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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북한의 당 중앙위원회 제8기 제4차 전원회의 분석 통일연구원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제8기 제4차 전원회의(2021.12.27.~31.)가 개최됨...

미국

Is an End-of-War Declaration for the Korean Peninsula a Risk Worth Taking? NBR
종전선언이 북한의 비핵화, 한국과의 관계 강화, 지역 안보 태세 강화라는 목표를 달성하는 데 도움이 된다면
미국의 이익이 될 것...

중국

미중 전략경쟁 하에서 한국의 대미국 정책 조정 평화와발전
한국은 미중 양국 사이에서 전략적 모호성을 유지하며 개입을 피하려고 노력하는 한편 미중 전략경쟁 심화의
영향으로 대미 협력을 강화해오고 있음...

일본

문재인 정권의 대북정책과 향후 전망 나카소네평화연구소
문재인 대통령은 2021년 9월 ‘종전선언’에 대해 언급...

러시아

한국전쟁은 어떻게 그리고 언제 종전될 것인가? The International Affairs
양제츠 중국 공산당 외교담당 정치국원은 한국전쟁 종전을 문서를 통해 확정하려는 한국의 의지를 지지한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한국전쟁의 종전과 관련한 물음이 재차 현안으로 부상하고 있음...

북한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제8기 제4차 전원회의 개최 노동신문
노동신문은 12월 28일부터 31일에 걸쳐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제8기 제4차 전원회의에 대한 기사를
사진과 함께 게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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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주요 정세
12.2.(목)

제53차 한미안보협의회(SCM) 개최 (서울)
한미,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 고도화에 대응해 북핵대응 작전계획 최신화 및 새로운 전략
기획지침(SPG) 합의
한국군 사령관이 지휘하는 미래연합사 완전운용능력(FOC) 평가 2022년 시행
12.3.(금)

북한, 유엔 인도지원 대상국에서 2년째 제외
유엔 인도주의업무조정국(OCHA), 홈페이지에 ‘2022년도 세계 인도주의 지원 보고서’ 공개
북한 국경봉쇄 등으로 유엔기구 직원들이 현장실사와 관리감독을 하기 어려워진 데 따른 조처
12.7.(화)

정의용 외교부 장관, 유엔 평화유지장관회의 참석 (서울)
정의용 장관, “부자연스러운 정전을 종식하고 항구적인 평화체제로 대체하고자 한다.
한국국민 자격 있어”
12.9.(목)

이인영 통일부 장관, “종전선언은 확실한 터닝포인트... 북한, 늦지 않게 호응해야” (통일연구원
개원 30주년 기념 학술회의)
12.12.(일)

G7 회의 개최, “북한에 도발 자제 및 외교적 절차 참여 촉구” (영국)
12.15.(수)

마크 램버트 미국 국무부 한일 담당 차관보, “미국, 싱가포르 합의 틀에 전념... 북한, 대화의
장으로 나오길” (WAC-KF 후원 대담)
미국･일본･유럽, 유엔 안보리에서 북한 인권문제 공개 논의 요구
린다 토머스-그린필드 주유엔 미국대사, 대표 성명 (에스토니아, 프랑스, 아일랜드, 일본,
노르웨이, 영국 참여)
통일연구원, “한반도 변화, 내년 5월까지가 적기” (2022 한반도 연례정세전망 기자간담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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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7.(금)

유엔, 17년 연속 북한 인권결의안 채택 “전쟁포로 인권 침해 우려... 가장 책임있는 자에 대한
추가 제재 고려 필요”
한국, 3년 연속 공동제안국 명단에서 빠졌으나 컨센서스에는 동참

12.21.(화)

중･러 북핵 수석대표 통화, “한반도 문제 견해, 고도로 일치”
중국 류샤오밍(劉曉明) 한반도사무특별대표-러시아 이고르 마르굴로프 외무부 아시아태평
양차관, 한반도 정세 관련 의견 교환

12.23.(목)

통일부, “평화프로세스 재가동 노력 집중... 끝까지 책임 다할 것” (2022 업무보고)

12.28.(화)

아산정책연구원, “북한 도발, 한미동맹 균열 대비해야” (2022 아산 국제정세전망 기자간담회)

12.29.(수)

정의용 외교부 장관, “종전선언 문안, 한미 간 사실상 합의된 상태”, “베이징올림픽 계기 남북
관계 개선 기대는 어려워져” (기자간담회)
정의용 장관, “종전선언 관련, 북한과의 협의 진전 방안 검토... 세부적 내용은 대외공개
어렵다”

3

Ⅰ 2021년 12월

Ⅱ

주요국 연구동향

1. 한국
■ 북한의 당 중앙위원회 제8기 제4차 전원회의 분석
(통일연구원 북한연구실, Online Series, CO 22-01호, 통일연구원, 2022.01.01.)
Ÿ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제8기 제4차 전원회의(2021.12.27.~31.)가 개최됨.
- 북한의 2022 정치방향은 제8차 당대회에서 제시된 방향(자력갱생+첨단전략무기
개발)에 기초한 ‘당의 관리･통제 하 국경봉쇄 속 자급자족과 국가 방위력 강화
업그레이드’로, 2021년의 성과와 한계에 기초하여 체제내구력 향상을 의도하는
데에 놓일 것으로 보임.
- 대외･대남 전략과 관련해서는 구체적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음. 경화된 대미･
대남 메시지 발신이 없었던 것으로 보아 2021년의 대외전략 기조, 즉 ‘긴장
유지 하 기다리며 지켜보기’가 지속될 것으로 보임.
Ÿ 2022년 북한 경제는 자력갱생을 강조하며 국가의 통제와 관리를 강화하는 양상이
나타날 것으로 예상됨. 이번 회의에서는 식량 생산 증대 및 농촌발전과 관련된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졌으며, 구체적인 정책 방안도 가장 상세히 제시됨.
Ÿ 사회문화 분야와 관련하여서는 과학, 교육, 보건, 문화 분야의 사업 혁신과 경제
발전에 기여할 과업들이 제시됨.
- 교육 부문에서는 한정된 자원 및 예산을 고려해 ‘선택과 집중’의 전략을 견지하며,
사회통제는 다소 완화할 것으로 전망됨.
Ÿ 2022년 북한의 정치 측면에서 가장 중요한 시기는 4월로 ‘4월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서는 1~2월 북한의 메시지에 주목하며 신속히 대응할 필요가 있음.
※ 원문 https://www.kinu.or.kr/www/jsp/prg/api/dlV.jsp?menuIdx=351&category=53&thisPage=1&sear
chField=&searchText=&biblioId=1550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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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년 북한의 안보정세 전망
(이중구･손효종, 동북아안보정세분석』, 한국국방연구원, 2021.12.31.)
Ÿ 2022년 북한은 내부질서를 유지하면서 대외적인 돌파구를 찾고자 할 것임.
- 기밀한 북중관계를 추구하면서 미국과의 대화를 모색하는 것도 옵션 중 하나일 것임.
- 국제사회에서 ‘이중기준’을 주장하며 우호국들을 설득해 군사력 강화의 국제적
명분을 획득하거나 제재 완화를 시도할 수도 있음.
Ÿ 북한은 올림픽을 앞둔 중국의 도발 자제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을 수 없고, 미국과의
대화 용의도 증대될 가능성이 있음.
- 2022년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미국의 대북 협상 의지가 확대될 가능성도 있음.
- 시진핑 주석이 미중관계에 유연성을 보일 수 있는 중국의 20차 당대회 이후,
바이든 행정부도 외교성과가 필요한 미국 중간선거 이전인 2022년 10월 중하순 경
북미대화가 이루어질 기회가 생길 수도 있음.
Ÿ 북한은 신형 무기발사 및 전략의 현대화를 계속 추진할 것으로 예상됨.
- 북한이 8차 당대회에서 제시한 ‘강대강, 선대선의 원칙’에 따라 한국의 신형
미사일개발 노력에 맞대응할 가능성, 재래식 전술핵 개발에 대한 우려가 있음.
※ 원문 https://www.kida.re.kr/frt/board/frtNormalBoardDetail.do?sidx=2184&idx=745&depth=2&lang=kr

■ 2022 국제정세 전망
(국립외교원 외교안보연구소, 2022 국제정세 전망』, 국립외교원 외교안보연구소, 2021.12.31.)
Ÿ 2022년 북한은 코로나19 출구전략을 모색하겠지만, ‘백신 접종 0%’의 한계로
인해 매우 통제된 봉쇄 완화 전략을 택할 가능성이 높음.
- 경제여건의 획기적 개선이 어려운 상황에서 각 경제주체들의 불만을 어떻게
달랠지가 새로운 쟁점이 될 것이며, 이를 위해 인민대중제일주의를 중심으로
하는 ‘김정은주의’의 공식화, 중국 등과의 이념적 공동 정체성 강조, 김정은 주요
직위 취임 10주년과 김일성 생일 100주년을 기념하는 프로젝트 및 군사력 과시
등을 할 가능성이 큼.
Ÿ 남북미 모두 코로나19로 인해 국내상황에 집중하면서 동북아 정세가 급변할
가능성은 낮음.
- 인도적 지원에 대한 남북 및 북미대화가 개최될 가능성도 있으나, 북한이 인도
경제적 지원에 대한 대화에 참여하면서도 비핵화에 협조할 가능성은 낮음.
- 북한은 미국에세 선(先) 양보를 요구하며 병진노선에 따른 핵 억제력 증강을
지속할 것으로 예상됨. 2월 베이징 동계올림픽과 5월 한국 신정부 출범이 한반도
정세의 큰 전환점이 될 가능성은 낮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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Ÿ 2022년 남북관계는 하반기에 사회문화 교류협력을 중심으로 점진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예상됨.
- 그러나 2021년과 같이 ‘안보 딜레마’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면 남북관계 개선은
지연될 것임.
- 남북관계 개선에 영향을 주는 요소는 코로나19, 한국 대선 결과, 한국 신정부
등장 이후 한미 및 한중 정삼회담 결과, 김정은 집권 10년 이벤트 등임.
※ 원문 https://www.ifans.go.kr/knda/ifans/kor/act/ActivityAreaView.do?csrfPreventionSalt=null&sn=13
888&boardSe=pbl&koreanEngSe=KOR&ctgrySe=06&menuCl=&searchCondition=searchAll&sear
chKeyword=&pageIndex=1

■ ‘김정은주의’인가? ‘김정은사상’인가?
(김갑식･장철운, Online Series, CO 21-31호, 통일연구원, 2021.12.16.)
Ÿ 북한에서 이른바 ‘김정은주의’라는 표현이 회자되며 김정은 정권이 선대와 차별화
되는 독자적인 사상 체계를 정립하기 시작한 것으로 알려짐.
- 북한은 2021년 1월 개최한 제8차 당대회에서 ‘김일성-김정일주의’를 ‘유일한
지도사상’으로 규정함.
Ÿ 북한은 김일성 시대에 주체사상을, 김정일 시대에 선군사상을 이데올로기로 내세운
바 있음.
- 중국에서 마르크스-레닌주의와 마오쩌둥 사상, 덩샤오핑 이론 등을 지도사상
으로 제시하고 있으며, 2017년에는 이른바 ‘시진핑 사상’이 추가됨.
- 이러한 맥락에서, 향후 제시될 김정은 정권의 새로운 이데올로기로는 ‘김정은
사상’이라는 표현이 더 적절해 보임.
- 2021년 11월 제5차 3대혁명선구자대회에서 채택된 호소문에서 ‘김정은 혁명
사상 일색화’를 강조한 것도 무관치 않음.
Ÿ 김정은 정권의 새로운 이데올로기는 지금까지 강조해왔던 ‘인민대중제일주의’,
‘우리국가제일주의’, ‘자력갱생’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할 것으로 예상됨.
- 새로운 이데올로기가 제시된 이후 ‘김일성-김정일주의’는 순수 이데올로기로
추상화될 가능성이 있음
※ 원문 https://www.kinu.or.kr/www/jsp/prg/api/dlV.jsp?menuIdx=351&category=53&thisPage=1&sear
chField=&searchText=&biblioId=1550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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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정은 시대 북한의 남북대화 전략과 정책적 고려사항
(김일기･김호홍, INSS전략보고, 제153호, 국가안보전략연구원, 2021.12.22.)
Ÿ 북한은 박근혜 정부 시기에 대남 기조를 강온양면 전략에서 무시 전략으로 전환함.
- 남북대화는 긴장국면 탈출구와 북중관계 개선의 계기로 인식하는 시각을 보여
주었으며, 대화 특징은 남북대화에 적극적 태도를 보여줌과 동시에 새로운 회담
형태인 「남북고위당국자 접촉(‘2+2’)」을 시도함.
Ÿ 문재인 정부 시기에는 대남 기조를 북미관계 교두도 확보전략에서 남북관계 주도권
장악을 위한 압박전략으로 전환함.
- 남북대화는 평화공존과 북미정상회담 디딤돌로 인식하였으며, 대화 특징은 군사
문제의 중점 논의, 북핵 의제화, 파격 형식으로 나타남.
Ÿ 김정은 시대 남북대화 전략을 통해 볼 때 향후 남북대화 재개 시에는 가시적 성과의
도출 가능성이 크다고 볼 수 있음.
- 미중 정상회담과 베이징 동계올림픽을 남북대화의 계기로 활용할 필요가 있음.
- 남북대화에서 명분(상징)과 실리(현안)의 동시 추구가 필요하며, 남북대화의
제도화를 통해 지속가능성을 확보해 나가야 함.
※ 원문 https://www.inss.re.kr/publication/bbs/js_view.do?nttId=410224&bbsId=js&page=1&searchCnd
=0&searchWrd=

■ 더 읽어보기
일자

제목

저자

출처

URL

12.2.

한반도 평화구상 실천을 위한
균형전략

최용환･
김종원

국가안보전략
연구원

https://www.inss.re.kr/publication/bbs/js
_view.do?nttId=410206&bbsId=js&page=
1&searchCnd=0&searchWrd=

12.6.

김정은 시대
북한의 사이버 위협과 주요국
대응

김보미･
오일석

국가안보전략
연구원

https://www.inss.re.kr/publication/bbs/js
_view.do?nttId=410208&bbsId=js&page=
1&searchCnd=0&searchWrd=

12.7.

8차 당대회 이후 북한
핵전략의 변화 가능성:
최소억제에서 공세적
핵전략으로의 전환 여부

김보미

국가안보전략
연구원

https://www.inss.re.kr/publication/bbs/js
_view.do?nttId=410209&bbsId=js&page=
1&searchCnd=0&searchWrd=

아산정책연구원

http://www.asaninst.org/contents/%eb%b6%
81%ed%95%9c%ec%9d%98-%eb%8b%a8%e
a%b1%b0%eb%a6%ac-%eb%af%b8%ec%82
%ac%ec%9d%bc%eb%b0%a9%ec%82%ac%e
d%8f%ac-%ec%9c%84%ed%98%91%ea%b3
%bc-%eb%8c%80%ec%9d%91%ec%9d%98%ec%8b%9c%ea%b8%89%ec%84%b1/

12.10.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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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협과 대응의 시급성

차두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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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

제목

저자

출처

URL

12.24.

2022년 남북관계 전망

최은주

세종연구소

https://sejong.org/web/boad/1/egoread.
php?bd=2&itm=&txt=&pg=1&seq=6251

12.27.

북한의 「개정 당규약」과
대남혁명전략 변화 전망

김일기･
채재병

국가안보전략
연구원

https://www.inss.re.kr/publication/bbs/js
_view.do?nttId=410226&bbsId=js&page=
1&searchCnd=0&searchWrd=

12.30.

신뢰형성 조치로서의
종전선언

이기동･
최용환

국가안보전략
연구원

https://www.inss.re.kr/publication/bbs/js
_view.do?nttId=410235&bbsId=js&page=
1&searchCnd=0&searchWrd=

12.30.

김정은 시대의 북한 경제:
평가와 전망

홍제환

한국개발연구원

KDI북한경제리뷰, 제23권 제12호,
pp. 32~36.

12.30.

김정은 정권 10년의 회고:
북한의 경제관리 체계와 방법

정은찬

한국개발연구원

KDI북한경제리뷰, 제23권 제12호,
pp. 52~58.

12.30.

김정은 시대 북한개발협력의
평가와 전망

강우철

한국개발연구원

KDI북한경제리뷰, 제23권 제12호,
pp. 106~109.

12.31.

2022년 북한의 안보정세
전망

이중구･
손효종

한국국방연구원

https://www.kida.re.kr/frt/board/frtNor
malBoardDetail.do?sidx=2184&idx=745&
depth=2&lang=kr

12.31.

북한 신형 재래식 전력
개발의 특징과 함의:
신형 전차 중심으로

신승기

한국국방연구원

https://www.kida.re.kr/frt/board/frtNor
malBoardDetail.do?sidx=2184&idx=746&
depth=2&lang=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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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미국
■ Is an End-of-War Declaration for the Korean Peninsula a Risk
Worth Taking?
(Frank Aum, NBR, 2021.12.03.)
Ÿ 종전선언이 북한의 비핵화, 한국과의 관계 강화, 지역 안보 태세 강화라는 목표를
달성하는 데 도움이 된다면 미국의 이익이 될 것
- 여러 전문가는 이 선언이 구속력은 없지만 한반도에서의 미군 철수 요구를 높일
수 있다는 우려를 표명함.
- 종전선언은 3자 모두가 신중하게 조정하고 양측의 즉각적인 신뢰 구축 조치를
포함하는 새로운 평화 프로세스를 시작하는 데 도움이 될 때 가장 잘 작동할 것
Ÿ 문재인 정부는 종전선언이 법적 구속력이 없는 정치적 선언이라고 보고 있으므로
이를 시작으로 좀 더 포괄적인 평화 프로세스가 시작될 수 있다고 믿음.
- 종전선언은 즉시 또는 일부 비핵화 및 제재 완화 조치를 포함하는 잠정 협정의
일부로 이어질 수 있음.
- 그러나 촉매제로서의 목적을 고려했을 때 초기에 시작해야 함.
Ÿ 종전선언이 미국의 이익을 훼손할 가능성이 있다는 주장들이 있음.
- 법적 구속력이 없는 문서는 가치가 없다는 일부의 주장은 아이러니하게도 북한의
입장과 직결됨.
- 종전선언이 미국에 실질적인 이익은 되지 않지만, 북방한계선 문제를 포함한
정전협정, 유엔사령부, 일본의 후방기지 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주장도 있음.
- 또한 그들은 북한에 대해 강경한 입장을 가지고 있는 의원들이 있는 상원으로
부터 초당적 비난을 받을 수도 있다고 우려하고 있음.
Ÿ 낙관적인 측면에서는 미국이 앞서 언급한 위험 중 일부를 감수하고 다른 위험을
경계한다면 종전선언은 실제로 한미관계를 개선하고 미국의 비핵화 목표를 진전
시키는 데 도움이 될 것
- 예를 들어, 공식적인 평화 해결이 이루어질 때까지 정전협정이나 유엔군사령부에
구속력이 없도록 선언문 초안을 작성할 수 있음.
- 이전의 여러 정책이 실패한 것을 감안할 때 종전선언은 감수할 가치가 있는
위험이 될 수 있음.
※ 원문 https://www.nbr.org/publication/an-end-of-war-declaration-on-the-korean-peninsula-a-riskworth-taking-2/

9

Ⅰ 2021년 12월

■ Korea Peace Declaration Wouldn’t Secure Real Peace
(Bruce Klingner, The Washington Times, 2021.12.01.)
Ÿ 북한의 계속되는 핵무기 개발과 도발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대통령은 미국이
한국전쟁의 종전을 선언하도록 설득하려고 노력하고 있음.
- 바이든 대통령은 한미동맹의 중요성을 계속 강조하면서 문 대통령의 요청을
거부해야 함.
- 미국은 종전선언(peace declaration)1)이 단순히 북한과의 대화를 위한 사전
유인책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올바르게 인식하고 있으며, 이러한 선언은
포괄적인 비핵화 합의의 일부로 이루어져야 함.
Ÿ 북한 관리들은 문재인 대통령의 제안이 흥미롭기는 하나, 시기상조라고 빠르게
거부함.
- 북한은 이러한 제안을 고려하기 전에 한미 연합훈련 중단, 주한 미군 감축, 국제
제재 해제 등 상당한 양보를 요구하고 있음.
- 또한 북한 정권은 종전선언(peace declaration)이 핵무기 확보를 위한 협상
카드가 될 수 없음을 계속 강조해 왔음.
Ÿ 종전선언(peace declaration)은 한반도의 안보 상황을 개선하는 데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 위험하고 공허한 약속이 될 것
- 또한 잘못된 안보 의식을 조성하여 동맹 안보에 심각한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
할 수 있음.
- 북한의 핵 및 재래식 전력 문제를 논의하기 전에 평화를 선언하는 것은 동맹국에
대한 미국의 억제 및 방어 능력을 감소시키는 연쇄효과를 가져올 수 있음.
Ÿ 평화협정(peace treaty)은 남한 근처에 배치된 북한의 포병 및 기동 부대의 축소
및 재배치를 요구해야 함.
- 또한 신뢰 구축 및 안보 구축 조치, 포괄적 검증 체제를 포함해야 하며, 북한
비핵화를 향한 가시적인 진전을 전제로 해야 함.
- 휴전이 평화의 틀을 제공했지만, 실제 평화를 보장한 것은 강력한 주한미군의
주둔임.
※ 원문 https://www.washingtontimes.com/news/2021/dec/1/korea-peace-declaration-wouldnt-secure
-real-peace/

1) 원문에는 “평화 선언(Peace declaration)”으로 명시되어 있으나, 의미상 ‘종전선언’으로 번역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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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 Secret of Kim Jong-un’s Success
(Patrick M. Cronin, The National Interest, 2021.12.09.)
Ÿ 김정은 위원장이 건재한 핵심 요인은 당의 권력과 규율을 바로잡고, 엘리트를 고용하며,
더 많은 시장을 개방하면서, 전략적인 무기들을 개발하고, 동시에 외부 국가들과의
균형을 맞추는 데 집중한 것이라 할 수 있음.
- 김정은 위원장은 정치적으로는 조선노동당의 권력을 격상하고, 숙청과 보상을
통해 충성을 보장하며, 언론을 통제하고 있음.
Ÿ 경제적으로는 엘리트들을 위한 혜택을 제공함.
- 엄격한 국제적 제재에도 불구하고, 중국과의 무역을 통해 더 많은 시장을 개방･
허용함.
- 돈세탁 또한 필수적인 요소 중 하나로, 김정은 위원장을 위한 자금 유통의
규모는 엄청나며 대부분 불법적인 사이버 수법에 의존함.
Ÿ 군사적으로, 김정은 위원장은 핵 보유가 가능한 장거리 무기체계 개발에 괄목할
만한 진전을 이루었음.
- 김정은 위원장의 롤모델은 할아버지인 김일성인데, 김정은 위원장은 그의 아버지
보다 더욱 야심에 차 있음.
- 실제로 김 위원장의 목표는 단기적인 통일보다는 북한이 장기적으로 체제를
유지하고 권력을 유지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음.
- 더불어 김 위원장은 북한이 핵무기 보유국 중의 하나로 굳건히 인정받기를 바람.
Ÿ 지난 10년 동안, 김정은 위원장은 몇 가지 주목할 만한 업적을 남겼으나 성공에는
대가가 따르는 법임.
- 논쟁의 여지가 있는 김정은 위원장의 가장 큰 실패는 역사적인 정상회담을, 그의
정권에 더 큰 정당성과 번영을 가져다줄 수 있는 과정으로 전환하지 못했다는 점임.
- 김 위원장은 미국과의 진정한 데탕트 관계를 수립하고 국제사회에서의 고립에서
벗어날 기회를 저버리고, 합의된 절차 없이 하노이에서 물러났음.
Ÿ 한･미･중 관계의 변화는 북한의 새로운 도발이나 외교적 제안, 혹은 두 가지를
동시에 촉발할 가능성을 갖고 있음.
- 3월에 있을 한국 대선은 김정은 위원장이 바이든 행정부와 대치하는 상황이
변화하도록 만들 수도 있고, 미중관계가 어느 정도 안정을 되찾는다면 김정은
위원장은 미국과의 좀 더 진지한 대화를 시도할 가능성도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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Ÿ 조 바이든 대통령은 김 위원장에게 유리한 패를 제공하는 데 필요한 광범위한
정치적 뒷받침이 부족함.
- 북한은 김정은 위원장 치하에서 20년간의 ‘영광스러운’ 리더십을 축하할 가능성이
더 크나, 만약 그가 질병, 사고, 암살, 갈등, 쿠데타 등 다양한 위협에 굴복한다면
많은 시나리오가 가능할 것임.
Ÿ 아마도 북한의 현황에 대해 잘 알려지지 않은 가장 큰 원인은 코로나19에 있을 것임.
- 오미크론 변종이 세계적으로 퍼지면서, 이미 보이지 않는 방식으로 북한 정권을
훼손할 수도 있음.
※ 원문 https://nationalinterest.org/blog/korea-watch/secret-kim-jong-un%E2%80%99s-success-197709

■ Removing Sanctions on North Korea: Challenges and Potential Pathways
(Troy Stangarone, USIP, 2021.12.10.)
Ÿ 제재는 한국전쟁 이후 미국과 국제사회의 대북정책에서 핵심적인 부분이 됨.
- 북한의 핵･미사일 프로그램이 발전함에 따라 국제사회는 유엔의 다자제재와
개별 국가의 제재를 동시에 사용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음.
Ÿ 제재가 북한의 합법적인 소득에 영향을 미쳐 효과적인 것으로 보이지만, 다른 지표에
따르면 제재가 북한의 행동을 바꾸는데 효과적이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음.
Ÿ 제재 완화 및 철회 문제는 북한과의 비핵화 협상에서 가장 복잡한 문제 중 하나가
될 것
- 효과적인 제재 완화를 위한 신뢰할 수 있고 수용 가능한 방법이 필요하며, 동시에
국제사회는 북한이 핵 폐기 약속을 이행할 수 있도록 제재를 통해 충분한 경제적
지렛대를 유지해야 함.
- 협상가들은 제한된 잠정 합의부터 시작하는 것을 고려해야 하며, 이러한 초기
합의가 성공하면 이후 보다 포괄적인 협상을 해야 함.
- 실행가능한 합의를 위해서는 의회의 지원이 필요하며, 행정부는 협상 과정 전반에
걸쳐 의회와 긴밀히 협력하여 새로운 협정을 성문화하고 이 협정과 충돌하는
미국의 대북제재를 철회하는 법안을 제출해야 함.
※ 원문 https://www.usip.org/publications/2021/12/removing-sanctions-north-korea-challenges-andpotential-pathways

12

Ⅰ 2021년 12월

■ 더 읽어보기
일자

제목

저자

출처

URL

12.05.

North Korea Heads into
‘Tense’ Winter: Closed
Norders and Food
Supplies in Question

Michelle Ye
Hee Lee

The
Washington
Post

https://www.washingtonpost.com/wo
rld/asia_pacific/north-korea-food-wint
er-kim/2021/12/04/a89dc828-424811ec-9404-50a28a88b9cd_story.html

12.06.

Newsweek’s Misfire on
Aid Monitoring in North
Korea

Keith Luse

38 North

https://www.38north.org/2021/12/
newsweeks-misfire-on-aid-monit
oring-in-north-korea/

12.06.

Can Moon Jae-in Finally
End the Korean War?

Mitchell Blatt

12.07.

North Korea Plans to Dig
Deep Into Renewable
Energy Alternatives

Jason Bartlett

The
Diplomat

https://thediplomat.com/2021/12/
north-korea-plans-to-dig-deep-int
o-renewable-energy-alternatives/

12.09.

What AUKUS Means to
North Korea

Jagannath
Panda

38 North

https://www.38north.org/2021/12/
what-aukus-means-to-north-korea/

12.10.

Human Rights Concerns
Must Not Be An
Obstacle to Peace with
North Korea

Elizabeth
Beavers and
Sumi Jeon

The Hill

https://thehill.com/opinion/civil-rig
hts/585028-human-rights-concern
s-must-not-be-an-obstacle-to-pe
ace-with-north-korea

12.10.

Korea’s ‘Peace Island’
Draws Crowds Oblivious
to COVID or North Korea
Threat

The Hill

https://thehill.com/opinion/internati
onal/585025-koreas-peace-islanddraws-crowds-oblivious-to-covidor-north-korea

12.16.

China, Russia, Iran,
North Korea? Just How
Many Wars Can America
Fight?

The National rea-watch/china-russia-iran-north
Doug Bandow
Interest
-korea-just-how-many-wars-can-

South Korea’s ‘Living
With Covid-19’ Policy Is
a Total Bust

Mitchell Blatt

The National rea-watch/south-koreas-%E2%80
Interest
%98living-covid-19%E2%80%99-p

Even With Omicron,
North Korea Still Claims
No Coronavirus Cases

Stephen
Silver

12.21.

North Korea’s Signaling
on Nuclear Weapons and
Negotiations

Sangsoo Lee
and Riccardo
Villa

12.22.

Understanding Kim Jong
Un’s Economic
Policymaking:
Pyongyang’s Views on
Banking

Robert Carlin
and Rachel
Minyoung Lee

12.29.

North Korea’s Kim
Jong-un Convenes
Annual Party Conference

12.18.

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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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ationalinterest.org/blog/ko

The National
rea-watch/can-moon-jae-finally-e
Interest
nd-korean-war-197573

Donald Kirk

https://nationalinterest.org/blog/ko
america-fight-198060
https://nationalinterest.org/blog/ko
olicy-total-bust-198171
https://nationalinterest.org/blog/korea

The National
-watch/even-omicron-north-korea-still
Interest
-claims-no-coronavirus-cases-198298

38 North

https://www.38north.org/2021/12/
north-koreas-signaling-on-nuclear
-weapons-and-negotiations/

38 North

https://www.38north.org/2021/12/
understanding-kim-jong-uns-econ
omic-policymaking-pyongyangs-vi
ews-on-banking/
https://nationalinterest.org/blog/ko

Trevor Filseth

The National rea-watch/north-korea%E2%80%9
Interest
9s-kim-jong-un-convenes-annual
-party-conference-1986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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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중국
■ 미중 전략경쟁 하에서 한국의 대미국 정책 조정
(리우룽룽･쑨루, 『평화와발전, 2021. No.6.)
(刘荣荣･孙茹, “中美战略竞争背景下韩国对美政策调整”，和平与发展, 2021. No.6.)
Ÿ 한국은 미중 양국 사이에서 전략적 모호성을 유지하며 개입을 피하려고 노력하는
한편 미중 전략경쟁 심화의 영향으로 대미 협력을 강화해오고 있음.
- 오바마 행정부 시기 미국이 아시아･태평양 지역으로의 회귀를 선언하자 이명박과
박근혜 두 보수 정부 집권기에 대미 공조가 상당히 진전
- 트럼프 행정부 이후 대중국 전략경쟁을 본격화하자 한국의 대미국 정책은 미국에
기우는 방향으로 변화하기 시작하였으며, 바이든 행정부 출범 후에는 한미 간
공조와 협력이 뚜렷하게 증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음.
Ÿ 한국은 미국의 대중국 전략경쟁 정책을 따르는 것처럼 보이지만 완전한 미국 일변도가
아닌 ‘제한적 추종’에 가깝다고 할 수 있음.
- 한국이 미국의 전략을 어느 정도 따르고 있기는 하지만 한미 간 공조의 깊이를
제약하는 몇 가지 중요한 문제가 여전히 남아 있음.
- 한미 간 위협 인식과 전략적 우선순위가 다름. 즉 미국은 한미동맹을 통해 대중국
견제를 추구하지만 한국의 대미협력 강화는 한반도 정세 및 통일 주도, 자국의
전략적 지위 개선을 목표로 하고 있음.
- 중국의 경제발전 규모와 속도를 고려할 때 미국 주도의 일방적 패권 질서로의
회귀는 기대하기 어려워졌고, 한국은 중국의 영향권에서 자유로울 수 없음.
- 미국의 동맹국 정책은 ‘동맹은 영원하지 않고, 국익을 뛰어넘는 신화는 없다.’
라는 사실을 여실히 드러내고 있어 한국의 대미 공조 강화를 주저하게 함.
- 바이든 정부는 한반도 문제를 정책적 우선순위에 두지 않을 뿐만 아니라, 북미
대화의 문턱을 높게 잡아 대화 재개를 어렵게 만드는 등 한국의 주도적인 대북
정책 추진을 충분히 지지하지 않음.
Ÿ 중소 국가가 대국 경쟁환경에서 균형을 유지하는 동시에 위험을 헤징하는 전략을
사용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헤징 전략은 본질적으로 선택의 지연 전략이라고
할 수 있음.
- 한국도 국익을 중심으로 개방성, 포용성, 투명성 원칙을 바탕으로 전략적 가치를
높이고 상황에 따라 영역과 의제를 선택하는 유연한 전략을 구사할 것으로 전망
되는 한편 미중 경쟁이 심화될수록 선택이 중요해질 것
- 한국은 미국의 국력과 제도, 가치관에 대한 인식과 한미동맹의 의존도가 뿌리
깊기 때문에 2022년 대통령 선거에서 누가 집권하더라도 한국의 대미협력 심화
추세는 바뀌기 어렵겠지만 집권 세력에 따라 미중 사이에서 한국의 기울기에는
변화가 있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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Ÿ 한미 간 구조적 갈등은 단기간에 해소되기 어렵고, 한국이 미국을 따라 중국을
봉쇄할 가능성도 작으며 한국은 여전히 전략적 자율성을 추구하려는 열망이 강함.
- 한국은 미국의 동맹 유지에 대한 책임 전가를 계속 수용하지 못할 것이고, 미국이
과학기술, 경제 분야에서 한국 기업의 일방적인 대미 투자 확대와 중국과의 연계
약화를 요구하는 것은 한국의 경제적 이익을 훼손
- 한국은 중국과의 지정학적 밀접성과 경제적 상호의존도로 인해 완전히 미국의
편에 서지는 못함.
- 한국이 전략적 자율성을 강화해 미중 사이에서 어느 한 국가에 대한 일변도를
선택하지 않는 것은 역내 안정과 지정학적 균형에 도움이 되고, 동북아가 냉전
구도를 형성하지 않도록 하는 데 희망을 줄 것으로 전망
※ 원문 https://kns.cnki.net/kcms/detail/detail.aspx?dbcode=CJFD&dbname=CJFDAUTO&filename=HPF
Z202106005&uniplatform=NZKPT&v=zQRXC6JvGUUicx6_Asw44-wsH9mkiAEynr5RgGIz4UlsoHk
79n3fRns977U3MRJa

■ 미국의 대중국 정책: “차가운 접촉과 뜨거운 경쟁”
(우신보, 『환구시보, 2021.12.01.).
(吴心伯, “美国对华政策呈现“冷接触热竞争””, 『环球时报, 2021.12.01)
Ÿ 바이든 정부는 중국을 미국의 가장 주요한 전략적 경쟁상대로 상정하는 대중국
정책기조 고수
- 당분간 미중관계는 ‘차가운 접촉과 뜨거운 경쟁’의 양상을 보일 것으로 전망
Ÿ 2021년 11월 미중 정상회담 직후 제이크 설리번 국가안보보좌관이 미중 양자
접촉의 심화를 강조한 것은 미국의 자가당착
- 트럼프 행정부 시기 미국의 대중국 접촉정책이 기대에 미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미래에도 성공할 수 없다는 인식이 지배적이자 대중국 전략경쟁으로 전환하였고,
바이든 대통령 집권 이후에도 대중국 접촉정책은 끝났음을 공언
- 내실있는 대중국 접촉정책은 어렵지만 미국이 대중국 접촉행위 자체를 끝낼
수는 없으며 어떠한 방식으로든 대중국 접촉을 유지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
- 향후 미중 교류는 양국이 그 효과에 대해 큰 기대와 환상을 가지지 않고 폭이나
깊이 측면에서 제한적일 것이며 이견과 쟁점에 주로 집중한다는 점에서 ‘차가운
접촉’이 될 것
Ÿ 냉랭한 접촉에 비해 미국의 대중국 경쟁은 매우 격렬하게 추진될 것으로 전망
- 미국 정치 엘리트들은 중국을 근대 이후에 직면한 가장 중요하고 심각한 경쟁자로
인식하고 완파하려는 욕구가 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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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글로벌 가치사슬, 과학기술, 인문 교류 등의 분야에서 전방위적으로 미중 간
연계가 약화되거나 디커플링될 것이며 그 강도 또한 전례없이 강력할 것
- 바이든 정부는 양국의 충돌이 격화되는 것을 막기 위해 완충장치가 필요한다는
입장을 밝히면서도 실제로는 대만문제와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에 대한 비난
등을 통해 중국의 핵심이익을 침해하고 있음.
Ÿ 양국의 ‘차가운 접촉과 뜨거운 경쟁’의 양상 속에서 중국은 다음과 같이 미중관계를
이끌어가야 함.
- 중국은 미국과의 교류를 반대하지는 않지만, 미국의 중국에 대한 성의있는 태도와
존중이 그 전제가 되어야 함.
- 미중 양국이 함께 제정하여 공히 수용 가능한 합리적인 경쟁의 규칙을 만드는
것이 중요
- 접촉, 경쟁, 협력 모두 국가 간 상호작용의 방식이며 중국은 그 상호작용의 결과가
반드시 국익에 부합하도록 해야 함.
※ 원문 https://yrd.huanqiu.com/article/45nq9Wf0EZE

■ 더 읽어보기
일자

제목

Vol.49
No.6.

중국 해양안보의 현황과 전망에
대한 필담
<中国海洋安全的现状与
前景展望笔谈>

후보(胡波)
주펑(朱锋)
외

“한미 미사일지침” 종료 분석
<美韩终止《韩美导弹指南》
分析>

리우제
(刘杰)
두신
(杜鑫)

2021.
No.23.

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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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형 개방: 중국의 세계경제
거버넌스 참여의 제도적 경로
<制度型开放：中国参与
全球经济治理的制度路径>

저자

리우빈
(刘彬)
천웨이광
(陈伟光)

출처

UR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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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일본
■ 문재인 정권의 대북정책과 향후 전망
(요코미조 미호, 나카소네평화연구소, 동북아시아정세연구회 코멘터리 No. 4, 2021.12.2.)
(横溝未歩、 「文在寅政権の対北政策と今後の展望」、 中曽根平和研究所、 2021.12.2.)
Ÿ 문재인 대통령은 2021년 9월 ‘종전선언’에 대해 언급
- 이에 대해 북한은 ‘나쁘지 않다’는 반응이었으나, 상호 존중에 기반한 적대시정책
및 이중잣대가 사라져야한다고 주장
- 주한미군 주둔 등 한미동맹에 변화가 없는 ‘한국에게 부담 없는 종전선언’을
북한이 수용할지 미지수
Ÿ 문재인 대통령이 지속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것은 백신지원 등을 통한 대북 인도
협력과 카톨릭 교황의 방북
- 문제는 북한의 의사와 상관없이 이를 추진한다는 것
- 북미관계에서 한국의 ‘중재자’ 역할은 한계를 갖고 있음.
- 종교활동을 금지하고 있는 북한 입장에서 교황의 방문이 큰 의미가 있다고 보기
어려움.
- 한국이 중재자로서 역할을 한 것은 2018년 6월 제1차 북미정상회담이 있기
직전까지라고 볼 수 있음. 하노이 회담 이후에는 이러한 역할을 상실함.
- 한국 언론에서는 코로나19 백신지원이 남북협력의 시발점이 될 수 있을 것이
라는 기대가 엿보이나, 북한은 이를 계속 거부
- 북한이 코로나19를 통제강화의 기회로 삼고 있다는 의견이 사실이라면, 북한의
협력을 이끌어내기는 어려울 것
- 경제적 보상을 제시하여 북한을 움직일 수 있을지도 미지수
Ÿ 김정은 위원장은 당중앙위원회 제8기 3차 전원회의에서 식량문제의 심각성에
대해 언급
- 그러나 10월 11일 국방발전전람회 개회식 영상에서 김정은 위원장이 흡연과
음주를 하는 영상이 나온 것을 통해 과거 고난의 행군과 같이 식량 문제가
심각한 단계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려움.
Ÿ 또한, 한국이 국방력 강화에 힘을 기울이고 있는 현 상황에서 북한도 군사력을
강화할 가능성은 적지 않음.
Ÿ 문재인 대통령은 임기 중 업적을 만들기 위해 종전선언을 추진하고자 하나, 일본의
반대, 북한의 반발, 미국의 신중한 태도 등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임.

17

Ⅰ 2021년 12월

- 종전선언을 이끄는 가장 큰 요소는 북한의 대화의지에 있으므로, 북한이 관심을
가질만한 정책이 무엇인지를 고려하는 것이 중요함.
※ 원문 https://www.npi.or.jp/research/data/npi_commentary_yokomizo_20211202.pdf

■ 한국은 왜 지금 ‘종전선언’을 서두르는가
(야쿠시마루 카츠유키, 동양경제ONLINE, 2021.12.23.)
(薬師寺克行、 「韓国はなぜ､今､朝鮮戦争｢終戦宣言｣を急ぐのか」、 東洋経済ONLINE、 2021.12.23.)
Ÿ 한국의 역대 대통령들에게 ‘종전’은 자국의 안보를 위해 매우 중요한 문제였으나,
문재인 정부만큼 이에 대해 적극적으로 움직인 정부는 없었음.
-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종전 선언 역시 법적 구속력은 없는 정치적 선언에
불과함.
-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추진하는 이유는 남북-북미 대화 및 관계개선의 계기가
될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임.
- 정권의 유산(legacy)을 만들기 위해서라는 주장도 있으나, 그보다도 한국의 진보와
보수의 가치관의 차이 혹은 대립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음.
Ÿ 노무현 정부와 비교해보아도 문재인 정부는 종전선언에 대해 더 적극적이고 이상
주의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음.
- 북한의 핵･미사일 문제로 인한 동북아시아의 상황보다도 남북화합이라는 목표를
우선시하는 한국 진보세력의 가치가 반영된 것이라고 볼 수 있음.
- 북한의 핵･미사일에 대해 그 어떠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현 상황에서 종전선언에
서명한다는 것은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한다는 것이라고 볼 수 있음.
- 또한, 종전선언을 하면 북한은 주한미군의 철수를 요구할 수 있는데, 한국 정부는
이에 대해 주변국에게 어떠한 설명도 하지 않음.
Ÿ 주변국 중에서 종전선언에 적극적으로 동조하는 것은 중국뿐임.
- 북한은 한미군사훈련 및 적대시정책 철회, 경제제재 해지 등을 종전선언 협의를
위한 조건으로 내걸고 있음.
Ÿ 국제관계보다 국내의 이념대립이 우선시되고 있는 현 상황에서 정권이 바뀐다면
대외정책의 지속성이 무시될 수 있음.
- 이는 주변국들의 안보까지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을 인지해야함.
※ 원문 https://toyokeizai.net/articles/-/478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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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러시아
■ 한국전쟁은 어떻게 그리고 언제 종전될 것인가? (Как и когда закончится
Корейская война?)
(블라디미르 페트로프스키, The International Affairs, 2021.12.12.)
Ÿ 양제츠 중국 공산당 외교담당 정치국원은 한국전쟁 종전을 문서를 통해 확정하려는
한국의 의지를 지지한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한국전쟁의 종전과 관련한 물음이
재차 현안으로 부상하고 있음.
- 올해 여름부터 중국, 한국, 북한과 미국의 외교관들은 여전히 휴전상태로 ‘중지’
되어있는 한국전쟁의 공식적인 종결 조건에 대한 폭넓은 협의를 진행해 옴.
Ÿ 일부 소식통에 따르면 형식적인 차원에서 여러 맥락의 이견들이 존재함.
- 한국은 최대한 빠른 종전선언을 통해 북한의 안전을 보장함으로써 북한이 핵무기를
포기할 동기를 제공하려 하지만, 미국은 북한이 먼저 비핵화할 준비가 됐음을
보여주면 그 뒤에 분쟁의 종결에 대해 논의하는 것을 원함.
- 북한은 외교 관계의 정상화를 염두에 둔 완전한 평화조약을 고수하지만, 한국은
비핵화 이후에나 작성될 수 있는 종전선언문에 대해 말하고 있음.
- 미국은 중국이 종전 합의의 당사국으로 참여하는 것을 원치 않지만, 한국전 당시
병력을 적극적으로 파견하고 정전 합의서에도 서명한 바 있는 중국은 전쟁을
종결하는 일원이 되고자 함.
Ÿ 문재인 대통령은 한국전쟁 종전이 2022년 3월까지인 자신의 대통령 임기를
유의미하게 마칠 수 있도록 하는 역사적 사건이 될 것으로 여기고 있음.
- 그는 지난 9월 열린 제76차 UN 총회에서 한국전쟁 종전선언을 제안했으며,
이를 위해선 중국과 미국의 도움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하였음.
- 북한의 이태성 외무성 부상은 종전선언 채택이 “시기상조”라고 밝힌 데 반해,
평화조약을 자국의 안전보장 수단이자 비핵화를 위한 조건으로 여기는 북한의
평화조약 체결 노력을 일축해 온 미국이 한국의 제안을 검토하기 시작했다고
전함에 따라 이제는 각 측의 역할이 바뀐 것으로 보임.
Ÿ 이때 UN의 한반도 문제 개입과 관련한 미묘하지만 중요한 고려사항이 존재함.
- 한국전쟁 당시 미국이 지휘하지만 UN기를 달고 전투에 참여한 일명 연합사령부가
창설되었는데, 주로 미군으로 구성되는 이 사령부는 미국에 의해 일방적으로
‘UN사령부’로 개칭된 뒤 현재까지도 군사분계선을 따라 대표단을 배치하고 있음.
- 이에 더해 미군의 한반도 내 군사작전이 UN안보리의 결의안을 통해 시작됐다는
점을 고려하면, 문재인 대통령의 한국전쟁 종전 제안은 UN의 틀 내에서 매우
적법하게 이뤄진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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Ÿ UN 안보리 상임이사국이자 남북한 문제의 해결을 담보하는 외부 행위자인 러시아와
중국 역시 종전이라는 국제법적이고 정치적으로 명확한 상태에 관심이 있음.
- 러시아와 중국은 종전선언이 새로운 평화 체제의 기반으로서 오래된 갈등을
긍정적인 방향으로 변화시킬 수 있음을 이해하고 있으며, 모든 가능한 활동을
통해 이를 달성할 수 있도록 조력할 것임.
※ 원문 https://interaffairs.ru/news/show/32846

■ 퇴임하는 한국의 지도자는 왜 “종전선언2)”을 추진하는가? (Зачем уходящий
южнокорейский лидер продвигает ≪мирную декларацию≫?)
(블라디미르 파블렌코, Regnum.ru, 2021.12.23.)
Ÿ 한국의 문재인 대통령이 스콧 모리슨 호주 총리와의 공동 기자회견에서 지난 9월
UN 총회에서 제안했던 한국전쟁 종전에 대한 “종전선언”을 재차 언급함에 따라
한반도 정세에 새로운 자극이 나타나고 있음.
- UN 총회에서 남북한과 미국의 3자 또는 남북한과 미국 및 중국의 4자 간 공동
종전선언을 제안했던 한국의 지도자는 비핵화의 진전을 위한 행동 패턴을 밝히고
한반도 “평화체제”의 수립을 위한 절차 개발에 착수할 것을 촉구함.
Ÿ 문재인 대통령의 이러한 구상은 미국이 한국이라는 위성국의 손을 빌려 일종의
외교적 공세에 나선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음.
- 이는 종전선언이 한반도 문제를 단계적으로 해결하자는 러시아와 중국의 공조를
방해하는 데 더해 주한 미군의 철수와도 관련되기 때문임.
- 미국은 한국의 방어가 아닌 주변 강대국인 중국과 러시아를 견제하기 위해 한국 내
병력을 유지하고자 하며, ‘상위 지정학’의 관점에서 주한 미군을 자국과 북한과의
관계가 경색되던 시기에 완전히 신뢰할 수 없는 모습을 보인 한국의 충성심을
보장하는 수단으로 간주함.
- 브레진스키가 저서 『거대한 체스판』에서 밝힌 바와 같이 미국은 유라시아 강대국이
아님에도 유라시아에 기초해 세계 패권을 차지했는데, 그러한 미국에 있어 주한
미군 철수는 유라시아 내 입지 상실을 의미하므로 한국전쟁 종전에 대한 공개적인
대화에 착수하는 것은 죽음과도 같음.
- 비핵화를 포함한 한반도 문제의 완전한 해결이 핵무기를 보유한 새로운 초강대국의
등장 저지, 주한미군 배치 딜레마, 그리고 유라시아 지배라는 지정학적 목적
모두와 연관됨에 따라 미국은 평화도, 전쟁도 아닌 협상을 가능한 길게 이어가는,
일종의 ‘악수(惡手)를 강제해야만 하는 상황(Zugzwang)’에 놓임.
2) 원문에는 “평화선언”이라고 명시되어 있으나, 의미상 “종전선언”으로 번역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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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즉, 미국은 직접 나서기보단 한국의 협상가를 이용해 북한의 반응을 끌어내는
동시에 한국에 대한 통제를 공고히 하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노리고 있음.
Ÿ 미국은 조만간 치러질 한국의 대통령 선거로 인해서도 골머리를 앓는 중임.
- 현행 대북 정책의 연속성 유지를 통한 미국의 역내 이익 보장은 오직 문재인
대통령의 ‘계승자’에 의해서만 가능한데, 이를 현재의 치열한 대권 경쟁 속에서
달성하기 위해선 퇴임하는 대통령의 눈부신 승리가 필요함.
- 이에 미국은 문재인 대통령이 한반도 위기를 회피하기보단 책임지고 해결하려는
인기영합주의적인 시나리오들을 제안하도록 자극하고 있음.
- 요컨대, 현재 곤경에 처한 것은 북한이 아니라 북한의 핵-미사일 방패를 없애면서
한국 내 자국의 병력은 불가침의 영역으로 남겨놓고자 하는 미국임.
※ 원문 https://regnum.ru/news/polit/3459768.html

■ 더 읽어보기
일자

제목

저자

출처

URL

12.02.

방어, 협박, 흥정을 위한
수단: 북한의 미사일
프로그램에 대해 무엇을
알고 있는가
(Средства для
обороны, шантажа и
торговли: Что
известно о ракетной
программе КНДР)

바실리 이바노프
(Василий
Иванов)

녜자비시마야
가제타
(Независимая
Газета)

https://nvo.ng.ru/armament/20
21-12-02/9_1168_program.html

12.07.

한국과 북한, 그리고 미국:
둘 사이의 불필요한
제3자 인가?
(Сеул и Пхеньян, а
также Вашингтон:
третий лишний?)

안드레이 란코프
(Андрей
Ланьков)

코메르산트
(Коммерсант)

https://www.kommersant.ru
/doc/5117282?

12.12

김정은이 북쪽 이웃과의
관계를 동결시키고 있다
(Ким Чен Ын
замораживает
отношения с
северным соседом)

블라디미르
스코시례프
(Владимир
Скосырев)

녜자비시마야
가제타
(Независимая
Газета)

https://www.ng.ru/world/2021
-12-12/6_8324_leader.html

12.13.

“선언과 종결은 별개의
문제이다”: 한국전쟁은 왜
끝나지 못하는가
(«Заявить и завершить
— разные вещи»:
почему не получается
закончить Корейскую
войну)

리디야 미스니크
(Лидия
Мисник)

gazeta.ru

https://www.gazeta.ru/politics/
2021/12/13_a_14311765.s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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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

제목

저자

출처

URL

12.16.

북한이 자신들의 지도자인
김정일을 추모하다
(КНДР чтит память
своего вождя Ким Чен
Ира)

타티야나
드미트라코바
(Татьяна
Дмитракова)

로시스카야 가제타
(Российская
Газета)

https://rg.ru/2021/12/17/regdfo/kndr-chtit-pamiat-svoego
-vozhdia-kim-chen-ira.html

12.17.

미국, 북한과 “소중한
핵으로 된 검”
(США, Северная Корея и
«драгоценный
ядерный меч»)

안드레이 란코프
(Андрей
Ланьков)

Valdai Discussion
Club

https://ru.valdaiclub.com/a/h
ighlights/ssha-severnaya-ko
reya-i-dragotsennyy-yadern
yy-mech/

12.17.

해빙에서 국경 전면
폐쇄까지: 김정일 없는 10년
(От оттепели —
к полному закрытию
страны: 10 лет без Ким
Чен Ира)

니키타 폴로모프
(Никита
Фоломов)

gazeta.ru

https://www.gazeta.ru/politics/
2021/12/17_a_14326063.shtml

12.23

주한 러시아 대사가 한반도
문제 해결 과정에 러시아도
개입되어 있음을 밝히다
(Посол РФ заявил, что
Москва вовлечена в
процесс
урегулирования на
Корейском
полуострове)

스타니슬라프
바리보다
(Станислав
Варивода)

타스 통신
(Тасс)

https://tass.ru/politika/13278131

12.28.

북한이 깜짝 새해 선물을
준비하다
(КНДР приготовила
новогодний сюрприз)

블라디미르
스코시례프
(Владимир
Скосырев)

녜자비시마야
가제타
(Независимая
Газета)

https://www.ng.ru/world/202112-28/6_8338_surprise.html

12.28.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에서 중대한
결정이 예상돼
(От пленума ЦК
Трудовой партии
Кореи ждут важных
решений)

올례그 키리야노프
(Олег
Кирьянов)

로시스카야 가제타
(Российская
Газета)

https://rg.ru/2021/12/28/ot-ple
numa-ck-trudovoj-partii-koreizhdut-vazhnyh-reshenij.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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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북한 관련 동향

1. 북한 주요 일지(12.1.∼12.31.)
일자

대내

12.01.
(수)

Ÿ 백마수의생물약품연구소 개건(평남북도)

12.02.
(목)

Ÿ [김정은 공개활동] 당 중앙위 제8기 제5차 정치국
회의 사회(본부청사)
– 당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 정치국 위원, 후보
위원들 참석
Ÿ 당 중앙위 제8기 제4차 전원회의 소집과 관련한
결정서 채택

12.03.
(금)

대남･대외

Ÿ [김정은 축전]
– 라오스 총비서, 공화국 창건 46주년

Ÿ 김정은 위원장, 라트비아 대통령에게 신임장 봉정

12.05.
(일)

Ÿ [김정은 공개활동] 제8차 군사교육일꾼 대회(12/4~)
결론 및 폐회사
– 박정천(비서), 오일정(군정지도부장), 리영길(국방상,
보고), 총정치국･총참모부･국방성 간부･지휘관 및
군종･군단급 지휘성원, 교육보장단위 유공 간부 참석

Ÿ [대일] 방위력 강화 관련 총리 발언 비난 (외무성
홈페이지)
– “《방위력》강화에 대해 운운한것은 주변나라들의
《위협》을 고취하여 재침야욕을 기어이 실현해보
려는 흉심의 발로임.”

12.07.
(화)

Ÿ [김정은 공개활동] 제8차 군사교육일꾼 대회 참가자
들과 기념사진 촬영
– 박정천(당 중앙위 비서), 오일정(당 중앙위 부장),
국방성 지휘관들 참석
Ÿ 김일성･김정일 형상 모자이크벽화 건립(황해남도)

Ÿ ‘민주주의 정상회의’ 비난 (외무성 홈페이지)
– “타국 내정간섭 도구”, “전형적인 비민주주의행위”

12.08.
(수)

Ÿ 평안남도 인민 소비품전시회 진행

12.12.
(일)

Ÿ 김덕훈(내각 총리) 금속공업 등 인민경제 주요 부문
공장-기업소 요해
– 황해제철연합기업소, 남흥청년화학연합기업소,
안주절연물공장 등

12.13.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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Ÿ [대남] 전작권 반환 지연 움직임 관련 비난 (통일의
메아리)
– “미국이 이번에 《전시작전통제권》을 넘겨주지
않으려는 속심을 공공연히 내비친 것은 별로 새삼
스러운 것이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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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

대내

12.14.
(화)

Ÿ 최고인민회의 상임위 제14기 제18차 전원회의
– 최룡해(상임위원회 위원장) 사회, 강윤석･박용일･
고길선(상임위원회 위원) 등 참석
–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6차회의 소집(’22.2.6)
전원찬성 채택 △연해 및 강하천 운수법, 건설
설계법, 재산집행법 상임위 정령으로 채택
Ÿ [김정은 공개활동] 김영주(前 최고인민회의 상임위
명예부위원장)･엄하진(前 주체음악예술발전관 관장)
영전에 화환 진정

12.15.
(수)

Ÿ 대안의 사업체계창조 60주년 기념 보고회(남포시
대안중기계연합기업소문화회관)
Ÿ 김정일 사망 10주기(12/17) 관련
– 주중 북한대사관, 중국 당정 관계자들이 참가한
가운데 추모행사 진행, 중국 측은 리룡남 주중 북한
대사에게 김정은 국무위원장에게 시진핑 주석의
따뜻한 인사와 훌륭한 축원을 전달해 줄 것을 부탁
– 중국공산당, 조선노동당에 김정일 사망 10주기
추모 꽃바구니 전달

12.16.
(목)

12.17.
(금)

Ÿ [김정은 공개활동] 김정일 사망 10주기(12/17) 중앙
추모대회(금수산태양궁전 광장)
– 김정은 위원장, 최룡해, 조용원, 김덕훈, 박정천,
김여정 등 당 정권기관, 근로단체･성 중앙기관
일꾼들, 사회안전 군 장병들, 평양시안의 일꾼･
근로자들 참가(사회: 리일환, 추모사: 최룡해)

12.18.
(토)

Ÿ 농업지도체계 창시 60주년 기념 보고회(평안남도
숙천군문화회관)
Ÿ 「각 도 건재전시회-2021」 개최(~12/31, 국가과학
기술위원회 주최)

12.22.
(수)

Ÿ 과수부문 2021년 사회주의경쟁총화(화상회의)

12.24.
(금)

Ÿ 12,000t급 화물선 「장수산호」 출항식

12.25.
(토)

Ÿ 전국 산림부문 학술토론회(과기총 주최, 화상회의)

12.26.
(일)

Ÿ 김덕훈(내각 총리) 천리마제강련합기업소 및 국가
과학원 현지 요해
– (천리마제강련합기업소) “일꾼･노동계급이 5개년
계획수행에서 앞장서 나갈데 대하여 언급 하였으며,
철 생산원가를 낮추며 원료･자재보장 대책을 따라
세워야 한다”고 강조
– (국가과학원 연구사업 정형) “나라의 경제발전과
인민생활향상에 이바지하는 과학연구성과들을 더
많이 이룩할데 대하여 지적”

25

대남･대외

Ÿ [김정은 답전] 시리아 대통령, ‘김정일 사망 10주년’
즈음 보내준 전문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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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

대내

12.27.
(월)

Ÿ [김정은 공개활동]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제8기
제4차 전원회의 1일차 회의 사회
– “2021년도 주요 당 및 국가 정책 집행정형 총화,
사회주의 건설의 새로운 발전기를 열어나가기 위한
당과 인민의 투쟁을 승리의 다음단계로 강력히 인도
하는 전략전술적 방침과 실천행동과업들 토의결정”
Ÿ 황해북도 사리원혁명사적지답사숙영소 준공식(현지
진행)

12.28.
(화)

Ÿ [김정은 공개활동]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제8기
제4차 전원회의 2일차 회의 참석 및 사회주의농촌
발전에서 중대한 변혁적 의의 필요성 보고

12.29.
(수)

Ÿ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제8기 제4차 전원회의 3일차
회의 진행
– 부문별 분과연구 및 협의회들에서 결정서 초안
토의

12.30.
(목)

Ÿ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제8기 제4차 전원회의 4일차
회의 진행
– 결정서 초안 최종심의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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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북한언론 주요 사설 및 논평
<대내>
■ 조선로동당중앙위원회 제8기 제5차 정치국회의 진행 (노동신문･조선중앙통신,
2021.12.2.)
Ÿ 12월 2일 노동신문은 노동당 중앙위원회 제5차 정치국회의가 본부청사에서 진행된
내용을 사진과 함께 게재함.
- 김정은 총비서가 사회를 맡았으며,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 당중앙위원회 정치국
위원과 후보위원이 참석하였고, 중앙위원회 제4차 전원회의 소집에 관한 문제에
대해 토의함.
- 김정은 총비서는 난관에서도 올 한해 당중앙의 정확한 영도에 의해 당 제8차
당대회가 결정한 주요 정책목표들이 기백있고 전투력 있게 추진되었다고 평가하
였으며, “농업부문과 건설부문에서 커다란 성과들이 이룩된것을 비롯하여 정
치, 경제, 문화, 국방부문 등 국가사업의 전반적인 분야에서 긍정적변화들이 일어
난것은 대단히 고무적인 일”이라고 치하
- 또한 이러한 성과는 경제발전과 인민생활 향상을 위한 토대 구축을 위한 사업이
활기차게 전진하고 있으며, 우리식 사회주의의 새 승리에 대한 자신감을 안겨주며,
“총적으로 올해는 승리의 해이라는 당중앙위원회적인 평가”를 내리며 제8기
제4차 전원회의 소집에 대한 결정서를 채택함.

■ 백두산정신으로 난관을 부시며 우리식사회주의의 새로운발전을 이룩해나가자
(노동신문･조선중앙통신, 2021.12.4.)
Ÿ 12월 4일 노동신문은 백두산에 시원을 둔 조선혁명의 정신을 원동력으로 발전을
이루자는 사설을 게재함.
- 사설은 2년 전 김정은 총비서가 단행한 백두산군마행군은 백두의 혁명전투를
옹호･고수하고 주체혁명위업을 끝까지 완성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었으며,
“난관이 혹독하고 시련이 겹쌓일수록 조선의 혁명정신, 백두산정신을 필승의 무기로
더욱 억세게 틀어쥐고 우리식 사회주의의 전면적 부흥”을 이뤄야 한다고 주장
- 자체의 역량, 주체적 힘을 강화하고 주도권을 틀어쥐고 혁명을 줄기차게 전진
시켜나가야 하는 것이 백두산 정신이 새겨주는 천리이며, “백두산정신은 원대한
리상과 포부를 지니고 끊임없이 전진비약해나가게 하는 원동력”이라고 강조
- 백두산정신에는 사회주의, 공산주의 미래에 대한 확신과 자심감이 넘치며 앞길을
개척해나가는 지혜와 용기, 계속혁명의 의지가 응축되어 있고, “혁명정신의 굳건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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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승이자 혁명의 줄기찬 전진”이며, “모두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두리에 더욱
굳게 뭉쳐 백두의 담력과 배짱으로 우리식 사회주의의 새로운 발전기를 힘차게
열어나가자”고 독려

■ 조선인민군 제8차 군사교육일군대회진행-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대회를
지도하시었다 (노동신문･조선중앙통신, 2021.12.7.)
Ÿ 12월 7일 노동신문 1~2면은 4일부터 5일까지 4.25문화회관에서 개최된 제8차
군사교육일군대회 진행 내용을 사진과 함께 보도함.
- 대회는 군사교육사업에서 획기적인 전환을 일으켜 혁명무력의 핵심진지를 강화
하기 위해 소집되었으며, 김정은 총비서의 사회로 진행되었고, 군사교육일꾼,
총정치국, 국방성, 총참모부의 간부, 지휘관, 군종, 군단위급 지휘성원과 교육
보장단위의 일꾼이 참석함.
- 김정은 총비서는 개회사에서 군사교육사업을 제일 중시하고 있는 당의 의도,
군사교육일꾼들의 사명과 임무의 중요성, 소집목적에 대해 언급하였으며, 회의를
통해 “전체 참가자들의 높은 정치적열의와 적극적인 참가밑에 주체적인 군사교육
발전로정에서 획기적인 전환의 계기, 도약의 공정으로 되리라는 확신”을 표명
- 폐회사에서는 학생들을 당 중앙에 절대 충성하는 지휘성원들로 육성해야 하고
이를 위한 제반 원칙과 군사교육의 발전방향, 과업과 방도들을 천명하였으며,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였다고 평가하면서 “군사교육을 국가적으로도 제일 앞선
교육, 혁명무력의 핵심진지강화에 실질적으로 이바지하는 교육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거듭 당부

■ 삼지연시는 우리 인민의 일심단결의 위력이 떠올린 사회주의리상촌이다
(노동신문･조선중앙통신, 2021.12.9.)
Ÿ 12월 9일 노동신문은 삼지연시 건설 의의를 강조하는 기사를 게재함.
- 기사는 삼지연시 건설이 사회주의산간문화의 본보기, 농촌진흥의 표준으로,
“당의 구상과 의도를 한마음한뜻으로 받들어나가는 우리 인민의 고결한 충성심의
산물이고 당의 존엄사수, 권위보위를 생명으로 간직한 우리 인민의 억척의 신념이
안아온 귀중한 성과”라고 치하
- 삼지연시는 혁명의 성지이고 발원지인 백두산 아래 첫 동네, 백두산밀영고향집이
자리잡고 있는 영광의 땅으로 온 인민의 고향이며, “로동당시대의 문명을 대표하는
인민의 리상향으로 전변시키고 그것을 불씨로 하여 모든 시, 군들을 일신시키기
위한 투쟁이 온 나라에 료원의 불길처럼 타오르게 하려는것이 우리 당의 숭고한
의도”라고 밝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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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지연시 건설은 한 개 시의 면모를 일신시키기 위한 사업이 아니고 사회주의
건설의 전면적 발전의 일대 도약기를 마련하며, 강대한 국가건설의 활로를 열기
위한 거창한 창조투쟁의 첫걸음이라는 데 의의가 있다고 강조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제14기 제18차 전원회의
진행 (노동신문･조선중앙통신, 2021.12.15.)
Ÿ 12월 15일 노동신문은 14일 만수대의사당에서 진행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전원회의에 대한 기사를 게재함.
- 전원회의는 최룡해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이 사회를 맡았으며, 부위원장인
강윤석, 박용일, 고길선을 비롯하여 상임위원들이 참석하였고, 최고인민회의 소집,
강하천운수법, 건설설계법, 재산집행법 채택 등에 대한 문제가 의안으로 상정됨.
- 연해 및 강하천운수법은 배수송, 부두건설, 뱃길관리 등의 현대화･정보화･과학화와
수송수요 및 교통상 편의를 보장하기 위한 문제들이 규제되어 있으며, 건설설계법은
건설정책에 맞는 설계의 작성･심의･승인과 과학화에 대한 요구가 반영되었음.
재산집행법은 재산에 대한 판결･판정･재결･결정의 집행에서 제도와 질서를 세워
기관･기업소･단체･공민의 민사상 권리와 이익을 보장하고, 재산집행신청･집행문
발급･절차와 방법･법적책임 등에 대한 문제가 명시됨.
- 또한 신문은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6차 회의가 2월 6일 평양에서 소집된다는
결정문과 21년 사업정형 및 22년 과업, 21년 국가예산 집행 결산과 22년 국가예산,
육아법, 해외동포권익옹호법 채택과 관련된 문제를 토의한다는 공시도 함께 게재함.

■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는 우리 당과 혁명의 영원한 수령이시며 주체의
태양이시다 (노동신문, 2021.12.17.)
Ÿ 12월 17일 노동신문은 김정일 사망 10주년을 맞아 김정일 위원장의 영도력을 기념하는
사설을 게재함.
- 김정일 위원장의 혁명영도사에는 조선노동당을 사상과 영도의 유일성이 확고하게
실현된 수령의 당으로 강화･발전시키고, 백두의 혁명전통과 혁명대오의 단결을
고수하기 위한 투쟁을 이끌어온 김정일 위원장의 노고가 새겨져 있다고 설명
- 김정일 위원장의 혁명사상과 노선을 붙들고 주체혁명위업을 완수하려는 당과
인민의 의지는 확고하며, 국가의 정치군사적 힘과 자립경제의 토대가 튼튼히
다져지고 노동당시대의 전성기가 펼쳐진 것은 김정일 위원장의 영도에 의해
가능했다고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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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혁명과 건설을 김정일 위원장의 방식으로 끝까지 관철하려는 것이 김정은 총비서의
강한 의지이며, 전 인민들과 인민군 장병들은 김정은 총비서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심을 가지고 총비서의 안녕과 권위를 결사옹위해야 한다고 강조

■ 우리 나라에서는 인민들이 바라는것이 당정책이고 국책이다 (노동신문,
2021.12.23.)
Ÿ 12월 23일 노동신문은 조선노동당과 김정은 총비서의 인민대중제일주의를 홍보하는
기사를 게재함.
- 김정은 총비서는 인민들에게 “유족하고 문명한 생활”을 안겨주는 것을 당과 국가의
가장 중요한 정책으로 내세우고 있으며, 노동당은 인민대중제일주의를 근본이념
으로 삼고 있다고 설명
- 김정은 총비서는 당의 지도사상인 김일성-김정일주의를 인민대중제일주의로
정식화하고 인민대중제일주의 정치를 당의 존망과 사회주의 성패를 좌우하는
근본문제이자 기본정치방식으로 세웠다고 설명
- 인민이 바라고 기다리는 것이라면 무조건인 실천으로 반드시 이루어내는 것이
김정은 총비서의 위민헌신･멸사복무 정신이며, 이 정신 속에서 인민들은 어떤
시련과 난관도 두렵지 않을 것이라고 천명

■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제8기 제4차 전원회의 개최 (노동신문, 2021.12.28.∼31.)
Ÿ 노동신문은 12월 28일부터 31일에 걸쳐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제8기 제4차
전원회의에 대한 기사를 사진과 함께 게재함.
- 전원회의는 김정은 총비서의 사회로 12월 27일부터 시작되었으며, 6개 의제인
1) 당 및 국가정책들의 집행 정형 총화 및 사업계획, 2) 국가예산 집행 정형
및 국가예산안, 3) 사회주의농촌문제의 당면과업, 4) 당규약 수정, 5) 당조직사
상생활 정형, 6) 조직문제에 대한 논의를 진행
- 전원회의는 2021년도 당과 국가정책의 집행 결과를 돌아보고 국가부흥의 새로운
투쟁지침을 정하려는 목적으로 진행되었으며, 김정은 총비서는 “2022년도 당과
국가의 사업방향에 대하여”, “우리 나라 사회주의농촌문제의 올바른 해결을 위한
당면과업에 대하여” 등의 결론과 보고를 진행
- 전원회의는 부문별 분과연구 및 협의회들을 진행하여 상정된 6개 의정들을 만장
일치로 승인하고, 결정서 “당 제8차대회가 제시한 5개년계획의 2022년도 과업을
철저히 관철할데 대하여”와 “우리식 사회주의농촌건설의 위대한 투쟁강령을
철저히 관철할데 대하여”를 만장일치로 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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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령도따라 나아가는 우리 혁명무력은 영원히 백전백승
할것이다 (노동신문, 2021.12.30.)
Ÿ 12월 30일 노동신문은 김정은 최고사령관 추대 10주년을 기념하는 사설을 게재함.
- 김정은 총비서가 최고사령관으로 추대된 이후 지난 10년간 혁명무력 강화발전의
상승기가 펼쳐져 왔으며, 김정은 총비서의 뛰어난 지도력은 혁명무력의 최정예화,
강군화를 실현하고 최강의 국가방위력을 일궈낸 근본이 되었다고 설명
- 노동당의 명령에 한 몸 같이 움직이며 당의 지시를 무조건 결사관철하는 것은
북한군 특유의 군풍이며, 혁명무력의 진정한 위력은 군과 당이 운명공동체라는
데에 있다고 강조
- 앞으로도 자위적 국방력을 최강의 수준으로 다지고 전민무장화, 전국요새화를
더욱 높은 수준에서 실현해야 하며, 군민의 단결된 위력으로 사회주의 건설의
새로운 발전기를 열어가야 한다고 독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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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