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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한미 2+2 회의 성과와 향후 과제

국립외교안보연구소

한미 2+2 회의는 양국의 이견을 최소화하고 공통의 안보전략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지난 5년간의 회의 공백으로 인해
이견이 존재하리라는 예상이 있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회의체를 기점으로 한미 간 소통과 조율을 통해
동맹의 강화를 위한 시발점이 될 것이라는 데에 큰 의의가 있음...

미국

The North Korea Policy Review: Key Choices Facing the Biden Administration
바이든 행정부가 머지않아 북한에 대한 정책 검토를 마무리할 예정...

중국

미중 “2+2” 대화가 갖는 특별한 의미

환구시보

미중 고위급 전략대화는 공동성명이나 공동 기자회견도 없이 마무리되었으나 이번 대화의 가장 중요한 성과는
대화 그 자체라고 할 수 있음...

일본

[2+2] 미중대립에서 거리를 두는 한국, 끌려들어가는 일본

Newsweek Japan

바이든 정부 집권 이후 처음 개최된 ‘2+2 회의’의 공동성명은 한국과 일본에서 그 톤이 매우 달랐음...

러시아

한국이 미국의 외교적 압박 앞에서 강경한 입장을 내비쳐

rg.ru

3월 17일 방한한 미 국무장관과 국방장관은 공통적으로 대중 및 대북 정책과 관련해 논쟁과 이견을 최소화하는
외교적 표현 대신 직접적이고 명료한 수사를 활용함...

북한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선전선동부 김여정부부장 담화발표

조선중앙통신

3월 30일 조선중앙통신은 김여정 부부장이 문재인 대통령이 ‘서해수호의 날’에 한 연설을 비난하는 담화를 게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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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주요 정세
3.1.(월)

한미 안보실장 통화, “대북문제 긴밀 조율 약속 재확인”
서 훈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제이크 설리번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한반도 정세 평가 및
미국 대북정책 검토 관련 동향 공유

3.2.(화)

IAEA, “북한 일부 핵시설 여전히 가동... 강선에서도 핵활동”(정기이사회)
린다 토마스-그린필드 주유엔 미국대사, “북한, 심각한 위협... 원칙적 외교 관여･비핵화 압박”
(기자회견)

3.3.(수)

이인영 통일부 장관, “대북 인도협력 제재 면제 포괄적 승인 희망”(‘다시 평화의 봄, 새로운
한반도의 길’ 세미나 축사)
토마스 오헤아 퀸타나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 “북한, 극단적 코로나 대응책에 인권상황 악화”
(유엔 인권이사회 보고서)

3.5.(금)

콜린 칼 미국 국방부 정책담당 차관 지명자, “대북제재 지속... 시간 걸려도 수수방관 안 해”
(상원군사위 인준 청문회 서면 답변서)

3.8.(월)

한미연합훈련 시행(~3/18)
규모 축소 및 야외기동훈련 제외

3.9.(화)

한대성 제네바 주재 북한 대표부 대사, “인권문제 정치화하지 말아야 한다”(제46차 유엔 인권이사회)
3.10.(수)

토마스 오헤아 퀸타나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 “한국, 북한과 협상 시 인권문제 포함해야”
(유엔 인권이사회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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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1.(목)

통일부, “북한인권 증진 위해 국제사회와 협력해 나갈 것”

3.12.(금)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 “북한 인권문제, 국제형사재판소에 회부해야”
(제46차 유엔 인권이사회)
성 김 미국 국무부 동아태차관보 대행, “수주내 대북정책 검토 완료 예상”

3.15.(월)

자오리젠(趙立堅) 중국 외교부 대변인, “중국은 북미접촉 및 북미대화 지지”(정례브리핑)

3.16.(화)

통일부, “한미연합훈련, 군사적 긴장 계기 되어선 안 돼”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 “대북전략 모든 선택지 재검토... 한미일 협력 매우 중요”
블링컨 장관, “특히 핵･미사일 개발이나 인권 문제에 중점적으로 대응할 것”

3.17.(수)

백악관, “(김여정 부부장의 담화 관련) 미국의 목표는 외교와 비핵화”(대변인 브리핑)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장관 동시 방한
한미 국방장관 회담 개최
양측, ‘한미동맹 철통･핵심 축’ 강조 및 한미일 안보협력 논의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장관, “북한과 중국의 전례 없는 위협으로 한미동맹은 그 어느 때보다
더 중요”, “한미동맹은 핵심축(linchpin)”
한미 외교장관 회담 개최
양측, “북핵문제 시급한 중대 문제” 공감대 확인 및 한미일 협력 논의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 “북한 정권, 자국민 학대... 기본권과 자유 요구해야 한다”

3.18.(목)

한미 2+2 회의 개최
양측, “북핵 및 탄도미사일이 우선 관심사”, “한미동맹, 한반도 모든 문제 긴밀히 조율”,
“연합훈련 통한 합동준비태세 중요”
정의용 외교부 장관, “한미, 함께 할 때 가장 강력”, “북핵 해결 위해 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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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8.(목)

서욱 국방부 장관, “한일 및 한미일 안보협력 강화”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 “대북정책, 압박옵션 및 외교적 옵션도 검토”, “중국, 북한 비
핵화에 중요한 역할 할 수 있다”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장관, “전작권 전환 조건 충족시간 더 걸릴 것”
정의용 외교부 장관, “우리에게 미국과 중국 모두 중요... 양자택일 불가능”(연합뉴스TV 인터뷰)

3.19.(금)

성 김 미국 국무부 동아태차관보 대행-노규덕 외교부 한반도본부장 면담
성 김 대행, “미국의 대북정책 수립에 한국 의견 매우 중시”

3.21.(일)

북한, 서해상으로 순항 미사일 2발 발사
한미 당국자,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 아니다”

3.22.(월)

제이크 설리번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북한 비핵화 문제 관련, 중국･러시아와도
관여하겠다” (MSNBC 방송 인터뷰)

3.23.(화)

북중, 구두친서 교환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새 형세 속 북중관계 발전 원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적대세력 방해 속 북중 단결 강화”

3.24.(수)

유엔, 북한 인권결의안 19년 연속 채택
한국, 공동제안 불참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북한 미사일 관련) 여느 때와 같은 일... 별로 달라진 것 없다”

3.25.(목)

북한, 동해상으로 탄도 미사일 발사
청와대, NSC 긴급회의 소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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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5.(목)

합참, “북한 단거리 미사일 비행거리 450km, 고도 60km”
국방부, “북한 발사체, 분석 필요”
외교부, “북한 미사일 깊은 우려... 한미 공조로 유관국과 대응 협의”
통일부, “군사적 긴장 고조 안 돼... 남북관계 개선 노력 지속할 것”
국정원, “미사일 발사, 바이든 회견 일정 염두에 둔 듯”

3.25.(목)

한러 외교장관 회담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 “한국은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러시아에 중요”
정의용 외교부 장관, “한러는 한반도 평화 위한 동반자”, “코로나19 안정 후 푸틴 대통령
조기방한 실현 노력”

3.26.(금)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 “북한, 관련국들과 외교적 관여 재개해야 한다”(대변인 브리핑)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소집
미국 국무부, “북한 탄도 미사일 발사 규탄... 국제평화에 심각한 위협”

3.29.(월)

국정원, “북한 발사 미사일, KN-23 길이 및 직경 확대한 것”(정보위 전체회의)

3.30.(화)

대북전단금지법 시행
통일부, “유연하게 적용할 것”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 “북한 도발이 한미일 3국의 대북접근 결의 못 흔든다”(언론 브리핑)
미국 국무부, 한국 인권보고서 공개(‘2020 국가별 인권보고서)
‘대북전단 살포 불법화를 포함한 표현의 자유 제한’, ‘부패’ 등 지적

3.31.(수)

통일부, “북한 주민의 알 권리 증진 노력이 접경지역 주민의 권리를 침해해선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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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주요국 연구동향

1. 한국
■ 김정은 정권의 국가전략 변화와 자력갱생노선의 한계
(조한범, Online Series, No. 2021-05, 통일연구원, 2021.3.8.)
Ÿ 김정은 정권의 주요 국가전략 변화를 기준으로, 집권 1기(’11~’17년: 권력기반
강화와 핵･미사일 개발에 주력), 집권 2기(’18년~’20년: 경제발전을 목표로
설정하고 정상외교를 통해 대남･대미관계 개선에 나섬), 집권 2.5기(’21년 이후:
8차 당대회의 자력갱생노선을 집권 2기의 목표 달성 실패에 대응하기 위한 부분적
전략 변화로 이해)로 구분 가능
- 집권 2.5기 전반은 자력갱생노선으로 관리하기 어려우며, 경제적 고립 상황에서는
새로운 국가경제발전 5개년계획의 완수도 불가능할 것으로 보임.
Ÿ 북한의 돌파구는 내부가 아닌 대남 및 대미관계에서 찾아져야 하며, 그 출발점은
남북관계일 것으로, 한국 정부의 역할을 재발견해가야 함.
- 현 상황의 돌파구가 마련되지 않는다면 북･미 비핵화 협상을 포함한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의 교착 국면이 장기화될 수 있음.
- 남북 간 신뢰를 회복하고 비핵화의 진정성을 전제로 포괄적 합의와 단계적 이행에
나선다면 김정은 위원장이 강조해 온 이민위천이 현실이 될 수 있을 것임.
Ÿ 한국 정부는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의 불가역적 입구 형성을 위한 노력을 배가해야
하며, 실현 가능한 남북관계의 발전과 북･미 비핵화 협상의 견인에 나서야 함.
※ 원문 https://www.kinu.or.kr/www/jsp/prg/api/dlV.jsp?menuIdx=351&category=53&thisPage=1&sear
chField=&searchText=&biblioId=1549131

■ 북한의 당정관계 변화와 대외정책: 중국과의 비교를 중심으로
(이상숙, IFES Brief, No. 2021-05, 외교안보연구소, 2021.3.11.)
Ÿ 중국과 북한은 ‘당-국가 체제(party-state system)’인 사회주의 체제로서 각각
중국공산당과 조선노동당이 국가 전체를 영도하는 당의 영도를 견지하고 있는 것은
동일하지만 사상통제의 원칙이나 당적 영도의 허용범위 등에서 차이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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Ÿ 중국 당정관계 변화과정을 살펴보면 초기 경제 개혁･개방 시기에는 당정분리가
반영되었으나 경제 개혁･개방이 후퇴하는 시점에는 당정분업의 원칙으로 변화되는
양상을 보임.
- 반면 김정은 시기 당정관계는 이전 당정합일에서 당정분업의 관계로 변화하고
있으나 여전히 유일적 영도체계가 작동하고 있으며 당적영도가 강화되고 있기
때문에 중국 초기 경제 개혁･개방 시기 수준의 개혁은 실시되기 어려움.
Ÿ 김정은 시대의 당정관계는 경제 개혁･개방을 최우선시하는 대외정책 변화를 가
져오지 못했으며, 당의 영도를 유지하면서 일정 수준 내에서 효율성을 추구하는
대외정책의 제한적 변화에 영향을 주고 있는 것으로 보임.
※ 원문 http://www.ifans.go.kr/knda/ifans/kor/act/ActivityAreaView.do?csrfPreventionSalt=null&sn=137
44&boardSe=pbl&koreanEngSe=KOR&ctgrySe=06&menuCl=&searchCondition=searchAll&search
Keyword=&pageIndex=1

■ 북한의 미사일 개발 전략 변화와 남북한 미사일 개발 경쟁
(장철운, Online Series, No. 21-11, 통일연구원, 2021.3.31.)
Ÿ 3월 21일 북한은 평안남도 일대에서 서해 바다 방향으로 순항 미사일 2기를 발사했으며,
3월 25일에도 함경남도 일대에서 동해 바다 방향으로 탄도 미사일 2기를 발사함.
- 김정은 시대 북한의 미사일 개발 전략은 속도 조절 없이 액체 연료 지대지 탄도
미사일 사거리 연장을 추진하는 기존의 전략을 지속하는 동시에 고체 연료지대지
탄도 미사일과 순항 미사일 개발을 함께 추진하는 병행 전략으로 바뀐 것으로 보임.
- 전략 변화 배경에는 남북한 미사일 개발 경쟁이 자리함.
Ÿ 김정은 위원장이 노동당 제8차 대회에서 제시한 미사일 개발 전략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남북한의 미사일 개발 경쟁은 더욱 치열해질 수 있으며, 안보 딜레마가
심화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원문 https://www.kinu.or.kr/www/jsp/prg/api/dlV.jsp?menuIdx=351&category=53&thisPage=1&sear
chField=&searchText=&biblioId=1549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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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미 2+2 회의 성과와 향후 과제
(김현욱, IFANS Focus, IF 2021-02K, 국립외교안보연구소, 2021.3.23.)
Ÿ 한미 2+2 회의는 양국의 이견을 최소화하고 공통의 안보전략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지난 5년간의 회의 공백으로 인해 이견이 존재하리라는 예상이 있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회의체를 기점으로 한미 간 소통과 조율을 통해 동맹의 강화를 위한
시발점이 될 것이라는 데에 큰 의의가 있음.
Ÿ 2010년 7월 이후 11년 만에 미 국무･국방장관의 동반 방한을 통해 회의가 이루어져
한미동맹의 굳건함을 재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음.
- 공동성명에는 ‘한미동맹이 한반도와 인도･태평양 지역의 평화, 안보, 그리고
번영의 핵심축’이라고 언급되었으며, 미국에 대한 방위 공약 및 확장억제 공약을
재확인함.
- 연합훈련･연습을 통해 동맹에 대한 공동 위협에 맞서 합동 준비 태세를 유지할 것을
재강조하고, 주한미군이 한반도 및 역내 평화와 안정 유지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
한다고 기술함.
Ÿ 미국은 현재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언급하는 등 위협에 대해 강경한 입장을
가지고 있고, 인권문제에 대해서도 지목했으며 북한은 이에 대해 대북 적대시 정책의
폐기를 주장하고 있으므로 지속적으로 한미 간 협의를 통해 대북 정책의 완전한
조율을 위한 외교력을 발휘할 필요가 있음.
※ 원문 http://www.ifans.go.kr/knda/ifans/kor/act/ActivityAreaView.do?csrfPreventionSalt=null&sn=137
52&boardSe=pbl&koreanEngSe=KOR&ctgrySe=06&menuCl=&searchCondition=searchAll&searc
hKeyword=&pageIndex=1

■ 김정은 정권의 인권정책 10년: 추세와 함의
(서보혁, Online Series, No. 21-09, 통일연구원, 2021.3.10.)
Ÿ 김정은 정권이 들어선지 10여년이 지나면서 유엔 북한인권결의가 재추진되고,
바이든 정부의 ‘가치외교’가 가시화되는 등 북한인권문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음.
- 북한은 2006년 도입된 인권보편정례검토(Universal Periodic Review: UPR)
제도에 동참하고, 협력자세를 보이기도 함.
Ÿ 북한이 1차 UPR에서 수용한 권고사항에 대해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 자유권 분야에서 가장 소극적 태도를 보이고 있음. 사회권 분야, 취약계층의
권리 증진은 폭넓게 수용함. 인권 메커니즘 관련해서는 형사사법 분야에서 유의미한
권고사항을 수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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Ÿ 북한의 인권정책에는 지속과 변화가 동시에 발견됨.
- 북한이 ‘수용’으로 바꾼 사항들에 대한 세밀한 대책이 필요함.
※ 원문 https://kinu.or.kr/www/jsp/prg/api/dlV.jsp?menuIdx=351&category=53&thisPage=1&searchField=
&searchText=&biblioId=1549140

■ 더 읽어보기

9

일자

제목

03.02.

북한의
‘국가적⋅계획적⋅과학적
자력갱생’의 허상

저자

출처

URL

양운철

세종연구소

http://www.sejong.org/boad/1/ego
read.php?bd=2&itm=&txt=&pg=1&s
eq=5854

03.09.

시･군당 책임비서 강습회
: 지방경제발전을 위한
주요 논의
평가 및 전망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https://ifes.kyungnam.ac.kr/kor/PU
B/PUB_0203V.aspx?code=FRM2103
09_0001

03.15.

북한의 코로나19 대응: 최근
움직임과 국경 개방 가능성

김호홍

국가안보전략
연구원

http://www.inss.re.kr/publication/bb
s/ib_view.do?nttId=409940&bbsId=ib
&page=1&searchCnd=0&searchWrd=

03.18.

북한의 ‘순환경제’ 정책과
시사점

최은주

세종연구소

http://www.sejong.org/boad/1/ego
read.php?bd=3&itm=&txt=&pg=1&s
eq=5888

성기영

국가안보전략
연구원

http://www.inss.re.kr/publication/b
bs/STRN_view.do?nttId=409946&bb
sId=STRN&page=1&searchCnd=0&s
earchWrd=

임수호

국가안보전략
연구원

http://www.inss.re.kr/publication/bb
s/js_view.do?nttId=409948&bbsId=js
&page=1&searchCnd=0&searchWrd=

정성장

세종연구소

http://www.sejong.org/boad/1/ego
read.php?bd=1&itm=&txt=&pg=1&s
eq=5890
http://www.inss.re.kr/publication/b
bs/STRN_view.do?nttId=409949&bb
sId=STRN&page=1&searchCnd=0&s
earchWrd=
http://www.inss.re.kr/publication/bb
s/ib_view.do?nttId=409955&bbsId=ib
&page=1&searchCnd=0&searchWrd=

03.18.

평양발 공공외교를
상상(想像)하기

03.19.

8차 당대회 이후 북한의
경제전략 기조와 시사점

03.19.

김여정의 한미연합군사훈련
비난 담화와 한미의
대응 방향

03.19.

봄날을 가로막아 선 것은
누구인가?

이상근

국가안보전략
연구원

03.26.

북한의 전술유도탄 발사
배경과 향후 전망 분석

성기영

국가안보전략
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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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

03.29.

제목

미일 2+2 회의 성과 및 함의

저자

조양현

출처

URL

외교안보연구소

http://www.ifans.go.kr/knda/ifans/
kor/act/ActivityAreaView.do?csrfPre
ventionSalt=null&sn=13753&boardSe
=pbl&koreanEngSe=KOR&ctgrySe=0
6&menuCl=&searchCondition=searc
hAll&searchKeyword=&pageIndex=1

03.29.

한미 2+2 회담 후
한국의 외교안보적 과제

이수훈

한국국방연구원

https://www.kida.re.kr/frt/board/frtN
ormalBoardDetail.do?sidx=2184&idx=
727&depth=2&searchCondition=&sea
rchKeyword=&pageIndex=1&lang=kr

03.30.

하노이 회담 이후 북한
전술･전략 무기개발 동향과
핵 억제 교리
진화의 함의

김정섭

세종연구소

http://www.sejong.org/boad/1/ego
read.php?bd=3&itm=&txt=&pg=1&s
eq=5915

03.31.

미일 외교･국방장관 회의와
미일동맹의 향후 과제

조은일

한국국방연구원

https://www.kida.re.kr/frt/board/frtN
ormalBoardDetail.do?sidx=2184&idx=
728&depth=2&searchCondition=&sea
rchKeyword=&pageIndex=1&lang=kr

03.31.

북한의 군사행동 재개 평가와
전망

김동엽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https://ifes.kyungnam.ac.kr/kor/PUB/PU
B_0203V.aspx?code=FRM210331_0001

03.31.

코로나19와 바이든 시대
북중관계의 변화

박병광

한국개발연구원

북한경제리뷰, 제23권 제3호,
pp. 37-45

03.31.

남북 에너지교역의 잠재략
평가 및 교역 활성화 방안

신정수, 김경술

한국개발연구원

북한경제리뷰, 제23권 제3호,
pp. 49-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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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미국
■ It’s Time to Get Serious about a Pressure Strategy to Contain
North Korea (Andrea R. Mihailescu, Atlantic Council, 2021.03.04.)
Ÿ 북한이 계속해서 핵 비축량을 늘리고 미사일 기술을 현대화함에 따라 바이든
행정부는 이에 따른 대응이 필요함.
- 최적의 전략은 무기 감축을 목표로 다양한 압박과 강압 전술하에 김정은 정부와
계속 대화하는 것
Ÿ 북한을 봉쇄하기 위한 압박 전략은 진지한 외교를 진전시키기 위한 네 가지 요소로
구성되어 있음.
- 김정일 정권에 압력을 가하기 위해 ① 기존 유엔 안전 보장 이사회 결의안 및
미국 법률의 시행, ② 김정은 정권을 압박하기 위해 제3국과의 외교적 약속,
③ 사이버, 금융, 무역 및 인권에 대한 새로운 권한 및 압박이 무엇인지를 파악,
④ 미국 정보기관 내 연구를 통해 무엇이 효과가 있고 없는지를 검토해야 함.
Ÿ 이러한 압박 전술의 핵심은 북한이 사이버 범죄나 불법 거래로 얻은 해외 수입으
로부터 북한을 고립시키는 것
- 북한 정부의 가장 큰 지지자인 중국과 러시아는 김정은 정권 생존의 열쇠이며 협상의
일부가 되어야 함.
- 바이든 행정부의 목표는 명확하고 효율적이며 구체적이어야 함.
- 이는 글로벌 금융 회사들이 북한의 돈 세탁을 막기 위해 보안을 강화하는 것부터
김정일 정권이 고위층 관리들에게 혜택을 주는 사치품 수출에 대한 제재 조치를
지속하는 것까지 다양함.
Ÿ 김정은 정권의 봉쇄와 군사적 발전은 현재 미국 대통령 행정부보다 오래 지속될 것
으로 보이지만, 김정은의 핵 야망을 저지하고 압박을 가하기 위한 글로벌 노력에는
미국의 리더십이 필요함.
※ 원문 https://www.atlanticcouncil.org/in-depth-research-reports/issue-brief/its-time-to-get-serious
-about-a-pressure-strategy-to-contain-north-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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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apanese-South Korean Relations Need to Improve. The U.S. Can Help.
(Bruce Klingner, The Daily Signal, 2021.03.03.)
Ÿ 한일관계는 민감한 역사적 문제와 주권 분쟁으로 인해 오랫동안 축적된 적대감으로
고통받고 있음.
- 문재인 대통령은 제102주년 3･1절운동 기념사를 통해 일본에게 과거사 문제와
미래지향 관계를 분리하는 투트랙 기조를 강조함.
- 일본은 공통의 우려를 해결하기 위한 협력적 조치에 집중함으로써 긍정적으로
대응해야 함.
- 미국은 이들 문제에 재관여하고, 공개적으로 편을 들지 않으면서 관계 개선을
촉구하는 강력할 역할을 해야 함.
Ÿ 미국은 한 동맹국을 다른 동맹국보다 소중히 여기는 것처럼 보이는 위험이 있기
때문에 종종 양자 분쟁에 관여하는 것을 꺼려왔으나, 긴장된 한일관계는 동북아에서
미국의 전략적 목표를 달성하는 데 방해가 되고 있음.
- 일본과 한국은 중요한 경제파트너이자 민주주의 국가, 그리고 공통의 안보 위
협에 대응하는 매우 중요한 동맹국이며, 양국은 아시아에서 미국 외교정책의
토대임.
- 따라서 바이든 행정부는 논쟁의 여지가 있는 역사적 문제에 대한 중재자라는 인식을
피하면서 미국의 매우 중요한 동북아 동맹국들 간 긴장 관계를 해결해야 함.
Ÿ 바이든 대통령은 코로나19 상황이 허락되는 즉시 문재인 대통령과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와의 3국 정상회담을 요청해야 함.
- 이 회담에서는 3자 협력 분야에 대한 문제를 다뤄야 하며, 북한과 중국의 지역적
위협에 대해서도 해결해야 함.
Ÿ 안타깝게도 한일 사이에는 불신과 적대감이 크지만 공통의 역경과 위협은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할 수 있음.
- 역사적 문제가 해결될 가능성은 작지만 이를 현재 정책에서 분리하는 것이 모두
에게 도움이 될 것
- 미국은 일본과 한국 모두의 공통된 가치, 원칙, 목표를 공유하고 있음.
- 미국은 과거 문제에 대해 솔직하게 대해야 하지만, 미래에 집중해야 함.
※ 원문 https://www.dailysignal.com/2021/03/03/japanese-south-korean-relations-need-to-improve-the
-us-can-help/?utm_source=rss&utm_medium=rss&utm_campaign=japanese-south-korean-rel
ations-need-to-improve-the-us-can-hel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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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rth Korea’s New Nuclear Gambit and the Fate of Denuclearization
(Evans J.R. Revere, The Brookings Institution, 2021.03.26.)
Ÿ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정책이 아직 불분명한 가운데 김정은 위원장과 북한 정권은
미북 대화의 초점을 비핵화에서 군비통제로 바꾸려는 노력을 두 배로 늘리고 있음.
- 김 위원장은 대북정책이 불투명한 새 미국 대통령과 마주한 가운데 비핵화의
모든 가능성을 종식시키고 핵과 미사일 역량을 확대함으로써 미국의 정책 검토
결과를 선점하기로 결정함.
- 김 위원장은 북한의 핵 프로그램을 늦추길 원할 경우 미국이 ‘군비통제회담’에
참여하기를 희망함.
Ÿ 2012년 3월 리용호 북한 외무상은 미국의 전문가와 전직 관리들에게 미국이 ‘위협’을
제거할 때까지 북한이 비핵화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함.
- 당시 리 외무상은 ‘위협’을 한미 동맹, 주한미군 주둔, 한일을 방어하는 미국의
핵우산으로 정의하면서, 위협을 제거하면 북한이 더 안전하게 느끼게 되어 10년
혹은 20년 안에 비핵화를 고려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함.
- 리 외무상의 발언은 당시 북한의 전략과 목표에 대한 귀중한 통찰력을 제공함.
Ÿ 북한은 경제 위기를 겪고 있는 상황에서 대량살상무기를 현대화하려는 값비싼
움직임을 보이고 있으며, 여기서 한 가지 이점은 제재 완화가 될 것
Ÿ 북한의 새로운 접근법은 기존의 전략에 뿌리를 두고 있으며, 이제는 사실상 북한이
핵무기 국가라는 새로운 지위가 생긴 것을 감안할 때 미북 관계를 어떻게 관리할
수 있느냐는 새로운 질문으로 대화의 초점이 전환함.
- 북한은 이러한 접근법을 추구하면서 미국의 전문가와 관계자들이 비핵화가 더
이상 달성할 수 없다는 견해를 이용하기를 희망할 것
- 대신 미국은 북한의 핵 위협을 ‘관리’하고 핵 프로그램의 추가적인 진전을 막는
것에 집중해야 함.
※ 원문 https://www.brookings.edu/blog/order-from-chaos/2021/03/26/north-koreas-new-nuclear-ga
mbit-and-the-fate-of-denuclearization/?utm_campaign=Center%20for%20Northeast%20Asia
n%20Policy%20Studies&utm_medium=email&utm_content=118716850&utm_source=hs_email

13

Ⅰ 2021년 3월

■ The North Korea Policy Review: Key Choices Facing the Biden
Administration
(Robert Einhorn, 38 North, 2021.03.26.)
Ÿ 바이든 행정부가 머지않아 북한에 대한 정책 검토를 마무리할 예정
- 정책 검토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북한에 대한 압박을 강화하여 북한의 핵을
완전히, 그리고 단기간에 포기하도록 ‘전략적 선택’을 강요하느냐, 혹은 북한으로
부터 단기적인 약속을 받지 않은 채 점진적이고 단계적으로 북한의 비핵화를
장기적인 목표로서 견인할 것이냐에 대한 선택임.
- 후자는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이 성장하는 것을 저지하고, 미국과 동북아 동맹국들이
북한의 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수단을 개발･배치할 수 있으며, 향후
비핵화를 위한 추가 조치를 가능하게 할 것
Ÿ 북한의 완전한 조기 비핵화 수용을 강제하기 위한 압박을 강화하는 방안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북한이 미국으로부터 완전한 비핵화에 이르는 경제적･정치적･안보적
보상을 얻는 것은 김정은 위원장이 받는 체제 위협 압박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는
결론을 내리게 만들 것이라고 믿음.
- 이 접근법은 전 국무부 고위 관료인 에반스 리비어의 주장인데, 북한 경제의
토대를 흔들고, 국제적 고립을 강화하며, 외환의 흐름을 막고, 군을 압박하며,
현재의 어려운 경제적 곤궁을 이용함으로써 북한 지도자를 설득하여 방향을
바꾸거나 체제를 위험에 빠뜨릴 수 있다는 내용
- 리비어에 따르면 이 정책은 트럼프 행정부의 ‘최대 압박’보다 훨씬 더 강력하고
광범위한 것이어야 하며, 이는 국제 연대의 구축을 통한 더 강력한 제재의 실행,
북한의 대사관 및 영사관을 비롯한 불법 행위를 자행하는 해외 무역 회사들 폐쇄,
한미일 군사 훈련의 빈도와 범위 증가, 북한 선박과 항공을 차단하는 것 등임.
Ÿ 리비어와 달리, 전자의 접근법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제재, 자연 재해, 열악한 경제 상황,
그리고 COVID-19 퇴치를 위한 고립이 북한을 엄청난 스트레스로 몰아넣었다고 지적
- 최대 압박 정책을 1/2로 축소하는 것은 북한의 비핵화에 절대 긍정적으로 영향을
주지 못할 것임. 북한의 핵 억지력을 완전히, 그리고 조속히 포기하도록 강요하는
것은 틀림없이 실패할 것이며, 바이든 행정부도 이를 잘 알고 있을 것임.
Ÿ 바이든 행정부는 비핵화에 대한 장기적이고 단계적인 접근법을 선호할 가능성이 높음.
- 조기 완전한 비핵화를 주장하는 사람들과 같이 바이든 행정부 또한 북한이 핵
억지력을 포기할 의사가 없다고 보며, 북한을 진지하게 협상에 임하도록 하기 위해
강력한 압박을 지속적으로 가해야한다고 믿음.
- 그러나 바이든 행정부는 조기 완전한 비핵화 달성을 위한 노력을 고집하는 동안
북한의 핵과 미사일 능력 신장을 저지할 수 있는 기회를 잃을 수도 있다는 점을
잘 인식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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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한의 핵 능력 보유에 대한 분명한 의지를 감안한다면 북한을 영구적인 핵보유국
으로 인정할 때가 되었다는 분석도 존재. 그러나 바이든 행정부는 이는 한국과
일본에 상당한 안보 위협을 주고 한일 핵 개발 계획을 추진하게 할 것이며, 세계
비확산체제에 심각한 차질을 줄 수 있다는 점을 잘 알고 있음.
Ÿ 바이든 행정부가 단계별 접근법을 채택한다면, 한일중러와 협의하여 1단계 합의를
위한 협상 입장을 결정할 필요가 있음.
- 특히 북한에 핵미사일 제약을 요구하는 대가로 북한에 무엇을 제공할 것인지를
결정해야 할 것
- 영변 핵시설 폐쇄 관련 협정이 매우 중요한데, 핵의 모든 농축, 재처리 활동의
중단을 포함해야 하고, 영변 외 북한 내 모든 핵 농축과 재처리 시설을 제거해야 함.
- 이제껏 북한은 영변 이외의 핵 활동과 시설에 대해 논의하거나 인정하기를 거부
해왔음. 이란을 포함한 대부분의 국가들이 핵분열 물질의 생산 금지에 대한
IAEA의 사찰 협정을 받아들였지만, 북한은 쉽게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을 것
Ÿ 1단계 합의는 6･25전쟁 종전선언, 항구적 평화협정 협상 개시, 워싱턴-평양 간
연락사무소 설치, 한미 연합군사훈련 제한, 인도적 지원 등이 포함될 수 있음.
- 미국이나 유엔이 북한에 새로운 제재를 부과하지 않겠다는 약속, 일부 남북 간
사업 재개를 위한 제재 예외, 안보리의 정기적 제재 갱신 결정과 함께 기존의
일부 유엔 제재의 제한적인 중단 등 또한 검토할 수 있음.
- 1단계 합의는 다자간이어야 함. 주요국은 북미가 될 것이며, 특히 한중은 물론
일러도 (북미합의에 대한) 엄청난 이해관계에 있으므로, 어떠한 협정의 협상과
이행에 있어서든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함.
- 1단계 합의에 대해 비판론자들은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보장이나 전망이 없다고
주장할 것이고, 초기 합의에 수반되는 기쁨을 통해 남은 제재 이행에 대한 지지를
크게 잠식할 것이며, 이는 북한이 추가 조치에 동의하도록 압박을 가하는 데 필요한
지렛대를 약화시킬 것이라고 주장할 것임.
- 1단계 합의부터 시작하는 것은 확실히 이상과는 거리가 멀지만 비판론자들이
마땅한 대안을 가진 것도 아님.
Ÿ 특히 1단계 협정이 광범위한 모니터링 및 협의 사항을 포함하고 있다면, 북한의
의도와 능력에 대해 통찰력을 갖는 것과 동시에 잘못된 인식과 오산을 줄이는 데
기여할 수 있어 무력 충돌을 피할 수 있을 것임.
- 중러를 포함한 한국 정부 또한 동북아 역내의 긴장을 줄일 수 있는 조치라고
환영할 것이며, 북한과 한반도 주변 지역의 발전은 완전한 비핵화라는 궁극적인
목표의 달성하게 할 것임.
Ÿ 중러의 지원, 지속적인 제재 압박, 강한 동맹의 결속에도 불구하고 협상은 성공하지
못할 수 있는데, 그 경우 바이든 행정부는 협상 테이블에서 물러나 미국과 동맹국들이
수십 년간 의존해 온 압박과 억제･억지라는 전략으로 되돌아가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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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한에 의해 거부된 협상에서 합리적이고 균형 잡힌 접근법을 시도했던 미국과
동맹국들은 장기적으로 그러한 전략을 지속할 수 있는 더 강력한 위치에 놓일 것임.
- 북핵 문제 해결에 일시적이고 부분적인 성공 이상의 성과를 거둔 미 행정부는
없었으므로, 바이든 행정부가 단계적인 접근법에서 실패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이든 행정부는 북한의 위협을 억제할 수 있는 최선의
정책인 단계적 접근법을 택해야 함.
※ 원문 https://www.38north.org/2021/03/the-north-korea-policy-review-key-choices-facing-the-biden
-administ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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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중국
■ 미국, 인도, 일본, 호주의 전략논리, 이익, 전략선택의 시각에서 분석한
인도-태평양 전략
(리우밍･천용･쑤비취안, 동북아논단, 2021.No.02.)
(刘鸣･陈永･束必铨, “印太战略”：以美印日澳的战略逻辑、利益与策略选择为分析视角,
东北亚论坛, 2021.No.02.)
Ÿ 일본, 호주, 인도는 인도-태평양 지역의 전략적 이익과 목표가 기본적으로 일치
- 세 국가는 미국 주도의 서방체제를 중심으로 하는 국제질서를 유지하면서 현행
질서에 역행하고자 하는 중국을 견제하고, 일대일로 전략의 인도-태평양 연안
국가에 대한 정치･경제적 영향력을 억제하고자 함.
- 인도는 미국의 동맹국은 아니지만 중국이 일대일로 전략을 통해 남아시아와
인도양 국가들과 친밀해지는 것을 견제한다는 점에서 전략적 목표가 일치
- 인도-태평양 전략은 표면적으로 시장경제 속의 자유로운 규제, 법치 등을 내세우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중국에 대한 해양 군사력을 확장하고 중국의 일대일로 및
그 외교･경제적 수단이 인도-태평양 지역 중소국가에 지정학적･경제적 영향을
미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한 것
Ÿ 안보적으로는 군사력 확대와 다차원적 작전능력 향상, 정치적으로는 서방 중심
적 가치관에 기초한 4국 대화의 장 구축, 경제적으로 중국 발전모델과는 다른
패턴과 체제를 확립하여 중국에 대한 압도적 추세 역전을 추구함.
- 미국은 지정학적 안전과 경제발전의 두 가지 측면을 통해 역내 국가들과의 동질성을
강화함으로써 중국을 정치적으로 소외시키고 군사적으로 억제하는 동시에 중국
경제발전을 방해하고자 함.
Ÿ 일본, 호주, 인도가 계속 미국과 같은 전략적 선택을 하지 않을 수도 있음.
- 일본, 호주, 인도 3국은 국가 역량과 전략적 인식이 미국과 완전히 일치하지
않을 뿐 아니라 중국과도 복잡한 안보･경제관계로 얽혀 있어 직접적이고 공개적인
대립을 피해왔음.
- 반면 더 많은 국가들을 끌어들여 중국을 견제하고자 하는 미국의 전략적 의도가
너무 노골적이고, 동맹국들의 미국에 대한 불만이 누적됨에 따라 인태전략 초기
단계의 공세는 지속가능성이 낮음.
Ÿ 향후 아시아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는 인태전략보다 일대일로 전략이 더 유리
- 미국은 물론, 일본, 인도, 호주 모두 중국과 장기적으로 전면전을 벌일 자원과
역량이 충분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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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의 아시아 정치･경제 구조상 안보 문제를 핵심으로 하는 인태전략보다 경제적
연계 및 협력을 중심으로 하는 개방적인 일대일로 프로젝트가 발전에 더욱 적합
※ 원문 https://kns.cnki.net/kcms/detail/detail.aspx?dbcode=CJFD&dbname=CJFDAUTO&filename=DBY
L202102001&v=fgVSydHIl4%25mmd2Fes7aSYP7HMbJcKhb7BEgeCmNBp%25mmd2BAVNIxxRS
6v3i2%25mmd2BaaAaUCFy7Eci

■ 미중 “2+2” 대화가 갖는 특별한 의미
(왕판, 환구시보, 2021.03.24.)
(王帆, 中美“2+2”对话有其特殊意义, 环球时报, 2021.03.24.)
Ÿ 미중 고위급 전략대화는 공동성명이나 공동 기자회견도 없이 마무리되었으나 이번
대화의 가장 중요한 성과는 대화 그 자체라고 할 수 있음.
- 미국은 여전히 양국 관계에 환상을 가지고 있는 반면, 중국은 원칙적 입장을
재확인하면서 협력 가능성에 연연해 중국이 양보할 것이라는 미국의 환상을
불식하고자 했음.
- 양국 간 대화는 전반적으로 솔직하고 성의 있게 진행되었으며 양국 관계를
진정시키는 데 긍정적으로 작용했다고 평가할 수 있음.
Ÿ 이번 대화는 중국이 바이든 정부에게 보낸 일종의 ‘경고’이자 새로운 미중 교류의
시험대로 작용
- 중국이 바이든 정부에게 경고성 메시지를 발신함에 따라 미국의 대중국 핵심이익
전략의 탐색은 무산되었고, 협력 가능한 의제에서 원론적 수준의 타결만 성사
- 다만 양국이 대화 채널을 유지하기로 합의함으로써 향후 긴장을 완화하고 오판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
Ÿ 트럼프 정부 시기 양국 간 기존 교류체계가 중단되고, 바이든 정부에 들어서도
이상적 교류모델을 정하지 못한 상황이므로 양국은 다양한 교류체계 모색이 필요
- 미중 양국 간에는 여전히 거대한 경제적 상호이익이 존재하고 있으며, 바이든
정부는 이전 정부에 비해 중국에 대한 현실적이고 균형적인 시각을 가질 수 있는
여지가 있으므로 새로운 전략적 공감대 형성이 시급
- 이를 위해서 역사의 흐름에 역행하는 냉전적 사고에 기초 하여 자국 우선과
책임 회피를 고수하거나 기본적인 평등의식 결여와 흑백논리로 다른 나라를
비난하는 자세를 버리는 것이 우선되어야 함.
※ 원문 https://opinion.huanqiu.com/article/42QeTidOzT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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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일본
■ [2+2] 미중대립에서 거리를 두는 한국, 끌려들어가는 일본
(기무라 칸, Newsweek Japan, 2021.3.22.)
(木村幹, 「[２＋２] 米中対立から距離を置く韓国、のめり込む日本」, Newsweek Japan,
2021.3.22.)
Ÿ 바이든 정부 집권 이후 처음 개최된 ‘2+2 회의’의 공동성명은 한국과 일본에서
그 톤이 매우 달랐음.
- 일본과 미국의 공동성명서는 중국에 대한 강한 비난과 북한에 대한 완전한 비
핵화 메시지를 담았으나, 한국과 미국의 공동성명서에는 이 두 내용이 불포함
- 공동 기자회견의 내용을 살펴보면 해당 내용이 한국에서도 논의되었음은 분명
하나, 공동성명의 내용이 다른 것은 한국의 저항 때문이라고 볼 수 있음.
- 양국의 성명 차이는 미중대립에서 고뇌하는 한국의 상황을 잘 나타내며, 한국이
경제적･군사적으로 ‘큰 존재’가 되었음을 보여줌.
Ÿ 한국은 향후 동아시아 파워밸런스를 크게 바꿀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국가가 됨.
- 한국이 만약 ‘가상의 적’이 되었을 경우 미국과 일본은 일정수준의 병력을 동
해상에도 두어야 함.
- 만약 미국이 과도한 압력을 넣어서 한국이 중국 편으로 돌아선 경우, 미국의
다른 우호국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음.
- 과거 오바마 정부에서 위안부합의 및 GSOMIA를 추진했던 것도 박근혜 정부의
대중국 접근 외교에 제동을 걸기 위해서였음.
Ÿ 현재의 미중대립은 오바마정권 말기와는 다른 양상을 보임.
- 트럼프정권은 관련국들에게 미국의 안전보장정책의 지속성에 대한 의문을 품게
만들었으며, 이는 바이든 정부가 해결해야할 숙제
- 오바마정권 말기의 미중대립은 남중국해를 둘러싼 지역안전보장 문제였으나,
현재는 인권문제, 경제문제 등을 포함한 포괄적 문제로 변화
- 최근 미국 내 인권문제나 무역갈등을 보면 미국이 중국을 공격하는 도구였던
인권문제 및 무역문제에 대해서도 큰 목소리를 내기 어려운 상황
Ÿ 한국과 일본은 미국의 ‘대중포괄 그물망’을 구성하는데 중요한 국가이나, 이들에게
미국이 요구할 수 있는 구체적 역할은 많지 않음.
- 일본은 ‘남중국해에서의 중국견제’라는 구체적 역할이 있으나, 한국은 구체적
역할은 없지만, 미국의 ‘그물망’에서 떨어져 나가면 안되는 존재
- 구체적 역할 없이 압박만 가하는 것은 한국의 입지를 불안정하게 만드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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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은 미중대립에서 한쪽을 ‘선택’하는 정책이 아닌, ‘미중대립 그 자체에서
가능한 거리를 두는 정책’으로 나아갈 수 있음.
Ÿ 중장기적인 시각에서 본다면 이는 한국의 자립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갈 수 있음.
- 한국이 현재 추구하는 국제적 지위는 ‘대국으로부터 자립’하여 미국과 협력관계를
유지하고, 중국과 결정적인 대립을 피하면서, 자립적이고 독자적인 입장을 유지
하는 ‘작은 인도’라고 볼 수 있음.
- ‘트럼프 정권의 유산’을 극복하고, ‘커진’ 한국을 ‘대중국포괄 그물망’에 포함
시킬 수 있을 것인지 바이든 정부의 수완에 달려있음.
※ 원문 https://www.newsweekjapan.jp/kankimura/2021/03/22.php

■ 조선노동당 제8차 당대회의 주목할 점
(이즈미 하지메, 일본국제문제연구소, 2021.3.29.)
(伊豆見元, 「朝鮮労働党第８回党大会の注目点」, 日本国際問題研究所, 2021.3.29.)
Ÿ 제8차 당대회의 개최를 통해 북한은 향후 5년을 주기로 당대회를 개최할 방침을
확립하였음을 보여줌.
- 보통 사회주의국가에서 당대회는 5년에 한 번 개최되나, 북한은 제6차 당대회와
제7차 당대회 개최까지 36년의 공백이 있었음.
- 이 공백은 제6차 당대회에서 제안한 ‘고려민주연방공화국 통일방안’에 대해 한국측에서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지 않아, 이에 대한 실적 총화가 불가능했음에 기인
- 이후 2016년 개최한 제7차 당대회와 2019년 12월 개최된 당 전원회의에서
통일에 대한 언급을 하지 않으며, 실질적으로 통일문제를 방치하였고, 이와 상
관없이 당대회를 개최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고 할 수 있음.
Ÿ 경제정책은 현재의 종적인 구조를 개혁하고, 사업 간･산업 간 경계를 넘어 자금과
재원을 활용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줌.
- 경제정책의 실패 원인을 외부환경에서 찾은 것이 아닌, 내부적 요인에서 찾은
것은 획기적 변화
- 새로 발표한 ‘국가경제발전5개년계획’에서는 고도경제성장이라는 큰 목표대신
5년 전부터 추진한 ‘지속가능한 경제발전의 토대를 구축’하는 것으로 목표를
설정하였으며, ‘자력갱생’, ‘자급자족’의 방식을 견지
- 군사부분에 편중된 자금의 일부를 경제부분으로 돌려 균형있게 편성하겠다는
의지를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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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중앙위원회 경제부장으로 제2경제위원회 위원장이었던 오수용을 앉힌 것은
군의 자금을 효율적으로 경제부분으로 돌리면서도 군의 불만을 최소한으로 하기
위함이라고 할 수 있음.
Ÿ ‘개인독재’에서 ‘일당독재’로의 변화, 즉 집단지도체제의 제도화를 추진하며,
김정은은 ‘권력’에서는 멀어지고 ‘권위’ 만 있는 존재로 변화
- 김정은에게는 ‘위대한 수령’, ‘위대한 영도자’와 같은 수식어를 붙이지 않으며,
2021년 1월 28일부터 노동신문에서 김정은의 수식어 역시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에서 ‘경애하는’으로 변경
- 2020년 4월 11일 정치국 회의 이후 김정은은 정치국회의를 ‘참가’하거나, ‘사회’를
볼 뿐 ‘지도’한다는 표현은 사라짐.
- 김정은의 명칭도 ‘당위원장’에서 ‘당총서기’로 변경되었으며, 영문 호칭이 변경된 것
역시 추후 ‘국무위원회’가 사라질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줌.
- 당규약도 ‘중요한 문제는 토의결정한다’로 바꾸면서 김정은 역시 다른 위원들과
동등한 위치로 정립함.
- 군 관련 지위도 ‘조선인민군최고사령관’이 아닌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무력최고
사령관’으로 명칭이 변경되면서, 군을 직접 지휘하는 자리에서 상징적 존재로 변경
- 2022년부터는 신년사가 사라지고, 정치국 상무위원회 명의의 문서 혹은 과거와
같은 공동사설 형태로의 문서가 발표될 수도 있음.
※ 원문 https://www.jiia.or.jp/column/post-82.html

■ 더 읽어보기
일자

제목

저자

출처

URL

3.2.

한반도와 ‘적정한’ 미중관계
-대중관여의 외교공간<朝鮮半島と「適正な」米中関係─
対中関与の外交空間>

쿠라타
히데야
(倉田秀也)

일본국제
문제연구소
(日本国際
問題研究所)

www.jiia.or.jp/column/post-43.html

3.2.

한일분쟁으로 보는 WTO체제와
안전보장무역관리제도의 긴장관계
<日韓紛争にみるWTO体制と
安全保障貿易管理制度の
緊張関係>

카와세
츠요시
(川瀬剛志)

일본국제
문제연구소
(日本国際
問題研究所)

https://www.jiia.or.jp/column/
post-44.html

3.3.

경제악화를 견디지 못하고
북한이 국경 개방에
<経済悪化に耐えきれず
北朝鮮が国境を開放へ>

후쿠다
케이스케
(福田恵介)

동양경제
ONLINE
(東洋経済
ONLINE)

https://toyokeizai.net/articles/-/
414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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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

제목

저자

출처

URL

3.4.

문 대통령의 ‘3.1절 연설’에서
주목할 점과 한일관계에 있어
도쿄올림픽의 중요성
<大統領の「3.1演説」の注目点と
日韓関係における
東京オリンピックの重要性>

김명중

Newsweek
Japan

www.newsweekjapan.jp/kim_m/
2021/03/31_1.php

3.9.

베를린의 ‘위안부상’에 대한 생각
<ベルリンの「慰安婦像」に思う>

쇼지
준이치로
(庄司潤一郎)

방위연구소
(防衛研究所)

www.nids.mod.go.jp/publication/co
mmentary/pdf/commentary161.pdf

3.15.

경제활동에의 통제를
강화하는 북한
<経済活動への統制を
強める北朝鮮>

카미사와
히로유키
(上澤宏之)

세계경제평론
IMPACT
(世界経済評論
IMPACT)

http://www.world-economic-rev
iew.jp/impact/article2082.html

3.25.

김정은시대의 북한경제
<金正恩時代の北朝鮮経済>

이쥬인
아츠시 외
(伊集院敦の他)

일본경제
연구센터
(日本経済
研究センター)

https://www.jcer.or.jp/researchreport/20210325-4.html

3.25.

여려운 한일관계가 양국 간
경제관계에 미치는 영향
<厳しい日韓関係が両国間の
経済関係に及ぼす影響>

모모모토
카즈히로
(百本和弘)

나카소네
평화연구소
(中曽根
平和研究所)

http://www.iips.org/research/npi_
note_momomoto_20210325re.pdf

3.26.

북중의 새로운 ‘전통적 관계’
<中朝の新たな「伝統的関係」>

히라이와
슌지
(平f岩俊司)

일본국제
문제연구소
(日本国際
問題研究所)

https://www.jiia.or.jp/column/po
st-78.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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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러시아
■ 한국이 미국의 외교적 압박 앞에서 강경한 입장을 내비쳐
(Сеул проявил твердость перед дипломатическим напором США)
(올례그 키리야노프, rg.ru, 2021.03.19.)
Ÿ 3월 17일 방한한 미 국무장관과 국방장관은 공통적으로 대중 및 대북 정책과 관련해
논쟁과 이견을 최소화하는 외교적 표현 대신 직접적이고 명료한 수사를 활용함.
- 블링컨 국무장관과 오스틴 국방장관은 동아시아 지역을 위협하는 중국의
“억압적인 정권”과 “공격적이고 독재적인 행보”를 직설적으로 언급하며 이에
대항한 한미공조의 필요성을 시사
- 하지만 “2+2” 회의의 결과를 담은 공동성명의 내용을 통해 볼 때, 한미 양측은
합의 도출에 실패했으며 한국은 미국의 압박에 대항해 강경한 입장을 내보임.
Ÿ 공동성명에는 중국에 대한 언급이 전무하고 “원칙에 기초한 국제질서를 흔드는
어떠한 노력에도 대항한다는 공통된 입장”만 포함됨.
- 이는 앞서 열린 미일 “2+2” 회의의 결과가 담긴 공동성명에서 “중국의 역내
안정을 해치는 행동”이 직접 언급된 점과 대조되며, 한국은 일본과 달리 미국의
반중 구상에 합류하는 것과 어느 한 편에서 미중경쟁에 참여하는 것을 꺼리고 있음.
- 이에 더해 미국 주도의 QUAD를 통한 협력에 대한 언급도 제외됨.
Ÿ 양측의 이견은 북한문제에 있어서도 명백히 나타남.
- 블링컨과 오스틴 장관이 북한에 대한 압박과 북한 인권문제에 대한 활발한 논의의
필요성을 지속해서 시사했음에도 공동성명문에는 다시금 한미 양국에게 있어
“북한의 핵･미사일 문제는 관심과 주의의 대상”이라는 표현만 언급
- 양국은 “한반도 전역”과 “북한” 중 무엇을 비핵화해야 하는지 합의하지 못해
성명문에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언급을 포함시키지 못했으며, 한국 정부의 공식
표어인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도 바이든 행정부가 이를 달가워하지 않아 제외됨.
Ÿ 전반적으로 양국은 의전 원칙을 지키며 서로에게 관심과 존중을 표현하면서도
지역 정책의 주요한 방향에 있어 차이를 보임.
- 블링컨과 오스틴 장관의 압박에도 한국은 적어도 표면적으론 이에 굴하지 않고
중국과 북한에 대한 자국만의 견해가 있음을 내비침.
- 이번 회의에서 표출된 한국의 강경한 태도와 다음 대선까지 1년밖에 남지 않은 촉박한
시간을 고려할 때, 미국은 한국의 현 정권을 확신시키는 데 노력하기보단 한국의 주요
대선 후보들이 미국의 요구에 순응하는 것을 조기에 보장하는 “작업”에 집중할 것으로 예상
- 미국의 새로운 행정부의 국무장관과 국방장관의 첫 방한은 한미 양국 모두에
앙금을 남김.
※ 원문 https://rg.ru/2021/03/19/seul-proiavil-tverdost-pered-diplomaticheskim-naporom-ssha.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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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부 장관의 방한: 러시아와 한국의 전략적 대화
(Лавров в Сеуле: стратегический диалог России и Южной Кореи)
(블라디미르 파블렌코, regnum.ru, 2021.03.25.)
Ÿ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부 장관이 중국에 이어 한국을 방문함.
- 왕이 중국 외교부장과의 회담 직후 이뤄진 이번 방한은 새로운 정세와 중요한
지정학적 경쟁의 장이 된 극동지역에 대한 러시아의 정책을 고려한 복잡한 맥락
속에서 유효하게 검토될 수 있음.
- 한국과 중국이 각각 미국과의 회담 이후 러시아와 회담을 가진 사실은 극동지역
에서 다각적인 이해관계의 매듭이 복잡하게 묶여 있음을 시사
Ÿ 미국이 중국을 위협하고 한국을 압박하며 대립의 수준을 높이는 상황과 이에 더해
때마침 두 미국 장관의 방한이 사실상 실패한 점은 러시아와 중국이 안정화 요인으로
작용함을 의미
- 미국은 방위비 분담금 문제에서의 양보를 대가로 한국이 미국의 이해에 맞춰
모든 대외 정책을 재고할 것을 요구하는 데에 더해 중국과의 회담에서 동맹국들의
입장을 왜곡해 전달하여 동맹국들을 곤경에 빠뜨림.
- 방한 직후 왕이 부장을 만난 블링컨 장관은 미국의 동맹국들이 중국의 정책을
우려하고 있다고 언급하며 한국을 암시. 이는 중일 간 영토분쟁이 전개되고 일본에
대한 고유의 셈법을 가진 한국이 속한 지역 내의 한중관계에 대한 공개적이고
도발적인 술수임. 나아가 미국은 중국과 북한과의 대립에 한국을 끌어들이기
위한 압박을 시작
- 하지만 한미 공동선언문을 통해 볼 때 참여와 불참 모두 수용하기 힘든 한국은
미국의 선택 압력에 굴복하지 않고 QUAD 참여도 서두르지 않고 있음.
Ÿ 한편 중국 요인과 라브로프 장관의 성공적인 방중은 라브로프 장관의 방한에
긍정적으로 작용
- 3월 24일 발사된 북한의 “미상 발사체”는 한러회담과 관련해 일본이 미국의 이익을
위해 한국을 압박하지 말라는 경고를 의미. 러중 회담에 앞서 북중의 우호를 보장
하는 지도자간 서신 교환이 이뤄졌단 점에서 이번 발사는 중국 요인으로 해석 가능
- 북･중･러 3국의 공통된 노력으로 한러회담을 위한 최적의 조건이 형성됐으며,
이는 한국에 미국에 대한 자국의 저항이 인지되고 지지를 받고 있다는 인식을 줌.
Ÿ 라브로프 장관의 방한은 아태지역이 중동과 더불어 러시아의 원외지역 정책에 있어
핵심적인 우선 사항 중 하나로 점차 변모하고 있음을 뜻하며, 이러한 변화는 러시아와
서방과의 관계에 있어 차선책을 마련하려는 부단한 노력에 비례해 이뤄지는 중
- 서방과 달리 동방에선 보편적이지 않은 민주주의와 인권 개념에 대한 설교 대신
현재와 미래에 대한 실질적인 사안들이 논의되고 있으며, 바로 이 점에 오랫동안
기다린 러시아 동방정책의 발전이 놓여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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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새 행정부의 대외 정책에 있어 육안으로 관측되는 과민한 반응은 인도태평양 전략을 통해 “동방의 NATO”를 창설하고자 하는 워싱턴의 계획을 저지하려는
러시아와 중국의 활발한 움직임을 통해 설명 가능
- 라브로프 장관의 방한은 과거의 기념비적인 패권국인 미국이 점수를 잃고 점점 더
쓸모없어지며 유라시아의 민족들에게 선택지가 생기고 있음을 보여줌.
※ 원문 https://regnum.ru/news/polit/3225479.html

■ 더 읽어보기
일자

제목

저자

출처

URL

03.01.

한일 양자 간
군사정보교환협정(GSOMIA)과
아태지역 내
세력균형에 대한 영향
(СОГЛАШЕНИЕ
ОБ ОБМЕНЕ ВОЕННОЙ
ИНФОРМАЦИЕЙ
(GSOMIA) В
ДВУХСТОРОННИХ
ОТНОШЕНИЯХ ЯПОНИИ
И ЮЖНОЙ КОРЕИ И
ЕГО ВЛИЯНИЕ
НА БАЛАНС СИЛ В АТР)

딜랴라
이바툴리나
(Диляра
Ибатуллина)

КОРЕЕВЕДЕНИЕ
В РОССИИ:
НАПРАВЛЕНИЕ
И РАЗВИТИЕ.
2021:2(2),
pp.122-129

https://cyberleninka.ru/articl
e/n/soglashenie-ob-obmen
e-voennoy-informatsiey-gs
omia-v-dvuhstoronnih-otno
sheniyah-yaponii-i-yuzhnoy
-korei-i-ego-vliyanie-na-ba
lans-sil/viewer

03.01.

한국이 어떻게 미중경쟁에
반응하는가?
(КАК ЮЖНАЯ КОРЕЯ
РЕАГИРУЕТ НА
СОПЕРНИЧЕСТВО
США И КИТАЯ?)

알림
오타르치예프
(Алим
Отарчиев)

КОРЕЕВЕДЕНИЕ
В РОССИИ:
НАПРАВЛЕНИЕ
И РАЗВИТИЕ.
2021:2(2),
pp.130-134

https://cyberleninka.ru/articl
e/n/kak-yuzhnaya-koreya-r
eagiruet-na-sopernichestvo
-ssha-i-kitaya/viewer

03.01.

문재인 정부 시기
한국의 전투준비태세
(ВОЕННАЯ ГОТОВНОСТЬ
ЮЖНОЙ КОРЕИ ПРИ
ПРЕЗИДЕНТСТВЕ
МУН ЧЖЭ ИНА)

콘스탄틴
트리포노프
(Константин
Трифонов)

КОРЕЕВЕДЕНИЕ
В РОССИИ:
НАПРАВЛЕНИЕ
И РАЗВИТИЕ.
2021:2(2),
pp.135-142

https://cyberleninka.ru/articl
e/n/voennaya-gotovnost-yu
zhnoy-korei-pri-prezidentst
ve-mun-chzhe-ina/viewer

03.01.

1957년-1958년
우랄중공업기계공장
생산품의 북한 수출 문제
(ПРОБЛЕМЫ ЭКСПОРТА
ПРОДУКЦИИ
УРАЛМАШЗАВОДА
В КОРЕЙСКУЮ
НАРОДНОДЕМОКРАТИЧЕСКУЮ
РЕСПУБЛИКУ
В 1957–1958 ГГ.)

발렌틴 흐례노프
(Валентин
Хренов)

КОРЕЕВЕДЕНИЕ
В РОССИИ:
НАПРАВЛЕНИЕ
И РАЗВИТИЕ.
2021:2(2),
pp.143-148

https://cyberleninka.ru/articl
e/n/problemy-eksporta-pro
duktsii-uralmashzavoda-vkoreyskuyu-narodno-demok
raticheskuyu-respubliku-v1957-1958-gg/view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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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

제목

03.05.

과거로 나아가며: 북한이
계획경제로 회귀하는가?
(Вперёд в прошлое:
Северная Корея
возвращается к
плановой экономике?)

출처

URL

안드레이 란코프
(Андрей
Ланьков)

Valdai
Discussion Club

https://ru.valdaiclub.com/a/h
ighlights/vperyed-v-proshloe
-severnaya-koreya/?utm_so
urce=yxnews&utm_medium=
desktop&utm_referrer=https
%3A%2F%2Fyandex.ru%2Fn
ews%2Fsearch%3Ftext%3D

03.15.

국가 및 지역 안보요소로서의
한국과 북한의 COVID-19
대응 조치
(Меры Республики Корея
и КНДР по борьбе с
COVID-19 как составная
часть национальной и
региональной
безопасности)

발레리 미쉰
(Валерий
Мишин)

Вестник
Дальневосточно
го отделения
Российской
академии наук.
2021:1,
pp.126-131

http://vestnikdvo.ru/index.p
hp/vestnikdvo/article/view/
708/534

03.16.

“잠을 설치게 해주겠다”:
무엇이 바이든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의 관계를
방해하는가
(«Заставить их плохо
спать»: что мешает
отношениям Байдена с
Ким Чен Ыном)

니노 자가르카바
(Нино
Джгаркава)

gazeta.ru

https://www.gazeta.ru/politi
cs/2021/03/16_a_13513676
.shtml

03.18.

한국이 걱정하지 말 것을
부탁하다: 왜 북한은
미국과의 접촉에
준비되지 않았는가
(Корея просила не
беспокоить: почему
Пхеньян не готов на
контакт с США)

나탈리야
포르탸코바
(Наталия
Портякова)

iz.ru

https://iz.ru/1138819/natalii
a-portiakova/koreia-prosilane-bespokoit-pochemu-pkh
enian-ne-gotov-na-kontakt
-s-ssha

03.18.

블링컨 장관과 오스틴 장관이
한국에게 대외 정책을
재검토할 것을 요구하다
(Блинкен и Остин
требуют от Южной
Кореи переформатировать
внешнюю политику)

올례그
키리야노프
(Олег
Кирьянов)

rg.ru

https://rg.ru/2021/03/18/bli
nken-i-ostin-trebuiut-ot-iu
zhnoj-korei-pereformatirovat
-vneshniuiu-politiku.html

03.23.

실용주의자들을 위한 미니
딜. 바이든 행정부가 북한에
대한 미국의 접근법을
변화시키는가?
(Мини-сделка для
прагматиков.
Администрация Байдена
меняет подход США к КНДР?)

이반 레베데프
(Иван
Лебедев)

tass.ru

https://tass.ru/opinions/109
70993

28

저자

Ⅰ 2021년 3월

일자

제목

저자

출처

URL

03.25.

세르게이 라브로프 외무부
장관의 중국 및
한국 방문 결산
(Итоги визита Министра
иностранных дел Сергея
Лаврова в КНР и
Республику Корея)

안드레이
카돔체프
(Андрей
Кадомцев)

The International
Affairs

https://interaffairs.ru/news/
show/29520

03.27.

북한이 밀매상 문철명을
압송한 미국인들에게
사형을 선고하다
(КНДР приговорила к
смерти американцев,
выкравших Мун Чхоль
Мена —
северокорейского Бута)

알렉산드르
시트니코프
(Александр
Ситников)

svpressa.ru

https://svpressa.ru/world/ar
ticle/293831/?rs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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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북한 관련 동향

1. 북한 주요 일지(3.1.~3.31.)
일자

대내

03.02.
(화)

Ÿ 자강도 예술극장 준공식 진행

03.03.
(수)

Ÿ 제1차 시, 군 당책임비서 강습회 개강(당중앙위원회
본부회의실)
– [김정은 공개활동] 회의 참석 및 개강사
Ÿ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제14기 제13차 전원회의
진행(만수대의사당)
Ÿ 청년동맹 제9기 제13차 전원회의 확대회의 진행
(화상회의)
Ÿ 김덕훈(내각 총리) 현지 요해
– 탄소하나화학공업창설 대상건설장･락원기계종합
기업소 대형조기직장 생산실태･신의주시 석하협동농장
– ‘설비･자재 국산화 비중 강화 강조 및 생산공정
현대화추진으로 기계설비 증산 대책 등’ 강구

03.04.
(목)

Ÿ 제1차 시, 군 당책임비서 강습회 2일 회의
– [김정은 공개활동] 결론
Ÿ 직총 중앙위 제7기 제11차 전원회의 확대회의
(화상회의)
Ÿ 농근맹 중앙위 제8기 제12차 전원회의 확대회의
(화상회의)
Ÿ 여맹 중앙위 제6기 제11차 전원회의 확대회의
(화상회의)

03.05.
(금)

Ÿ 제1차 시, 군 당책임비서 강습회 3일 회의
Ÿ 함경남도 청년동맹위원회, 모든 동맹원들 ‘당 제8차
대회 결정관철을 위한 사상교양사업’ 진행

03.06.
(토)

Ÿ 제1차 시, 군 당책임비서 강습회 4일 회의(폐강)
– [김정은 공개활동] 폐강사, 참가자들과 기념사진 촬영

대남･대외

Ÿ [김정은 축전] 불가리아 대통령(루멘 라데프), 불가리아
국경절

03.07.
(일)

Ÿ [대일] 김설화(北 외무성 일본연구소 연구원), 일본
의 ‘역사왜곡･특대형 반인륜 범죄행위(위안부 등)
부정(*2.24, 관방장관)과 과거 반성･사죄 회피’는
“세계의 정의와 인류의 양심에 도전하는 오만한 행태
이며, 피비린내 나는 과거사를 답습하겠다는 것”이
라고 비난 (외무성 홈페이지, “력사를 부정하는
일본의 미래는 없다”)

3.09.
(화)

Ÿ 총련 본부위원장회의 진행(도쿄 조선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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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

대내

03.10.
(수)

Ÿ 김덕훈(내각 총리) 현지 요해
– △중앙과 도･군의 일꾼들 건설준비 빈틈없이 준비
할 것 강조 △선 하부구조건설원칙 준수 △하천
정리사업 추진하는 문제 대책 강구

03.11.
(목)

Ÿ 최룡해(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 현지 요해
– 황해북도 광천닭공장건설정형

Ÿ [김정은 축전] 말리 대통령, ‘60여 년간 친선협조
관계’ 축전
Ÿ [대일] 일본 내각관방장관 기자회견 발언(독도는
일본 고유영토, 단호히 수호) 등 일본의 집요한
“독도강탈책동(2.22. ‘다케시마의 날’ 강행 등)”에
대해 “그 수역을 분쟁지역으로 국제사회에 각인시킨
다음 ‘영토주권회복’의 구실 밑에 세계의 면전에서
대륙침략의 포성을 뻐젓이 울리려 하고 있다”며
비난(중앙통신 논평)
Ÿ 김여정 당 부부장, 한미연합훈련 실시 관련 비난
담화 발표
– △ 대남 대화기구인 조평통 정리 문제를 일정에
올려놓을 것 △ 금강산국제관광국 등 관련기구들
없애버리는 문제검토 △ 남북 군사분야합의서
파기 특단 대책 예견 강조
– “시작부터 멋없이 잠설칠 일거리를 만들지 않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미국 새 행정부에 충고

03.15.
(월)

03.16.
(화)

Ÿ 김덕훈(내각 총리) 현지요해(평안남도)
– 순천시멘트연합기업소, 숙천군 유기질복합비료
공장･약전농장
– ‘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과학기술적 대책 수립

03.17.
(수)

Ÿ 당 제8차대회 이후 전국적으로 1,300여명 청년들
금속･석탄･채취 공업부문과 농촌 및 인민경제의
어렵고 힘든 부문 탄원
– 남포시 140여명 청년들 탄광 광산과 농촌으로
탄원, 황해남도 260여명 청년들협동농장 돌격대에
탄원, 자강도 80여명 청년들 청년돌격대 입대

03.18.
(목)

Ÿ 평양 아동백화점 등 상업봉사단위들, 평방당책임제
강화 등 비상방역조치 집행에 주력

03.19.
(금)

Ÿ 김일성 노작 《사회주의 건설에서 군의 위치와 역할》
발표(‘64.3.18.) 57주년 관련
– 김일성･김정일 ‘시･군 중시사상과 시･군 강화노선’
노작 등 해설 및 ‘김정은 총비서의 사상이론 활동
(제1차 시･군당 책임비서 강습회 등)으로 심화
발전’ 소개
Ÿ ‘국제 산림의 날(3.21.)’ 관련
– 김정철(국토환경보호성 부원), 산림조성사업 성과 및
“우리나라에서의 산림복구 전투는 지역의 환경보호,
기후변화 완화를 위한 국제적 노력에 기여로 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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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남･대외

Ÿ [김정은 축전] 시리아 대통령(바샤르 알 아사드),
시리아 3월8일 혁명 58돌

Ÿ [대미] 北 외무성 제1부상 최선희 담화
– 미국에서 정권이 바뀐 이후 울려나온 소리는
북조선위협설과 완전한 비핵화타령뿐’이라며, ‘우리는
이미 강대강, 선대선의 원칙에서 미국을 상대할
것이라는 것을 명백히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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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

대내

03.21.
(일)

Ÿ 전국 각지에 연로자보호정책에 따라 ‘양로원’ 신설
선전

03.22.
(월)

Ÿ 노동당출판사 『김일성 전집』 증보판 13권 출판
– 김일성 노작들 연대순에 따라 체계적･전면적으로
집대성
Ÿ 유용동물보호기간 선정(3월~7월) 및 동물보호 사업을
국가적인 사업으로 진행
– △보호구에서 동물보호증식사업 △각 도, 동물
보호구 선정 사업 및 주요보호동물 확정 △국토환경
보호성, 동물보호구에 대한 지표별 조사 진행 등

03.23.
(화)

Ÿ [김정은 공개활동] 평양시 1만세대 살림집 건설 착공식
(사동구역 송신･송화지구) 참석･연설 및 ‘평양시
5만세대 살림집건설 지휘부깃발’ 수여
– 조용원･김덕훈(당 정치국 상무위원), 리일환･오
수용(당 비서), 김영환(평양시 당 책임비서) 및
권영진･김정관 등 무력기관 일꾼 등 참가
Ÿ [김정은 공개활동] 故 김병화(국립교향악단 창작창
조부 고문) 영전에 화환 전달
Ÿ (3.23, 사동구역 송신･송화지구) 참석･연설 및
‘평양시 5만세대 살림집건설 지휘부깃발’ 수여
(3.24, 중앙방송･중앙통신)
Ÿ 김덕훈(내각 총리) 현지요해
– 김책공업종합대학 미래산업기술연구소 등 사업 현지
– 남포용접봉공장, 설비현대화와 보수정비 강조, 사물
주물공장, 기술적지표 갱신 및 증산에 대하여 언급 등

03.25.
(목)

Ÿ 평양시 1만 세대 살림집 기초굴착공사 진입
Ÿ 올림픽위원회 총회(평양)
– 올림픽위원회 위원장 김일국(체육상) 주재 화상회
– 전문체육기술발전 및 대중체육활동 활발히 진행에
대한 문제 토의

03.26.
(금)

Ÿ [김정은 공개활동] 보통문주변 강안지구에 호안
다락식주택구를 건설 구상 밝히고 현지 시찰
– 조용원, 김덕훈, 정상학, 리일환, 오수용, 최상건,
김재룡과 평양시당위원회 책임비서 김영환 동행
Ÿ [김정은 공개활동] 새로 생산한 여객버스제품 요해
– 조용원･김덕훈 등 당과 정부 간부들 동행
Ÿ 국방과학원 ‘신형전술유도탄’ 시험발사
– 리병철(당 중앙위 정치국 상무위원) 지도, 시험 발사한
2기 신형전술유도탄 동해상 600km 설정 목표 타격
– 시험발사 결과 김정은에게 보고

03.27.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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Ÿ [김정은 축전] 라오스 인민혁명당 중앙위 총비서･
주석(통룬 씨쑤릿) 선출
Ÿ [김정은 구두친서] 시진핑(중국 주석)에게 ‘당 제8차
대회’ 정형 통보
– 시진핑 주석, 이에 대하여 구두친서 전달

Ÿ [대미] 리병철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비서 신형전술
유도탄시험발사 관련 담화
– ‘국가의 자위권에 대한 노골적인 침해이며 도달’,
‘우리는 계속하여 가장 철저하고 압도적인 군사력을
키워나갈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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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

대내

03.28.
(일)

Ÿ 당비서국 ‘당 제6차 세포비서대회’ 4월 초순 평양
에서 개최 결정
– 당을 조직 사상적으로 공고히 하며 현 시기 당세포
사업을 근본적으로 강화하는데서 나서는 문제들을
토의･지도하기 위해 소집
Ÿ 조철수 北 외무성 국제지구국장 유엔안보리 결의
관련 담화
– “정정당당한 자위권 행사”, “주권국가에 대한 무시이며
이중기준”, ‘자위권을 침해하려는 시도는 상응한
대응조치를 유발시키게 될 것’

03.29.
(월)

03.30.
(화)

Ÿ 강원도 2월부터 강바닥 파내(17,000㎥)고 남대천
학성제방성토공사･장석공사 진행 등 강하천 정리
공사 주력

03.31.
(수)

Ÿ 김정일 저작 ‘강성대국건설대전의 요구에 맞게 26호
모범기대창조운동을 새로운 높은 단계에로 발전
시킬데 대하여’(‘11.3.30.) 발표 10주년 관련
– 10년간 근 1400개의 단위와 기대가 ‘26호모범
기대영예상’ 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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Ÿ [대남] 당 중앙위 선전선동부 김여정부부장 담화발표
– 문재인 대통령, 26일 ‘서해수호의 날 기념식’ 연설
및 국방과학연구소 방문(’20. 7. 23.) 발언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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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북한언론 주요 사설 및 논평
<대내>
※ 제1차 시, 군당 책임비서 강습회(2021.3.4.~3.7.)
■ 사회주의건설의 지역적거점들을 강화하기 위한 중요한 전환의 계기
제1차 시, 군당책임비서강습회 개강
조선로동당 총비서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개강사를 하시였다
(노동신문･조선중앙통신, 2021.3.4.)
Ÿ 3월 4일 노동신문･조선중앙통신은 3월 3일 개최된 제1차 시, 군당 책임비서 강습회에
대한 기사를 보도함.
- 해당 강습회는 노동당 역사상 처음 개최하는 것으로, 시, 군당 조직들의 기능과
역할을 강화하여 전 당의 전투력을 다지고 지방경제와 인민생활을 발전･향상
시키는 데 중요한 계기가 된다고 설명
- 강습회에는 전국의 시, 군당 책임비서들과 도당 책임비서들, 당 중앙위원회 비서,
지방당사업과 관련된 일꾼 등이 참가하였으며, 김정은 총비서가 강습회 지도를 위해
참석해 개강사를 진행
- 김정은 총비서는 이번 강습회가 당 제8차대회 결정 관철을 위한 첫 부문별 회의이며,
시･군은 농촌경리와 지방경제를 지도하는 지역적 거점이자 나라의 전반적 발전을
떠받드는 강력한 보루라고 강조

■ 당사업강화와 시, 군발전을 위하여 헌신분투하자
제1차 시, 군당책임비서강습회 2일회의 진행
조선로동당 총비서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강령적인 결론을 하시였다
(노동신문･조선중앙통신, 2021.3.5.)
Ÿ 3월 5일 노동신문･조선중앙통신은 3월 4일 진행된 제1차 시, 군당 책임비서 강습회
2일 회의에 대한 기사를 게재함.
- 2일차 회의는 김정은 총비서의 지도 하에 진행되었으며, 시･군당 사업을 책임감
있게 진행하지 못해 심각한 결함을 발생시킨 일꾼들에 대한 날카로운 비판이
이루어졌다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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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정은 총비서는 결론에서 전국의 시･군당위원회들이 자신의 사명과 역할을
원만히 수행하여야 당과 국가의 전반적인 사업이 잘 되고 우리식 사회주의의
전면적 발전이 촉진된다고 강조
- 또한 시･군당책임비서들은 농촌에 대한 지도사업에서 농사 일면에만 치중하지
않고 3대혁명을 추진하며 리당사업을 강화해야 하고, 책임비서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높은 당성과 정치실무적 자질이라고 강조

■ 시, 군당조직들의 역할을 높여 우리 식 사회주의건설을 강력히 추진하자
제1차 시, 군당책임비서강습회 4일회의로 페강
조선로동당 총비서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페강사를 하시였다
(노동신문, 2021.3.7.)
Ÿ 3월 7일 노동신문은 3월 6일 진행된 제1차 시, 군당 책임비서 강습회 4일 회의에
대한 기사를 게재함.
- 김정은 총비서는 4일차 회의를 지도하면서 시･군당 책임비서들이 발전지향적인
목표를 뚜렷이 설정하고 그 실현을 위해 계속 혁명･투쟁해나간다면 모든 시･
군들이 살기 좋은 고장으로 변천될 것이라고 강조
- 김정은 총비서는 폐강사에서 이번 강습회를 통해 모든 책임비서들을 재무장,
재각성, 재분발시키고 시･군당위원회 사업을 개선강화하기 위한 실제적인 경험이
축적되었다고 발언
- 또한 당 제8차대회의 결정이 역사에 길이 남도록 실현되기 위해 일심전력으로
분투해나가자고 독려했으며, 인민들이 실제로 인정하는 “진짜배기 충실한
심부름군이 되자”고 호소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제14기 제13차전원회의
진행 (노동신문･조선중앙통신, 2021.3.4.)
Ÿ 3월 4일 노동신문･조선중앙통신은 3월 3일 진행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제14기 제13차 전원회의 내용을 보도함.
- 회의에서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보험 및 사회보장법, 조선민주주의인민
공화국 수입물자소독법의 채택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주체110(2021)년
인민경제발전계획, 동해안지구 국토건설총계획의 승인에 관한 문제가 의안으로 상정
- 사회보험 및 사회보장법에는 인민의 건강 보호 및 사회보험금의 보장과 지출,
사회보험기관의 조직과 운영, 임무 등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으며, 수입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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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독법에는 국경통과지점에서 수입물자 소독과 관련한 제도와 질서를 엄격히 세워
국가의 안전을 지키고 인민의 생명을 철저히 보호하기 위한 내용 등이 명시
- 이외에도 2021년 인민경제발전계획과 동해안지구 국토건설총계획에 대한 보고가
진행되었으며, 상임위원회 정령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보험 및 사회보장법을
채택함에 대하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수입물자소독법을 채택함에 대하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주체110(2021)년 인민경제발전계획을 승인함에 대하여》,
《동해안지구 국토건설총계획을 승인함에 대하여》가 전원찬성으로 채택

■ 조선로동당이 높이 들고나가는 정치리념(1) (조선중앙통신, 2021.3.5.)
Ÿ 3월 5일 조선중앙통신은 노동당의 이념 중 하나인 이민위천에 대한 설명 기사를
보도함.
- 김정은 위원장은 당 제8차대회에서 이민위천, 일심단결, 자력갱생의 이념을 깊이
새길 것에 대해 강조
- 이민위천에는 전 당이 인민을 위해 복무함을 당 건설과 활동의 출발점이자 절대
불변의 원칙으로 삼는 혁명적 당풍을 확고히 견지할 것에 대한 당의 항구적인
요구가 반영
- 이민위천은 김일성 주석과 김정일 위원장의 일생의 좌우명으로 인민대중에 대한
믿음과 사랑에 뿌리를 두고 있고, 이민위천의 사상과 영도에 의해 공화국이 진정한
인민의 나라로 위용을 떨치게 되었다고 강조

■ 조선로동당이 높이 들고나가는 정치리념(2) 우리 혁명의 천하지대본-일심단결
(조선중앙통신, 2021.3.11.)
Ÿ 3월 11일 조선중앙통신은 노동당의 이념 중 하나인 일심단결에 대한 설명 기사를
보도함.
- 당의 두리에 모든 인민이 한 마음 한 뜻으로 굳게 뭉친 일심단결은 혁명의 천하지대본
이며, 우리 식 사회주의의 불가항력적 위력은 일심단결에 있다고 강조
- 일심단결은 김일성 주석과 김정일 위원장의 혁명유산으로, 당은 인민을 믿고
인민은 당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며 따르는 혼연일체의 위력이 있기에 혁명이
어떤 역경 속에서도 승리만을 거둘 수 있었다고 설명
- 인민은 앞으로도 김정은 위원장의 영도에 따라 일심단결의 기치를 높이 들고
사회주의 건설에서 획기적인 전진을 이룩해갈 것이라고 선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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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선로동당이 높이 들고나가는 정치리념(3) 민족자존의 정신-자력갱생
(조선중앙통신, 2021.3.19.)
Ÿ 3월 19일 조선중앙통신은 정치이념 중 민족자존의 정신인 자력갱생에 대한 기사를
게재함.
- 통신은 “자력갱생은 장구하고도 간고한 투쟁의 길에서 시종일관 높이 발휘되여온 우리
혁명의 자랑스러운 전통”이며 혁명의 역사는 “남에게 의존하지 않고 오직 자기 힘을
믿고 자체의 힘으로 온갖 난관을 물리치며 전진하여온 자력갱생의 력사”라고 주장
- 더불어 자력갱생은 항일혁명전쟁의 불길 속에서 창조되었으며 해방(1945.8.15.) 후
새 조국건설과 조국해방전쟁(1950.6.25.-1953.7.27.), 전후복구건설, 사회주의건설
전 과정에 굳건히 계승되고 있다고 설명
- 김일성과 김정일의 영도에 따라 자력갱생만이 살길이라는 것을 신념으로 체득하였고,
특히 “김정은동지의 령도밑에 주체조선의 국풍, 조선혁명의 유일무이한 투쟁정신인
자력갱생의 기치를 높이 들고 자체의 힘, 주체적력량을 백방으로 강화하며 사회주의
건설에서 새로운 승리를 이룩해나가려는것은 우리 인민의 확고부동한 의지”
라고 강조

■ 평양시 1만세대 살림집건설착공식 진행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착공식에
참석하시여 뜻깊은 연설을 하시였다 (노동신문, 2021.3.24.)
Ÿ 3월 24일 노동신문은 1~3면에 걸쳐 23일 평양의 살림집건설착공식에 김정은
총비서가 참석하여 연설한 내용의 기사를 사진과 함께 보도함.
- 신문은 제8차 당대회의 수도건설구상에 따라 평영에 5만세대의 살림집이 건설
되는데, 이는 “당과 정부에 있어서 최중대과업이며 특히 올해 1만세대의 살림집을
건설하여 수도시민들에게 안겨주는 사업은 당중앙위원회 제8기 제2차전원회의
결정을 관철하기 위한 거창한 창조대전”이라고 밝힘.
- 김정은 총비서는 연설에서 살림집건설이 “수도시민들에게 보다 안정되고 문명한
생활조건을 제공해주기 위하여 우리 당이 크게 벼르고 준비해온 숙원사업이며
철두철미 국가의 재부와 근로대중의 창조적로동의 결과가 고스란히 근로자들
자신의 복리로 되게 하는 숭고한 사업”이라고 강조
- 그는 건설이 “사회주의건설의 새로운 고조기, 격변기를 상징하는 주되는 공격
전선으로 될것이며 사회주의건설을 단계별로 확신성있게 승화발전시키는 새로운
전진의 시대, 력동의 시대를 열어놓게 될것”이라고 확신
- 또한 당창건 30주년인 2025년까지 해마다 1만 세대를 건설하여 “당대회가 제시한
웅대한 투쟁강령을 앞장에서 실현해나가는 제일척후대, 제일선봉대가 될것을
당과 인민앞에 엄숙히 맹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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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보통문주변 강안지구에 호안다락식주택구를 새로
일떠세울 구상을 밝히시였다 (노동신문, 2021.3.26.)
Ÿ 3월 26일 노동신문 1면은 김정은 총비서의 보통문주변 강안지구의 현지지도에
대한 기사를 게재함.
- 신문은 총비서가 강안지구에 호안다락식주택구를 건설할 구상을 밝혔으며, “수도의
중심부를 감돌아흐르는 경치좋은 보통강반을 따라 현대적인 다락식주택구를
형성하고 다층, 소층살림집들을 조화롭게 배치하여 이 지구를 특색있게 변모시킬
구상에 대하여 설명”했다고 전함.
- 특히 그는 자연경관이 살아나게 건축물의 설계와 원림설계를 잘 해서 도시의
특성과 매력을 살려나가야 하고, 호안다락식주택구가 본보기가 될 수 있게 건설할
것이라고 했으며, 평양 살림집건설과는 별도로 당중앙위원회가 직접 건설을 맡아
올해 완공하여 각 부문의 혁신자, 공로자, 과학자, 문필가를 비롯한 근로자에게
선물할 것이라고 말함.
- 또한 “우리 일군들이 도시록화와 자연경관설계에 대한 인식과 상식이 부족하고
관심도 없는데 대하여 지적하시면서 도시건설을 건물과 자연을 하나로 융합시키고
생활공간과 생태공간을 과학적으로 배치하여 사업과 휴식, 교통 등을 유기적으로
결합시켜 해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고 보도

■ 국방과학원 신형전술유도탄시험발사 진행 (노동신문, 2021.3.26.)
Ÿ 3월 26일 노동신문은 2면에서 국방과학원이 25일 진행한 신형전술유도탄시험발사
사진과 소식을 게재함.
- 신문은 새로 개발한 신형전술유도탄은 이미 개발된 전술유도탄의 핵심기술을
이용하면서 탄두중량을 2.5t으로 개량한 무기체계이며,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이며 당중앙위원회 비서인 리병철동지와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군수공업부 일군들, 국방과학연구부문의 지도간부들이 이 무기시험을
지도”했다고 전함.
- 실험발사에서 시험발사한 2기의 신형전술유도탄은 조선동해상 600km 수역의
설정된 목표를 정확히 타격했다고 전함. 국방과학원은 실험이 성공적으로 진행
되었다고 밝혔고 “수차례에 걸치는 발동기지상분출시험과 시험발사과정을 통하여
개량형고체연료발동기의 믿음성을 확증하였으며 이미 다른 유도탄들에 적용하고
있는 저고도활공도약형비행방식의 변칙적인 궤도특성 역시 재확증”했다고 주장
- 신문은 특히 리병철이 “무기체계의 개발은 우리의 군사력강화와 조선반도에
존재하는 각종 군사적위협들을 억제하는데서 커다란 의의를 가진다고 평가”했
다고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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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외>
■ 대륙침략의 명분을 마련하기 위한 무분별한 광증 (조선중앙통신, 2021.3.11.)
Ÿ 3월 11일 조선중앙통신은 일본 관방장관의 독도 관련 발언에 대한 비난 논평을
보도함.
- 2월 22일 일본 관방장관이 “독도는 일본 고유의 영토”이며 “단호히 수호하겠다”는
발언을 한 것을 두고 “극히 호전적인 망발”이라고 비난
- 일본은 오래 전부터 영유권 문제를 두고 주변국들과 마찰을 일으켜 왔으며, 그 중
“독도강탈책동”은 그 파렴치성과 횡포성, 위험성에서 가장 극치에 있다고 주장
- 최근 일본 각료들이 독도 영유권 주장을 계속 여론화하며, 정부 홈페이지에도
독도 관련 자료들을 새로 게재하고 ‘다케시마의 날’ 행사도 강행한 것을 비난하고,
독도는 우리 민족의 신성한 영토라고 강조

■ 3년전의 봄날은 다시 돌아오기 어려울것이다 (노동신문, 2021.3.16.)
Ÿ 3월 16일 노동신문은 2면에 한국의 한미연합훈련에 대해 비난하는 정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부부장 담화를 게재함.
- 그는 연합훈련을 두고 “우리의 정정당당한 요구와 온 겨레의 한결같은 항의규탄에도
불구하고 차례질 후과를 감당할 자신이 있어서인지 감히 엄중한 도전장을 간도
크게 내민 것”이며, 당중앙이 “이미 남조선당국의 태도여하에 따라 3년전 봄날과
같은 평화와 번영의 새 출발점에로 돌아갈수도 있다는 립장을 천명”했다고 주장
- 한국이 연합훈련은 연례적, 방어적이며 규모와 내용을 대폭 축소한 컴퓨터모의
방식의 지휘소훈련 이라는 주장에 대해 “태생적인 바보라고 해야 할지 아니면
늘 좌고우면하면서 살다나니 판별능력마저 완전히 상실한 떼떼가 되여버린것은
아닌지 어쨌든 다시 보게 된다”고 비난했으며 합동군사연습자체를 반대했지
단 한번도 연습의 규모나 형식을 논한 적은 없다고 주장
- 또한 “전쟁연습과 대화, 적대와 협력은 절대로 량립될수 없”고, “남조선당국과는
앞으로 그 어떤 협력이나 교류도 필요없으므로 금강산국제관광국을 비롯한 관련
기구들도 없애버리는 문제를 검토하고 있다”며 한국이 무엇을 하든지 3년의
따뜻한 봄날은 다시 돌아오기 쉽지 않을 것 이라고 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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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선희 외무성 제1부상 담화 (조선중앙통신, 2021.3.18.)
Ÿ 3월 18일 조선중앙통신은 17일 발표된 최선희 외무성 제1부상의 대미 비난 담화
전문을 게재함.
- 그는 미국이 2월 중순부터 뉴욕을 포함한 여러 경로를 통해 전자우편과 전화
통보문을 보내면서 접촉을 시도해왔고 합동군사연습을 벌려놓기 전날 밤에도
제3국을 통해 우리가 접촉에 응해줄것을 다시금 간청하였으나 또다시 미국의
시간벌이놀음에 응부해줄 필요가 없으며 앞으로도 접촉시도를 무시할 것임을 밝힘.
- “대화 그 자체가 이루어지자면 서로 동등하게 마주앉아 말을 주고받을수 있는
분위기가 조성되여야” 하지만 미국은 정권이 바뀌어도 “광기어린 《북조선위협》설과
무턱대고 줴치는 《완전한 비핵화》 타령뿐”이고 강압적인 자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비난
- 또한 “우리와 한번이라도 마주앉을것을 고대한다면 몹쓸 버릇부터 고치고
시작부터 태도를 바꾸어야”하며, “새 정권이 시작부터 재미없는짓들만 골라하는
것을 꼼꼼히 기록해두며 지켜볼것”이라고 함.
- 제재도 기꺼이 받아 줄 것이기 때문에 “대조선적대시정책을 계속 추구하는 속에서
우리가 과연 무엇을 할것인지를 잘 생각해보는것이 좋을것”이며, “강대강, 선대선의
원칙에서 미국을 상대할것이라는것”을 명백히 함.

■ 부질없는 처사는 수치와 망신만 자초할뿐이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무성 대변인대답 (조선중앙통신, 2021.3.23.)
Ÿ 3월 23일 조선중앙통신은 22일 EU가 ‘세계적인 인권유린에 대처한다’며 여러 국가를
인권제재 대상으로 지정한 데 대한 외무성의 답변을 게재함.
- 외무성은 “EU의 《인권제재》 놀음을 판에 박힌 대조선적대시정책의 일환으로,
우리 국가의 주권을 침해하고 내정에 간섭하려는 불순한 정치적도발로 강력히
규탄하며 전면배격”한다고 밝힘.
- 인권제재제도는 EU의 비위에 거슬리는 나라들을 압박하기 위해 고안해낸 악법이며,
“진정한 인권개선과는 아무러한 인연이 없고 《가치관》을 달리하는 나라들을
겨냥한 또 하나의 불순한 정치적도구”라고 주장
- 또한 EU는 “내부에서 만연되고있는 치유불능의 인종주의와 인종차별, 아동학대,
타민족배척에 대해서는 《인권보호》, 《인권증진》으로 착각”하고 있으며, “우리의
거듭되는 경고를 무시한채 부질없는 반공화국 《인권》 모략소동에 계속 매여달리다
가는 상상밖의 비참한 결과를 면치 못한다는것을 명심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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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병철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비서 담화 (조선중앙통신, 2021.3.27.)
Ÿ 3월 27일 조선중앙통신은 북한의 신형전술유도탄시험발사와 관련한 한국과 미국의
반응을 비난하는 리병철 당중앙위 비서의 26일 담화를 게재함.
- 그는 시험발사가 “당과 정부가 국가방위력을 강화하기 위해 제시한 국방과학
정책목표들을 관철해나가는데서 거친 하나의 공정으로서 주권국가의 당당한
자위권에 속하는 행동”이며, 한국과 미국의 전쟁연습과 첨단무기반입하며 한반도에
군사적 위협을 조성하고 있기 때문에 국가의 안전을 수호하기 위해 물리적 힘을
비축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라고 주장
- 특히 미국 바이든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유엔 《결의》위반이라고 걸고들며 극도로
체질화된 대조선적대감을 숨김없이 드러낸데 대하여 강한 우려”를 표했으며,
이는 북한의 “자위권에 대한 로골적인 침해이며 도발”이라고 비난
- 또한 미국의 새 정권이 첫 시작을 잘못 떼었고, “앞뒤 계산도 못하고 아무런
말이나 계속 망탕 하는 경우 미국은 좋지 못한 일을 마주하게 될수도”있으며,
“계속하여 가장 철저하고 압도적인 군사력을 키워나갈것”이라고 강조

■ 이중기준은 보다 엄중한 사태를 초래할 것이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조철수 외무성 국제기구국장 담화 (조선중앙통신, 2021.3.29.)
Ÿ 3월 29일 조선중앙통신은 북한의 신형전술유도탄발시험발사와 관련하여 소집된
유엔 안보리에 대해 비난하는 조철수 국제기구국장의 28일 담화를 게재함.
- 조 국장은 25일 시험발사는 북한의 평화와 번영을 수호하기 위한 정정당당한
자위권 행사인데, 이를 부정하려는 위험한 시도가 공공연히 나타나고 있다고 주장
- 26일 긴급 소집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조선제재위원회 비공개실무급협상에서
미국은 우리의 자위적조치를 《유엔결의위반》으로 걸고들면서 《제재리행강화》와
《추가제재적용》을 주장”했고 30일 영국, 프랑스가 안보리 비공개 회의를 소집하기로
했는데, 이는 “미국의 대조선적대시정책의 직접적산물인 유엔 《결의》들에 준하여
유엔안전보장리사회가 우리 국가의 자위권에 속하는 정상적인 활동을 문제시
하는것은 주권국가에 대한 무시이며 명백한 이중기준”이라고 비난
- 다른 국가들이 군사력 강화를 목적으로 발사체를 쏘아올리는데 북한만 문제시
한다는 것은 말도 되지 않으며, 객관성과 공정성의 원칙으로만 봐도 유엔이
북한을 반대하는 전쟁연습은 함구하면서 자위적 대응조치는 무작정 걸고드는 것은
언어도단이라고 주장
- 그는 “유엔안전보장리사회가 극도의 편견과 이중기준을 가지고 우리 공화국을
겨냥한 회의와 조사를 벌려놓고있는데 대하여 주권국가의 존엄과 자주권에 대한
엄중한 침해로, 유엔헌장에 대한 란폭한 위반으로 강력히 규탄”하였으며 “자주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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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들의 주권을 침해하고 발전을 저해하기 위한 불순한 목적실현에 유엔을
도용하고있는데 대하여 절대로 간과하지 않을것”이며, 자위권 침해 시도는 상응한
대응조치를 유발시키게 될 것이라고 발언

■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선전선동부 김여정부부장 담화발표 (조선중앙통신, 2021.3.30.)
Ÿ 3월 30일 조선중앙통신은 김여정 부부장이 문재인 대통령이 ‘서해수호의 날’에 한
연설을 비난하는 담화를 게재함.
- 문대통령이 26일 연설에서 신형전술유도탄시험발사에 대한 비친 우려 표명에 대해
김 부부장은 “당당한 우리의 자주권에 속하는 국방력강화조치가 남녘동포들의
우려를 자아내고 대화분위기를 이어가려고 노력하는 때에 어려움을 주고 장애를
조성하였다는 것”이며, 이는 “실로 뻔뻔스러움의 극치가 아닐수 없다”고 비난
- 그는 20년 7월 23일 문 대통령의 연설을 인용하며, 극명하게 대조되는 모순된
연설이고, “저들이 한것은 조선반도평화와 대화를 위한것이고 우리가 한것은
남녘동포들의 우려를 자아내고 대화분위기에 어려움을 주는 결코 바람직하지
않은 일이라니 그 철면피함에 경악”을 금할 수 없으며 이는 “초보적인 론리도,
체면도 상실한것”이라고 주장
- 또한 북한의 자위권을 유엔결의 위반과 국제사회 위협이라고 걸고 드는 미국의
강도적인 주장과 빼닮은 꼴이며, “미국산 앵무새라고 《칭찬》 해주어도 노여울것은
없을것”이고 “틈틈이 세상이 자기를 어떻게 보는지 좀 돌아보는것이 어떤가싶다”
고 밝힘.

※ 일러두기 ※
* 연구동향(한국･미국･중국･일본･러시아･북한)의 경우 해당자료의 홈페이지 업로드(또는 입수) 날짜를 기준으로 작성
* 각국의 상황 및 자료 입수시기에 따라 분량상의 차이 발생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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