의 진보적 정책입안자
들 사이에는 최대의 주안점과 북한의 위협에 대한 대응방안에 관해 이견이 존재함.
한미동맹은 북한의 위협과 더욱 광역적이고 세계적인 문제들에 대응하는 데
필수적임. 효과적 동맹관계를 위해서는 양국의 진보진영이 서로의 합의점을 찾는 데
주력해야 함.
https://www.americanprogress.org/issues/security/reports/2020/11/23/493041/bridgingdivide-u-s-south-korea-alliance/

3. 중국 외교부장, 꾸준한 관계유지를 희망하며 일본에 도착해
China’s Foreign Minister Arrives in Japan, Hoping to Keep
Relations Steady
The Diplomat | Shannon Tiezzi | Nov. 24
왕이 중국 외교담당국무위원 겸 외교부장은 24일 일본을 방문, 모테기 도시미쓰
일본 외무대신과 회담을 가짐. 왕이 부장의 방일목적은 코로나19에 대한 국가간
협력을 강화하고 중일관계를 발전시키며 스가 총리의 대중접근이 안보사안에 관해
아베 총리와 같이 매파적인지 확인하기 위함 임. 스가 총리는 원칙주의 외교를
고수하는 동시에 중국과의 관계회복에 힘쓰고 있음. 회담에서 센카쿠열도와 관련된
사항도 논의되었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했음.
왕이 부장의 방일 다음에는 방한이 예정되어 있음. 시진핑 주석은 한중일 간
자유무역 협정에 관심을 표했고 포괄적 역내경제동반자협정(RCEP) 체결과 함께
목표달성의 가능성이 높아졌으나, 한일 간에는 역사갈등 해결문제가 남아있음.
https://thediplomat.com/2020/11/chinas-foreign-minister-arrives-in-japan-hoping-to-keeprelations-steady/

4. 바이든은 북한의 조기 제재완화 요구에 양보하지 말아야
Biden Must Not Give in to North Korea’s Demand for Early
Sanctions Relief
The Diplomat | Mathew Ha | Nov. 25
바이든은 대북외교에서 김정은에게 양보해서는 안되고 제재를 계속 가해야 함.
이를 위해 미국은 유엔내에서 역할을 강화하고 지도력을 회복함으로써 중국과
러시아에 대한 압박을 강화해야 함. 북한은 다양한 경로를 통해 제재를 피해가려
하고 있으므로 대북제재 회피수단의 차단이 가장 중요함.
이를 위해 미국은 의도치 않게 북한과 거래중인 소규모 은행들에게는 북한의
수법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고 의도적으로 북한과 거래중인 은행들에게는 제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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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야 함. 바이든은 임기중 미국의 지도력을 회복함으로써 다른 유엔회원국들의
집단적인 정치적 의지를 회복시켜줘야 함.
https://thediplomat.com/2020/11/biden-must-not-give-in-to-north-koreas-demand-for-earlysanctions-relie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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