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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한미정상회담 평가와 향후 전망: 한미정상회담이 남긴 과제

Online Series

5월 22일(한국 시간) 문재인 대통령은 바이든 대통령과 백악관에서 정상회담을 개최함...

미국

US-South Korea Summit Papers Over Policy Differences

The Daily Signal

한미 정상회담은 양국의 공고한 관계, 공동의 가치와 목표, 그리고 한국이 미국뿐만 아니라 국제사회에서
얼마나 중요한지를 강조하는 데 큰 성공을 거둠...

중국

미국의 압박, 시험대에 오른 한국의 전략적 능력

환구시보 논평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을 방문한 문재인 대통령과 회동한 뒤 공동성명 발표...

일본

한미정상회담에서 문재인･정권은 소극적 자세에 대한 비판은 면했으나,
‘중국체제비판’과 ‘북한 비핵화’라는 바이든 외교의 두 기조는 변함없다

Newsweek Japan

미국이 각각 한국, 일본과 가진 정상회담에서 가장 큰 차이가 나는 것은 ‘중국’에 대한 언급임...

러시아

한국의 미사일 무기 개발 제한 해제가 무엇을 의미하는가

Russian International Affairs Council

5월 21일 개최된 한미 정상회담에서 양측은 한국의 미사일 기술 발전 제한에 관한 양자 합의의 폐지를 발표함...

북한

무엇을 노린 《미싸일지침》종료인가

조선중앙통신

5월 31일 조선중앙통신은 한미회담의 결과로 한국의 미사일지침이 종료된 것을 비난하는 국제문제평론가 김명철의
논설을 게재함...

［06578］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대로 217 통일연구원 Tel. (02) 2023-8000｜WWW.KINU.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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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주요 정세

5.1.(토)

외교부, “(미국 대북정책 검토 완료 소식 관련) 조기에 북미협상 재개하도록 지속적으로 공조”
5.2.(일)

통일부, “(대북전단 살포 관련 김여정 담화에 대해) 한반도에서 긴장을 조성하는 행위에 대해
반대”(‘김여정 담화에 대한 입장문’)
제이크 설리번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대북 적대 아닌 해결이 목표... 한반도 비핵화
목표 향한 외교적 관여 준비돼 있다. 실용적 조치에 노력”(미국 ABC 방송 인터뷰)
5.3.(월)

한미 외교장관 회담(영국 런던)
정의용 외교부 장관-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 미국 대북정책 결과 공유 및 한미 정상
회담 준비, 백신 등에 대해 논의
모테기 도시미쓰 일본 외무상, “G7 만찬 회동에서 북핵 CVID 목표 유지에 일치”(영국 런던,
G7 외교･개발장관 회의)
5.4.(화)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 “미국 대북정책 초점은 외교”, “북한, 외교적 관여 기회 잡길...
수일, 수개월 지켜보겠다”(영국 런던, G7 외교･개발장관 회의)
5.5.(수)

한미일 외교장관 회담(영국 런던)
정의용 외교부 장관-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모테기 도시미쓰 일본 외무상, 미국의 새로운
대북정책 공유 및 공조 강화 협의
5.10.(월)

문재인 대통령, 취임 4주년 특별연설
문 대통령,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기본 목표로, 유연하고 점진적･실용적으로 풀어간다는
바이든 정부의 대북정책 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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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3.(목)

미러 외교장관 통화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에게 미국 대북정책 개요 설명

5.19.(수)

커트 캠벨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인도태평양 조정관, “대북정책, 싱가포르 합의 토대...
실용적 조치 준비되어 있다”(연합뉴스 서면 인터뷰)
미국 국방부, “한미연합훈련, 군사적 준비태세 보장을 위해 중요... 규모는 여러 요소 고려해
결정”(대변인실)

5.20.(목)

미국 의회, 한국전쟁 종전선언 및 평화협정 체결･북미 연락사무소 설치 촉구 법안 발의
미국 하원 외교위원회 소속 브래드 셔먼 민주당 의원, ‘한반도 평화 법안’(Peace on the
Korean Peninsula Act) 발의

5.21.(금)

한미 정상회담 개최(미국 워싱턴 D.C.)
양국 정상, 대북정책의 ‘토대’로 싱가포르 공동성명, 판문점 선언 명시 “기존의 남북 간, 북미
간 약속에 기초한 외교와 대화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정착을 이루는 데
필수적이라는 믿음 확인”
양국, 한미 미사일 지침 해제
바이든 대통령, 성 김 동아태 차관보 대행을 대북특별대표로 임명
바이든 대통령, “남북 대화･관여･협력 지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라는 목표에 어떤 환상도
없다. 김정은 국무위원장과의 만남 역시 북한의 비핵화 약속이 있어야 한다”
문재인 대통령, “한미 양국은 소통하며 대화, 외교를 통한 대북 접근법을 모색할 것이다.
북한의 긍정적인 호응 기대한다”
5.23.(일)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 “한반도의 완전한(total) 비핵화라는 목표 달성을 위한 최선의
기회는 북한과 외교적으로 관여하는 것... 공은 북한 코트에 있다”(미국 ABC뉴스 인터뷰)

5.24.(월)

통일부, “5.24 조치 실효성 사실상 상실... 남북교류에 장애 안 돼”(대변인 정례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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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6.(수)

미국 국무부, 북한･이란･시리아･베네수엘라･쿠바를 ‘대테러 비협력국’(not cooperating fully)로 지정
북한, 25년 연속 리스트에 올라
노규덕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성 김 미국 대북특별대표 통화
한반도 이슈 논의 및 한미정상 협의내용 조기 이행 추진

5.27.(목)

이인영 통일부 장관, “남북, 단절된 연락채널 복원하고 대화 재개할 적기”(한국-독일 평화통일
국제 웨비나 격려사)
왕이 중국 외교 담당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리룡남 주중 북한 대사 회동
왕 부장, “중조(북중)의 우의는 옛 외부 침략에 맞서 함께 싸운 전화 속에서 흘린 피가 굳어져
만들어진 것”, “우리 관계를 시대에 맞춰 발전시키고 지역의 평화와 안정에 적극 공헌할 것”
리 대사, “양국 지도자들의 보살핌 속에서 조중(북중) 우호관계는 새로운 관계에 도달”

5.27.(목)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장관, “북한은 탄도미사일 능력을 강화하고 인도태평양 지역에 걸쳐
우리의 동맹, 미국의 본토를 위협할 기술적 능력 보유”, “미국은 외교로 주도하면서 북한의 불
안정하고 도발적인 행동을 완화하고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 유지를 위해 노력할 것”(하원 군사위
청문회 서면자료)

5.28.(금)

노규덕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성 김 미국 대북특별대표 통화
6일 만에 재차 유선협의, 한미 정상회담 결과 적극 이행 및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 정착을 실질적으로 진전시키기 위한 협력방안 논의

5.29.(토)

미국 의회조사국(CRS), ‘한국: 배경지식과 미국과의 관계’(South Korea: Background and
U.S. Relations) 보고서 공개
CRS, “바이든 행정부, 북한 비핵화 조치 밟으면 제재 완화할 듯”

5.31.(월)

통일부, “(북한 김명철 국제문제평론가의 한미 미사일 지침 해제 비난 논평 관련) 개인 명의의 글에
정부가 직접 논평하는 것은 적절치 않아... 신중하게 지켜보겠다”(대변인 정례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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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주요국 연구동향

1. 한국
■ 재검토를 마친 바이든 정부 대북정책 평가와 대응방향
(조한범, Online Series, CO. 21-14, 통일연구원, 2021.5.11.)
Ÿ 바이든 정부가 대북정책 재검토를 마치고 새로운 대북정책이 ‘조정된 실용적 접근
(a calibrated practical approach)’이라고 밝힘.
- 의회 첫 연설에서 바이든 대통령은 ‘동맹’, ‘외교’, ‘강한 억지’를 대북정책의
핵심 요소로 언급
Ÿ 아직 바이든 정부의 새 대북정책의 구체적인 내용이 공개되지는 않았다는 점에서
단정적 평가는 이르지만 북･미가 대치국면을 이어가고 있다는 점에서 한국의
역할이 중요함.
- 포괄적 합의･단계적 이행과 행동 대 행동 방식의 로드맵을 도출하고, ‘프롬(from)
영변형’을 포함해 실질적 초기 합의를 성사시켜 한반도 비핵화의 불가역적 입구를
형성해야 할 것임.
- 5월 21일 한･미 정상회담을 계기로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를 본격화해야 할 것임.
※ 원문 https://www.kinu.or.kr/www/jsp/prg/api/dlV.jsp?menuIdx=351&category=53&thisPage=1&sear
chField=&searchText=&biblioId=1549316

■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재가동과 한미정상회담
(최용환, Issue Brief, 제261호, 국가안보전략연구원, 2021.5.14.)
Ÿ 미국의 대북정책 리뷰가 종료되면서 북핵문제를 둘러싼 외교전이 시작되었음.
- 이번에 발표된 미국의 대북정책은 그 동안 한국 등 동맹국과 협의를 거쳐 만들
어졌으며, 실용적이고 단계적인 접근을 시도하고 있다는 점에서 많은 기대를
할 수 있음.
Ÿ 북한을 협상 테이블로 이끌어 낼 수 있는 구체적 방안의 부재, 한반도 문제 해결 과정
에서 남북관계의 중요성에 대한 언급의 부재 등은 아쉬운 점이라고 할 수 있음.
Ÿ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서 이와 관련된 긍정적 메시지를 이끌어 낼 수 있는지 여부가
중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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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 북핵협상과 관련된 긍정적 전망을 만들어 낼 수 있는지도 매우 중요한데,
협상 테이블로 북한을 이끌어 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협상의 실질적
진전일 것이기 때문임.
※ 원문 http://www.inss.re.kr/publication/bbs/ib_view.do?nttId=409991&bbsId=ib&page=1&searchCnd=
0&searchWrd=

■ 한미정상회담 평가와 향후 전망: 한미정상회담이 남긴 과제
(민태은, Online Series, CO. 21-15, 통일연구원, 2021.5.26.)
Ÿ 5월 22일(한국 시간) 문재인 대통령은 바이든 대통령과 백악관에서 정상회담을 개최함.
- 한반도 평화에 변화의 바람을 일으킬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기대를 모았음.
- 우리 정부와 지난 1월 출범한 바이든 정부가 그리는 한･미 협력의 모습이 얼마나
닮았는지 확인하고 조율하는 자리로서 중요성을 가짐.
Ÿ 이번 정상회담은 1) 우리의 글로벌 위상과 역할 확인 2) 싱가포르 공동성명 계승과
남북대화･협력에 대한 미국의 지지 의사 재확인 3) 지역안보협력을 둘러싼 미･중
경쟁 속에서 대응전략을 마련할 시간 확보라는 성과를 거두었음.
Ÿ 이번 공동성명서에는 비핵화 방안에 대한 논의나 합의에 대한 구체적 내용이 실리지
않았으며, 북한과의 인도적 협력을 북한 인권 개선과 어떻게 조율해 추진할지에
대한 논의가 없어 추후 한･미가 함께 관련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으로 보임.
- 미국이 지속적으로 강조하는 한･미･일 공조를 위한 한･일관계 개선을 이끌어 낼
묘책을 신중하게 그러나 조속히 강구해야 함.
※ 원문 https://www.kinu.or.kr/www/jsp/prg/api/dlV.jsp?menuIdx=351&category=53&thisPage=1&sear
chField=&searchText=&biblioId=1549380

■ 한미정상회담 평가 및 북한의 대응 전망
(성기영, Issue Brief, 제262호, 국가안보전략연구원, 2021.5.24.)
Ÿ 이번 한미정상회담 결과가 한반도 정세와 주변 안보환경에 미치는 영향은 다음의
측면에서 평가해 볼 필요가 있음.
- 북미관계 전망, 중국 문제와 동북아 안보, 한미동맹의 진화와 발전이라는 측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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Ÿ 이번 회담에서 미국은 북한과의 대화 준비가 되어 있다는 메시지를 보냈음.
- 바이든 대통령이 기자회견에서 성 김 대북정책특별대표 임명 사실을 즉석 공개
하기도 함.
Ÿ 한미공동성명에서는 미일공동성명과 달리 중국을 직접 거명하지 않았음.
- 다만, ‘규범에 기반한 국제질서를 불안정하게 하고 위협하는 행위에 반대한다’라고
언급함으로써 직접적인 대중(對中) 비난으로 해석되지 않도록 한미 간에 조율한
흔적을 남김.
Ÿ 한미 두 정상은 한미동맹의 성격을 ‘가치를 공유하는 책임동맹’으로 정의함.
- 한미동맹의 범위를 한반도의 범위를 넘어 글로벌 영역으로 확대함으로써 이번
회담이 한미동맹의 새로운 장을 연 정상회담이라는 점을 분명히 함.
Ÿ 한미는 정상회담 이후 북한의 반응을 기다리기보다는 지속적이고 일관된 시그널을
보내는 것이 긴요해 보임.
- 한미 양국이 지향하는 대북정책의 방향, 원칙을 북한에 설명하기 위해 중국과의
소통 채널을 활용할 필요도 있음.
※ 원문 http://www.inss.re.kr/publication/bbs/ib_view.do?nttId=409998&bbsId=ib&page=1&searchCnd=
0&searchW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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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

저자

출처

URL

05.03.

평양시 5만세대 살림집
건설계획과 전망

최천운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https://ifes.kyungnam.ac.kr/ifes/6578/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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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4lM0RzaiUyNnNyY2hXb3JkJTNEJTI2

05.04.

2021년 북한경제: 새로운
고난의 행군 시점인가?

양운철

세종연구소

https://www.sejong.org/boad/1/egoread
.php?bd=2&itm=&txt=&pg=1&seq=5946

05.04.

바이든 정부의 대북정책 전망

우정엽

세종연구소

https://www.sejong.org/boad/1/egoread
.php?bd=2&itm=&txt=&pg=1&seq=5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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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 행정부 대북정책 발표
의미와 향후 전망

성기영

국가안보전략
연구원

http://www.inss.re.kr/publication/bb
s/ib_view.do?nttId=409988&bbsId=ib
&page=1&searchCnd=0&searchWrd=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https://ifes.kyungnam.ac.kr/ifes/6578/s
ubview.do?enc=Zm5jdDF8QEB8JTJGbW
F0ZXJpYWwlMkZpZmVzJTJGMTczNiUyR
nZpZXcuZG8lM0ZwYWdlJTNEMSUyNm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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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

제목

저자

출처

UR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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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평화프로세스 재가동
구상: 관여와 유화의
재동조화(recoupling) 방안

이기동
･최용환

국가안보전략
연구원

http://www.inss.re.kr/publication/bb
s/js_view.do?nttId=409994&bbsId=j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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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7.

미 바이든 행정부의 동아시아
전략과 한국의 대응 방안

홍현익

세종연구소

https://www.sejong.org/boad/1/egoread
.php?bd=3&itm=&txt=&pg=1&seq=5970

05.17.

북한의 기후변화 대응사업
현황

김경원

KDB미래전략
연구소

https://rd.kdb.co.kr/index.jsp

아산정책연구원

http://www.asaninst.org/contents/%e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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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89%ec%a0%95%eb%b6%80%ec
%9d%98-%eb%8c%80%eb%b6%81%ec
%a0%95%ec%b1%85-%ec%a0%84%e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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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https://ifes.kyungnam.ac.kr/ifes/6578/s
ubview.do?enc=Zm5jdDF8QEB8JTJGbW
F0ZXJpYWwlMkZpZmVzJTJGMTczOCUy
RnZpZXcuZG8lM0ZwYWdlJTNEMSUyNm
N0Z3JUeXBlJTNEMCUyNnNyY2hDb2x1b
W4lM0RzaiUyNnNyY2hXb3JkJTNEJTI2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https://ifes.kyungnam.ac.kr/ifes/6578/s
ubview.do?enc=Zm5jdDF8QEB8JTJGbW
F0ZXJpYWwlMkZpZmVzJTJGMTczNyUy
RnZpZXcuZG8lM0ZwYWdlJTNEMSUyNm
N0Z3JUeXBlJTNEMCUyNnNyY2hDb2x1b
W4lM0RzaiUyNnNyY2hXb3JkJTNEJTI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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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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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안보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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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보미

국가안보전략
연구원

http://www.inss.re.kr/research/area/
kp_view.do?nttId=410003&bbsId=js&
page=1&searchCnd=0&searchWrd=

Ⅰ 2021년 5월

2. 미국
■ The Rollout of the Biden Administration’s North Korea Policy
Review Leaves Unanswered Questions
(Robert Einhorn, The Brookings Institution, 2021.05.04.)
Ÿ 바이든 행정부는 이전에 실패한 두 가지 접근법 사이에서 ‘검증된 진정한 공공외교
기술’(tried-and-true public diplomacy technique)을 채택함.
- 미국의 한 당국자는 워싱턴 포스트(WP)에 바이든 행정부가 트럼프 행정부의
일괄 타결 방식과 오바마 행정부의 전략적 인내 방식 사이의 무언가를 모색하고
있다고 말함.
- 대신 바이든 외교정책팀은 비핵화라는 최종 목표를 가지고 특정 비핵화 단계에
대해 미국이 완화(relief)를 제공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말함.
- 이는 바이든 행정부가 북한의 핵무기 역량을 완전히 제거하는 유엔의 목표에
전념하고 있으며 북한을 영구적인 핵무장 국가로 받아들이지는 않을 것이지만,
비핵화를 향한 부분적인 조치의 대가로 부분적인 제재 완화를 제공하는 점진적인
방식을 추진할 계획임을 시사함.
Ÿ 바이든 행정부는 북한이 초기 단계에 보상을 받은 뒤 비핵화 조치를 거부할 수
있는 단계적 접근법이 비판을 받았기 때문에 새로운 대북정책이 이러한 단계적
(step by step) 접근법이라는 라벨이 붙는 것을 원치 않음.
- 특히 북한이 핵 억지력을 완전히 포기하고 가까운 장래에 포기하도록 강요하는
것에 비해 단계적으로 진행해야 한다는 강력한 논쟁이 있음.
Ÿ 바이든 행정부는 2018년 싱가포르 정상회담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채택한 공동성명을 비롯해 전임자들의 대북정책 요소와 연계할 준비가
되어 있는 것으로 보임.
Ÿ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해서는 아직 공개적으로 알려지지 않았으며, 사
실상 많은 부분들이 미정임.
- 바이든 행정부가 비핵화의 최종 목표를 재확인은 했으나, 이를 장기적인 로드맵을
담은 하나의 합의문에 담을 것인지 아니면 북한의 핵능력을 제한하는 초기 (첫 번째)
합의를 맺은 뒤 추가 협상을 통해 완전한 비핵화를 모색할 것인지 결정해야 함.
- 완전한 비핵화를 향한 점진적인 비핵화 단계를 단일의 장기적 협정으로 하든,
아니면 두 개 이상의 합의로 하든 북한이 취할 초기 조치가 무엇인지를 정해야 함.
영변 핵시설단지만 폐쇄할 것인지 아니면 미신고 시설들도 폐쇄할 것인지, 핵실험과
장거리/단거리 미사일 실험도 금지할 것인지, 북한의 핵역량만 제한할 것인지
아니면 기존 핵무기나 탄도미사일도 감축할 것인지를 생각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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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한의 비핵화 조치를 어떻게 검증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판단해야 함.
- 북한이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에 대한 초기 제한을 수용하는 대가로 무엇을 받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도 논의되어야 함(북한에 대한 보상이 유엔과 미국의 제재에 대한
부분적 완화가 될 것인지, 한국전쟁 종식 선언을 비롯한 한반도 평화를 향한 단계가
포함될 것인지, 아니면 연락사무소 설치 등 미북관계 정상화가 될 것인지 등).
- 미국은 북한과 양자 협정을 모색해야 하는지 아니면 한국, 중국, 일본, 러시아 등
다른 주요 국가들이 협상에 참여 및 합의 당사자가 되는 다자 간 틀 안에서 할
것인지도 고민해야 함.
※ 원문 https://www.brookings.edu/blog/order-from-chaos/2021/05/04/the-rollout-of-the-biden-adm
inistrations-north-korea-policy-review-leaves-unanswered-questions/

■ Biden’s Next Steps on North Korea Contain a Dose of Realism
(Ankit Panda, Carnegie Endowment for International Peace, 2021.05.06.)
Ÿ 젠 사키 백악관 대변인은 대북정책 검토가 완료되었다는 브리핑에서 바이든 행
정부가 원하는 것이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라는 것을 분명히 밝힘.
- 이는 1992년 남북 기본합의서에 포함된 ‘한반도 비핵화’를 채택한 클린턴
행정부와 연속성을 제시하는 것
- 바이든 행정부는 2021년 2월과 3월에 ‘북한의 비핵화’라는 구체적 문구와
‘한반도 비핵화’라는 문구를 상호 교환적으로 사용했지만, 이제는 외교를 위해
더 나은 용어를 정착시킨 것으로 보임.
Ÿ 사키 대변인은 새로운 대북정책이 북한과의 외교가 열려있는 ‘잘 조정된 실용적인
접근법(a calibrated, practical approach)’이라고 말함.
- 이러한 실용적인 접근은 미국과 동맹, 주둔병력의 안보를 증진하는데 실질적인
진전을 이루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함.
Ÿ 북한은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정책 발표가 인상적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임.
- 앞서 북한은 외무성 담화를 통해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 발언을 심각한 위협으로
규정하면서 대응조치를 예고한 바 있음.
- 북한은 그동안의 미국 대북 ‘적대정책’에 대해 더 많은 의견을 말할 것으로 보임.
- 트럼프 행정부보다 북한 인권에 대해 보다 더 강조하기로 한 바이든 행정부의
명백한 결정은 대북 외교를 더욱 어렵게 만들 것이며, 북한을 계속 압박할 것
- 김 위원장은 미국과의 안정적인 억지력을 유지하는데 관심이 있지만 실질적인
위험 감소에 대한 관심도는 미국, 한국, 일본과는 다를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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Ÿ 구조적으로 오늘날의 상황은 2012년 2월 29일 대북 식량 제공과 북의 핵 활동
중단을 연계했던 오바마 전 대통령의 첫 임기가 끝날 무렵과 비슷한 것으로 보임.
- 바이든 행정부가 단순히 한반도 안보 문제를 북한하기에 달려있다고 생각한다면
이는 잘못될 수도 있음.
- 북한은 유엔 경제제재와 코로나19로 인해 경제적 타격에 휘청거리고 있으며, 이러한
경제적 위기는 바이든 행정부가 새로운 북미관계를 수립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
※ 원문 https://carnegieendowment.org/2021/05/06/biden-s-next-steps-on-north-korea-contain-dose
-of-realism-pub-84485

■ Joe Biden’s Summit With South Korea’s Moon Jae-In Poses a
Question of Shared Values
(Scott A. Snyder, Forbes, 2021.05.21.)
Ÿ 바이든 행정부는 주로 민주주의와 권위주의 간의 경쟁이라는 관점에서 주요 외교
정책 패러다임을 구성했으며, 같은 생각을 가진 동맹국 간의 협력을 중국과의 대결을
위한 기본 전략으로 강조
Ÿ 수십 년에 걸친 한미동맹은 공동의 민주적 가치에 의해 동맹이 지속된다는 명제 하에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 두 가지 도전을 해결할 기회를 얻게 됨.
- 첫 번째 도전은 바이든 행정부가 중국에 대한 접근방식과 동맹국에 대한 기대를
규정하는 데 있어 공유된 가치와 이해관계를 결합한 데서 비롯됨. 이러한 접근
방식은 한국이 미국 주도의 연합에 참여하여 중국의 도전에 맞서야 한다는
상당한 압력을 가함.
- 가치 기반 한미동맹 협력의 두 번째 도전은 북한 내부에 정보를 유입하는 것과
관련이 있음. 지난 2020년 12월 한국 국회는 모든 유형의 정보를 북한에 유입
하는 것에 대해 가혹한 처벌을 부과하는 ｢대북전단살포금지법｣을 통과시킨 바
있으며, 이는 인권 증진과 표현의 자유에 대한 바이든의 생각에 맞서는 것이며,
미 하원은 당시 청문회를 개최하여 이 법안에 대해 비판함. 이를 두고 진보층에서는
한국의 법 제정에 대한 외부 간섭으로 보는 반면, 보수층에서는 문 대통령이
김정일 정권을 달래기 위해 민주주의적 가치를 배신한 것으로 봄.
- 문 대통령은 바이든 대통령과의 첫 대면 회의를 통해 이러한 분열을 해결하고
동맹의 기반을 강화할 기회를 가진 것
Ÿ 인권 측면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은 민주주의의 특징인 표현의 자유를
지키고 북한의 인권 유린에 대해 목소리를 내는 한편, 김정은 위원장을 비핵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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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남북 군사적 긴장 완화와 같은 상호 안보 문제 해결을 위해 불가피한 상대로
인정해야 함.
- 이러한 공동 행동은 양국의 이익을 일치시키는 동시에 한미 협력의 기반이 되는
공통의 민주적 가치를 확인하게 될 것
※ 원문 https://www.forbes.com/sites/scottasnyder/2021/05/20/joe-bidens-summit-with-south-koreas
-moon-jae-in-poses-a-question-of-shared-values/

■ US-South Korea Summit Papers Over Policy Differences
(Bruce Klingner, The Daily Signal, 2021.05.27.)
Ÿ 한미 정상회담은 양국의 공고한 관계, 공동의 가치와 목표, 그리고 한국이 미국
뿐만 아니라 국제사회에서 얼마나 중요한지를 강조하는 데 큰 성공을 거둠.
- 한미 공동성명은 안보 문제에 대한 합의와 타협을 반영하여 양측이 가져갈 것이
있었음.
Ÿ 예기치 않게 미국은 한국의 미사일에 대한 모든 사거리 및 탄두 중량 제한을
없애달라는 한국의 요청에 응했으며, 이는 최대 800km 이내로 설정된 사거리
제한으로 한국군의 미사일 개발에 있어 가장 큰 걸림돌이 제거된 것
- 한국은 아직 장거리 미사일에 대한 정책이나 정책을 명확히 밝히지 않았고,
미사일은 이미 북한 전역에 도달할 수 있기 때문에 목표는 불분명함.
- 문재인 대통령은 한국의 완전한 미사일 주권을 되찾기 위해 노력했고, 한국이
북한과 다른 이들의 위협으로부터 더 잘 대비할 수 있게 되었다며 이를 환영함.
Ÿ 미국은 유엔 결의의 완전한 이행을 통해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우선시하고
있다는 한국의 확언과 우선순위를 확보함.
- 대신 문재인 정부는 유엔과 미국의 제재 완화를 옹호하고 북한이 유엔 결의안을
준수하기 전에 대규모 경제적 혜택을 제공함.
- 미국은 인권조건 개선 정책이 명시되지는 않았지만, 한국이 간과하려 했던
북한 인권 침해에 대한 언급도 받음.
Ÿ 인도-태평양 지역의 안보 문제에 대한 한미 공동성명은 지난 달 스가 일본 총리의
방문 당시 선언과 비교했을 때 실망스러움.
- 일본은 홍콩과 신장성에 대한 중국의 인권 침해, 대만에 대한 협박, 동중국해와
남중국해에서 중국의 행동을 강하게 비난한 반면, 한국은 중국의 행동에 대한
반대 입장을 보이면서도 중국을 직접적으로 언급하지 않겠다고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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Ÿ 한미 정상회담은 한국에 대한 광범위한 한국 기업 투자 발표를 포함해 양국의
긴밀한 유대관계를 확인함.
- 그러나 대북정책에는 상당한 차이가 남아 있고, 한국이 중국의 호전성과 협박을
비판하는 것을 계속 꺼리는 것은 아쉬움.
※ 원문 https://www.dailysignal.com/2021/05/27/us-south-korea-summit-papers-over-policy-differen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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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중국
■ 인터넷 공격: 핵대국이 주목한적 없는 새로운 위협
(상하이국제문제연구원, 국제전망, 2021.No.03.)
(上海国际问题研究院, 网络攻击：核大国鲜有关注的新威胁, 国际展望, 2021.No.03.)
Ÿ 정보화 시대에 사이버 공격은 핵무기가 직면한 중대한 위험원이 되었으며, 네트워크
안정도 국제 안보에서 가장 유망하고 전략적인 의제 중 하나
- 상하이국제문제연구원과 카네기국제평화연구원은 2017년 ‘중미 네트워크 구축핵 지휘, 통제 및 통신시스템 안정성에 관한 보고서’를 완성
- 미중 네트워크와 핵 안정 공동연구 프로그램을 가동해 핵 국가 간 모종의 합의와
협정 가능성을 집중 논의
Ÿ 사이버 공격은 핵무기의 중대한 위험원이 되었지만, 강대국은 이에 대한 안정적
관리체제를 갖추지 못하고 있음.
- 사이버 공격은 다양한 방식으로 전략적 안정성을 약화시킬 수 있고, 정보기술
(IT)은 핵전략 역량 강화와 함께 핵 지휘 시스템에 심각한 사이버 안보 위협을
초래하고 있음.
- 핵 국가의 전략지휘통제시스템에 대한 사이버 공격은 핵무기의 지휘통제시스템과
위성통신시스템의 사이버 취약성, 제3자에 의한 사이버 위협, 국가 간 사이버
공간 신뢰 부재 등으로 사이버가 핵 안정에 미치는 영향을 확대
- 전통적인 핵 분야 강대국들 사이에 핵 억지력, 위기관리 등 성숙한 경험이 있는
것과 달리 사이버 안보가 핵무기에 미치는 위협에 대한 포괄적이고 정확한 인식은
물론 위기 통제에 대한 관련국들의 공감대도 부족
Ÿ 미국과 중국은 핵전략 능력을 갖춘 사이버 대국으로 사이버 공간에서 마찰과 이견은
커지고 있지만 대화와 협력의 이익과 기반은 여전히 있음.
- 바이든 대통령은 취임 전 “어떻게 하면 미국의 과학･기술의 장기적인 발전을
확보할 수 있느냐”는 문제를 제시
- 시진핑 주석은 “인터넷 공간을 최대한 활용해 발전 잠재력을 키우고 13억 명
이상의 인민에게 혜택이 돌아가 전 인류를 행복하게 하겠다”고 누차 강조
- 정보기술(IT)이 발전하는 지금이야말로 전쟁을 피하고 전쟁 위험을 제거하는 것이
양국 이익에 부합하는 것이 분명하며 강대국의 국제적 책임이자 국제사회의
공통된 바람
- 양국이 민감한 분야에서 어떻게 이견을 해소하고 공감대를 증진시키는지가
양국 간 선순환적 발전에 중요한 척도가 될 것
※ 원문 https://kns.cnki.net/kcms/detail/detail.aspx?dbcode=CJFD&dbname=CJFDLAST2021&filename=GJZW
202103009&v=47LcLgXMtAIYPYLWREUP1X5Xbwc2fETYjP0FQCdGqJDn49KannruF98cc2cpSNk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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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의 압박, 시험대에 오른 한국의 전략적 능력
(환구시보 논평, 2021.5.21.)
(美国施压, 韩国的战略定力面临考验, 环球时报, 2021.5.21.)
Ÿ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을 방문한 문재인 대통령과 회동한 뒤 공동성명 발표
- 여러 언론 매체는 공동성명에 ‘대만문제’가 언급될 가능성이 있다고 대대적으로
보도하였고, 미국 외교가에서도 ‘대만문제’가 강도 높게 다뤄질 것으로 전망
- ‘반중(反中) 전선’에 한국을 편입시키려는 미국의 노력이 짐작되며, 우리는
한국 정부가 중국의 핵심이익을 놓고 미국과 같은 편에서 서는 것이 자국의
국익에 결코 부합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을 것이라고 확신함.
Ÿ 현재 한국이 안보적으로 미국에 크게 의존하고 있는 만큼 미국이 한국 외교에
영향을 미칠 강력한 지렛대를 가지고 있는 것은 사실
- 하지만 중국은 한국의 최대 교역 상대국으로서 한중 교역량은 한미, 한일 교역량을
합한 것보다 많으며, 중국이 한반도와 북한문제 해결의 열쇠라는 점 역시 부인할
수 없음.
- 또한 지난 몇 년간 한국이 미중 사이에서 균형 유지를 위해 노력하였고, 한국의
국력이 일본보다는 취약하지만 외교적 균형감각은 일본보다 뛰어난 것으로 보임.
Ÿ 바이든 행정부가 동맹국들을 끌어들여 중국을 견제하고자 하는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의 이번 방미는 한국 외교의 자주성에 대한 새로운 시험대로 작용할 것
- 한반도 문제에서 미국은 이미 자국의 이익에 초점을 맞추어 정책을 펴면서
한국의 이익에 대한 고려는 점점 멀어지고 있음.
- 바이든 정부의 한반도 정책은 트럼프 행정부 시기보다 ‘중국’을 더 많이 의식하여
비핵화와 역내 안보라는 전통적 고려에서 벗어나 강대국 게임의 필요에 따라
추진되고 있음.
- 결국 한반도 비핵화라는 목표를 실현하기 어려운 현 시점에서 바이든 정부는
대중국 견제를 위해 한국을 “일본화”하고, 강온전략을 동시에 구사하여 한국에
맞는 전략적 함정을 만들고자 하는 것
Ÿ 한국은 동북아 강대국의 게임이라는 복잡한 환경 속에서 단기적인 이득을 위해
장기적 이익을 희생하지 않는 방향성이 필요할 것
- 동북아에 미국이 투사하는 힘이 가장 강력할 뿐 아니라, 미국은 동북아를 패권
유지를 위한 가장 중요한 전략적 지점으로 여기면서 지역 전체의 자원을 자국의
이익 실현을 위해 활용하고자 함.
- 한국은 자국의 이익이 미국의 이익과 완전히 같지 않으며, 미국이라는 초강대국과
창의적으로 교류하고 한미관계를 어떻게 만들어갈지에 대한 논의에서 발언권을
확대하는 것이 국익을 제고하는 방법이라는 점을 잊지 않아야 함.
※ 원문 https://opinion.huanqiu.com/article/43DIXrzgLg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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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읽어보기
일자

2021.
No.3

제목

RCEP협정 발효의
문제와 위험 예방
<RCEP协定生效面临的
问题与风险防范>

저자

천지에
(沈洁)

2021.
No.3

RCEP 구조 하의 한중일
산업협력
<RCEP框架下的中日韩
产业合作>

리우원
(刘文)

2021.
No.3

바이든 시기 미중 전략경쟁의
추세, 도전과 대응
-양자 무역관계의 시각에
기초하여
<拜登时期中美战略竞争
态势、挑战与应对
-基于双边经贸关系视角>

통자동
(佟家栋)
쥐신
(鞠欣)

2021.
No.3

글로벌 전략 수축기와
중국 “강대국 외교”
새로운 특징
<全球战略收缩期与
中国“强国外交”新征程>

링셩리
(凌胜利)

출처

URL

지역경제평론
(区域经济评论)

https://kns.cnki.net/kcms/detail/
detail.aspx?dbcode=CJFD&dbna
me=CJFDLAST2021&filename=Q
YHL202103015&v=1dYSzXjIgCh1
6VA9XkmZq%25mmd2BiH1aDqU
srTbHwY8m%25mmd2BL028fWu
5lojkLwGMIS5vg3Nge

아태안보와
해양연구
(亚太安全与
海洋研究)

https://kns.cnki.net/kcms/detail/
detail.aspx?dbcode=CJFD&dbnam
e=CJFDAUTO&filename=YFZH202
103006&v=t3RiP%25mmd2FwxP5
VBecOdEXpPenQT6ZpVBF6SE6X1
qdo%25mmd2Ftgl9bwM0Pwpuh5I
DIH%25mmd2FtuN%25mmd2FE

국제경제평론
(国际经济评论)

https://kns.cnki.net/kcms/detail/
detail.aspx?dbcode=CAPJ&dbnam
e=CAPJLAST&filename=GJPP202
10517001&v=yQOuyO7%25mmd2
Fie5C7Ga7Hs0IGUBKLHZmrvzsnvrx
nsKVcdcsBAqW19ZJ4lpQ9zE8SI3h

아태안보와
해양연구
(亚太安全与
海洋研究)

https://kns.cnki.net/kcms/detail/
detail.aspx?dbcode=CJFD&dbna
me=CJFDAUTO&filename=YFZH
202103001&v=t3RiP%25mmd2F
wxP5UPcpMfGG%25mmd2Ffcok
6yQaItG3NEFKBHDjOCNlM5DwO
7sFSYbTlz844pkgU

아태안보와
해양연구
(亚太安全与
海洋研究)

https://kns.cnki.net/kcms/detail/
detail.aspx?dbcode=CJFD&dbna
me=CJFDAUTO&filename=YFZH
202103002&v=t3RiP%25mmd2F
wxP5Wu419LYgzK0wmG%25mm
d2FiOhJThPxOjZPTsrshmebOIsW
nrpRQYvjnUCiN3G

2021.
No.3

미국의 패권 수립과 유지
선호와 방식의 변화
<美国建立和维持霸权的偏好
与方式变化：从接纳到排斥>

2021.
No.10

동아시아 동맹의 보완과
리모델링: 한미일 3자 관계의
재구성
<东亚同盟的修补与重塑
：美日韩三边关系的再构筑>

리난
(李枏)

WORLD
AFFAIRS
(世界知识)

https://kns.cnki.net/kcms/detail/
detail.aspx?dbcode=CJFD&dbna
me=CJFDAUTO&filename=SJZS2
02110011&v=MujSS6zFMZzsJpu
s%25mmd2Bl9N0nxeHlYQRh1j0L
CFg1qr%25mmd2B%25mmd2Fk
qfyolCJ93iNo9Nr9OxQ5j

5.11

바이든 정부의 대북정책
“제3의 길”이 통할 것인가?
<拜登政府对朝“中间道路”
能走通？>

리둔치우
(李敦球)

환구시보
(环球时报)

https://opinion.huanqiu.com/artic
le/435l4g2Ei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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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일본
■ 제3의 길(단계적비핵화)을 가는 바이든 정권의 대북정책
(키우치 타카히데, 노무라종합연구소, 2021.5.6.)
(木内登英, 「第３の道（段階的非核化）を行く｢バイデン政権の北朝鮮政策｣」, 野村総
合研究所, 2021.5.6.)
Ÿ 바이든 정부는 이전 정부들과 동일하게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목표로 한다고
밝혔으나, 정책수단, 접근방식에 있어서는 새로운 길을 모색
- 오바마 정권의 ‘전략적 인내(strategic patience)’, 트럼프 정권의 ‘그랜드 바겐
(grand bargain)’도 아닌 ‘제3의 길’을 선택할 것
Ÿ 미국의 새로운 대북정책은 ‘단계적 비핵화’ 정책을 택하게 될 것
- 과거 부시 정권 시기 6자회담을 통해 단계적 비핵화에 접근한 것과 유사한
접근방식으로 갈 가능성이 있음.
- 그러나 북한은 현재 제재 해제를 전제로 비핵화 협상에 응할 것이라는 자세를
취하고 있기 때문에 협상테이블에 앉지 않을 가능성도 고려해야 함.
- 이 경우 미국의 대북정책은 결국 ‘전략적 인내’에 빠질 것임.
Ÿ 바이든 정권의 대북정책은 대중정책과는 다르게 동맹국 간의 결속을 강조하지
않는데, 이는 향후 일본이 주목해야 할 점
- 바이든 정권이 한미정상회담 이전에 대북정책을 확정한 것이 이를 증명함.
- 또한, 미국에게는 위협이 되지 않으나, 한국과 일본에게는 위협이 되는 단거리
미사일 개발 및 일본인 납치문제에 대해서도 바이든 정부의 자세가 명확하지 않음.
※ 원문 https://www.nri.com/jp/knowledge/blog/lst/2021/fis/kiuchi/0506

■ 바이든 정권 발족과 한반도 정세
(니시노 준야, NPI Quarterly 제12권 제2호, 2021.5.27.)
(西野純也, 「バイデン政権発足と朝鮮半島情勢」, NPI Quarterly 第12巻第2号, 2021.5.27.)
Ÿ 8차 당대회에서 나타난 김정은의 연설은 바이든 정권의 방향을 살피고, 북미 대화
및 교섭의 여지를 남겨두면서, 미국 및 한국의 일방적 양보를 강요하는 것이었음.
- 국제사회가 요구하는 ‘비핵화’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으며, 오히려 2013년부터
추진한 ‘병진노선’으로 회복한 듯한 ‘비핵화’에서 크게 후퇴한 모습을 보였음.
Ÿ 한국 정부는 바이든 정부가 싱가포르 회담의 성과를 계승하여, 발전시킬 수 있도록
유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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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이든 정부 역시 한국, 일본과 협의하며 대북정책을 수립해나가겠다는 의지를
밝혔으나, 한미일 3개국의 의견을 조정하여 대북정책을 수립하는 것은 쉽지 않음.
Ÿ 한미일 3국의 정책조정을 위해서는 아래의 세 가지를 유념해야 함.
- 첫째, 단계적 비핵화를 주장하는 한국 정부와 포괄적 합의를 주장하는 일본 정부
사이에서 미국은 북한의 행동을 바꿀 수 있는 압력과 인센티브를 어떻게 잘 조정할
수 있을 것인지를 고민해야 함.
- 둘째, 북한의 핵-미사일의 위협이 지속되면서, 한일 양국이 서로의 방위정책에
위협을 느끼는 상황이 발생하는데, 이러한 상호우려를 감소시킬 필요가 있음.
- 셋째, 바이든 정부가 중점을 두는 인권문제를 대북정책 우선순위 중 어디에 놓을
것인지 한미 간의 정책 조정이 큰 변수가 될 것
Ÿ 한미일 3국은 북한문제 뿐만 아니라 쿼드 등 대중정책에서도 다른 입장을 보임.
- 바이든 정부가 강조하는 한미일 협력은 북한문제와 관련된 연계를 우선시하면서도
비교적 협력하기 쉬운 비전통적 안보영역을 고려하는 협력이 될 것.
- 과거 개최한 적이 있는 한미일 차관급 협의와 같은 협의체를 정례화시키는 것이
향후 한미일 협력을 추진하는 시금석이 될 것
※ 원문 https://npi.or.jp/publications/data/npi_quarterly_12_2.pdf

■ 한미정상회담에서 문재인･정권은 소극적 자세에 대한 비판은 면했으나,
‘중국체제비판’과 ‘북한 비핵화’라는 바이든 외교의 두 기조는 변함없다
(기무라 칸, Newsweek Japan, 2021.5.23.)
(木村幹, 「米韓首脳会談で文在寅は弱腰批判を免れたが、バイデン外交の２つの基本
「中国の体制批判」と「北朝鮮の非核化」は変わらない」, Newsweek Japan, 2021.5.23.)
Ÿ 미국이 각각 한국, 일본과 가진 정상회담에서 가장 큰 차이가 나는 것은 ‘중국’에
대한 언급임.
- 미일회담 공동성명 및 기자회견에서 가장 많이 언급된 것은 중국과 관련된
사안들로, 양국 간의 정상회담에서 이렇게까지 제3국에 포커스가 맞춰진 것은
이례적이라고 볼 수 있음.
- 반면 한미정상회담의 성명에서 중국에 대한 언급은 찾아보기 어려움.
- ‘다행히도 중국에 대한 강력한 행동을 요청하는 압박은 없었다’라는 기자회견
응답에서 알 수 있듯이, 한국 측 역시 미국의 압박에 대한 우려가 있었던 것
으로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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Ÿ 또한, 미일회담에서는 ‘북한의 비핵화’라는 표현이 쓰인 반면, 한미회담에서는
‘한반도 비핵화’라는 표현이 사용됨.
- 한미정상회담에서 ‘한반도 비핵화’라는 표현과 함께 비핵화와 평화를 위해서는
‘대화가 필수적’이라는 표현이 사용된 것은 한국 측이 일정 수준 성공을 거둔
것이라고 볼 수 있음.
- 한미 간의 미사일 지침이 종료된 것 역시 한국 측의 성과
Ÿ 두 정상회담에서 나타나는 큰 차이는 지난 3월 ‘2+2 회담’에서도 나타난 모습이었음.
- 즉, 미국이 지난 2개월 간 한일 양국과의 관계에서 나타나는 의견 차이를 조정
하고자 노력하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줌.
- 또한, 바이든 정부의 외교정책이 아직 명확하게 확립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
- 바이든 정부는 ‘체제의 차이’라는 큰 축을 갖고 중국을 비난하지만, 오바마 정부의
남중국해, 트럼프 정부의 불공정무역과 같이 구체적으로 중국에 대하여 어떤
정책을 취할 것인지는 정하지 못하였으며, 북한에 대해서도 ‘대량살상무기의 폐기’
라는 목적만 있을 뿐 구체적 정책은 없음.
- 구체적 정책이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동맹국의 역할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명확히 확립되지 않음.
Ÿ 그러나 통상적으로 미국의 외교정책이 확립될 때까지는 6개월에서 1년의 기간이
소요됨.
- 현재까지 집권초기 한국과 일본이 각각 미국의 외교정책노선에 영향을 미치려
노력하였고,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 이것이 일정수준 성공하였음을 알 수 있음.
- 그러나 추후 미국이 ‘중국과의 대립’과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라는 두 가지
모순된 축에 대한 정책을 구체화해 나가는 데 양국이 얼만큼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인가가 진정한 외교력을 가르는 기준이 될 것임.
※ 원문 https://www.newsweekjapan.jp/kankimura/2021/05/post-20_1.ph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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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읽어보기
일자

제목

저자

출처

URL

5.10.

최악의 ‘한일관계’에서 보이기
시작한 개선의 징후는
진실된 것인가
<最悪「日韓関係」に見え始めた
改善の兆候は本物か>

후쿠다
케이스케
(福田恵介)

주간
동양경제
PLUS
(週間
東洋経済
PLUS)

https://premium.toyokeizai.net/
articles/-/26941

5.11.

미국외교, 경쟁국에게 유연한
‘전략적인내’로의 대전환이 필연적
선택이었던 이유
<アメリカ外交･ライバル国に甘い
「戦略的忍耐」に
大転換が、必然の選択だった理由>

GLENN
CARLE

Newsweek
Japan

www.newsweekjapan.jp/glenn/
2021/05/post-63_1.php

5.21.

한일대립을 주시하는 중국
: 한미일에 대한 한방을 노린다
<日韓対立を注視する中国
：日米韓への楔打ちを狙う>

야마자키
아마네
(山﨑周)

캐논글로벌
전략연구소
(キャノン
グロバール
戦略研究所)

https://cigs.canon/article/2021
0521_5827.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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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러시아
■ 왜 미국은 북한과의 갈등 매듭을 더 노골적으로 조이는가?(ПОЧЕМУ ВАШ
ИНГТОН ПОКАЗАТЕЛЬНО ЗАТЯГИВАЕТ УЗЕЛ ПРОТИВОРЕЧИЙ
С ПХЕНЬЯНОМ?)
(블라디미르 파블렌코, regnum.ru, 2021.05.05.)
Ÿ 백악관의 새로운 대통령이 자신의 새로운 정책을 강제하려고 시도하는 한반도를
둘러싼 거대한 게임이 계속되고 있음.
- 미국은 2월 중순부터 북한에 접촉을 제안하기 시작했으며, 이보다 조금 앞서
이전까지 중단됐던 한국과의 합동군사훈련을 재개한다고 발표함.
- 중국에 대한 강경한 수사를 함께 고려하면 미국은 중국과 북한에 대화의 즉각적인
개시가 아닌 대화를 준비하기 위해 충족해야 할 조건들을 부과하는 중임.
- 이에 대한 북한의 반응은 3월 중순 김여정 부부장과 최선희 외무성 제1부상이
이틀 간격으로 성명을 발표하고 두 발의 탄도미사일을 발사하는 방식으로 표출됨.
Ÿ 앵커리지에서의 미-중 회담과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부 장관의 중국 및 한국 방문이
이뤄지는 과정에서 중국과 러시아가 북한의 입장을 사실상 지지하면서, 역내엔 북한중국-러시아와 한국-미국-일본으로 구성된 두 개의 외교적 동맹이 뚜렷이 형성됨.
- 내부적 갈등이 부재한 전자의 동맹과 달리 후자의 동맹엔 북한과의 관계 악화를
원치 않는 고유의 가치를 가진 한국이 ‘약한 고리’로 존재함.
- 이에 따라 블링컨 장관의 방한 일주일 만에 라브로프 장관이 방한하고 4월 초엔
한중 외교장관 회담도 성사될 수 있었음. 특히 한중 외교장관 회담에선 한국이
“북한의 정당한 우려가 해결돼야 한다”는 중국의 강조에 본질적으로 공감하는
모습도 나타남.
Ÿ 새로운 긴장국면에서 북한과 관련한 모든 문제와 첨예한 교착 상태는 바이든 대통령이
일방적인 강요를 통해 비핵화를 추구하기 때문에 발생함.
- 바이든 대통령은 의회 연설에서 한반도의 비핵화가 한반도 내 미국의 핵무기를
포함하지 않고, 북한의 안전 보장과 경제제재의 해제를 다루지 않는 대화를
통해서 이뤄질 것이라 강조함.
- 즉, 백악관은 가혹한 압박을 축소하는 ‘좋은 대우’와 ‘관대하게’ 대화에 임하는
대가로 오직 무조건적인 항복만을 요구하고 있음.
Ÿ 한편, 미 국무부는 가혹한 방역 조치를 명목으로 이뤄지는 북한 당국의 인권 유린을
비판함.
- 이는 바이든 행정부가 자신들이 표방하는 ‘새로운 접근법’의 정신에 따라 한국
문제를 해결하는 알고리즘에 또 하나의 변수를 포함시켰음을 뜻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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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핵무기 포기와 안전보장 및 제재해제라는 기존의 변수들과 달리, 감염병 위협에
대한 대응의 ‘적절함’ 또는 ‘과잉’은 양적으로 평가할 수 없기 때문에 어떠한
입증 없이도 원하는 대로 활용하는 것이 가능함.
Ÿ 바이든 대통령의 북한 문제에 대한 ‘새로운 접근법’의 진정한 본질은 이러한
불명확함에 있으며, 이에 따라 동북아 지역 내에서 상황의 긍정적인 진척을 기대하기
어려움.
- 미국의 의사결정권자들은 역내에 자국의 군사적 억제력을 유지하는 것과 동북아
지역이 언제라도 화약고로 변모할 가능성을 남겨놓는 것이 자국에 이익과 편의를
제공한다고 간주하고 있음.
- 평화로운 상황에서 미국에 어떠한 위협도 되지 않는 북한의 핵무기보다는 남북한의
대화를 방해하고 민족의 통일에 대한 전망을 불명확한 미래로 미루려는 치밀하게
감춰진 미국의 의도가 향후 역내 정세의 악화에 가장 중요하게 작용할 것임.
※ 원문 https://regnum.ru/news/polit/3259696.html

■ 한국의 미사일 무기 개발 제한 해제가 무엇을 의미하는가(Что означает
ликвидация ограничений по развитию ракетного оружия Респ
ублики Корея)
(발렌틴 볼로샥, Russian International Affairs Council, 2021.05.22.)
Ÿ 5월 21일 개최된 한미 정상회담에서 양측은 한국의 미사일 기술 발전 제한에 관한
양자 합의의 폐지를 발표함.
- 한국의 미사일 프로그램 제한 레짐은 한미 양국이 한국의 탄도미사일의 사거리를
180km로 제한하고 탄두 중량이 500kg을 넘지 못하도록 합의한 1979년부터
존재해 왔으며, 한국의 군사적 잠재력 성장을 억제하고 한반도 내 힘의 균형을
유지하려는 미국의 이해에 따라 강요된 것임.
Ÿ 한국은 항상 제한 범위를 확대하는 쪽으로 수정을 요구해 옴.
- 미국의 전술핵무기가 한국에서 철수한 지 10년 만인 2001년에 이르러서야
처음으로 미사일 사거리 제한을 완화하는 개정이 이뤄졌으며, 한국은 자국의
군사적 잠재력이 증대될 때마다 이 문제를 거론해 2012년과 2017년에도 제한을
완화하는 데 성공했음.
- 이제 제한의 정기적인 수정 대신 완전한 폐지가 이뤄졌으며, 한국이 미국의
군사적 원조에 의지할 필요성은 점점 더 줄어들고 있음.
Ÿ 이번 폐지는 한국이 과거의 유산을 청산하고 군사-정치적 독립을 향한 중요한
발걸음을 내딛는 데 도움이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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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지만 군사 문제에 있어 한국이 완전한 독립을 달성하기 위해선 무엇보다도
주한 미군과 한국군의 조직 체계를 변화시켜 전시작전통제권을 한국군에게
부여해야 함.
Ÿ 아이러니하게도, 한국의 미사일 무기 개발 제한은 박정희 집권기 독재체제에서
급진적인 자주국방 노선을 추진하던 때에 이뤄졌지만, 제한의 완화와 최종적인
폐지는 더 개방적인 김대중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 집권기에 이뤄짐.
- 남북한 대화 추진과 한반도 비핵화 달성에 다년간 노력을 기울여 온 한국의
현 정권이 이러한 결정을 내렸다는 점은 특히 더 모순적으로 보임.
Ÿ 북한이 이와 같은 한국의 행보를 좌시할 것으로 기대하기 어려움.
- 남북한 관계의 가시적인 개선 부재, 미국 행정부 교체, 코로나19와 관련한 위기
등으로 북한 정권이 더 강경한 조치를 취하고 한반도 내 긴장을 고조시킬 수
있는 상황에서 한국의 미사일 무기 개발을 제한한 양자 합의의 폐기는 북한이
급진적인 노선을 선택하는 근거 중 하나로 작용할 것임.
※ 원문 https://russiancouncil.ru/blogs/Voloshchak/35481/?sphrase_id=79754784

■ 조건부 만남: 어떠한 상황에서 바이든은 김정은과의 회담을 진행할 준비에
나서는가(Условная встреча: при каких обстоятельствах Байден
готов провести переговоры с Ким Чен Ыном)
(알렉세이 자크바신, 알료나 메드베데바, rt.com, 2021.05.22.)
Ÿ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문재인 대통령과의 회담 결과를 발표하는 자리에서
북한이 비핵화와 한반도 정세 악화 방지에 동의하는 경우에만 김정은 위원장과
만날 준비에 나서겠다고 밝힘.
- 바이든 대통령은 만남의 필수적인 조건으로 북한의 핵무장에 대한 논의를 언급하고
전임 트럼프 행정부의 노선을 고수하지도 북한의 국제적 인정 추구를 지지하지도
않을 것이라 강조함.
Ÿ 바이든 대통령 취임 이후 제인 프사키 백악관 대변인은 미국의 새 행정부가 북한과
관련한 새로운 전략을 개발할 계획이라 밝혔지만, 현재까지 어떠한 새로운 전략도
제시되지 않았음.
- 트럼프 집권기와 마찬가지로 미국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주장하며 제재 해제를
서두르지 않고 있으며, 그 와중에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 한국의 탄도미사일 개발
제한을 폐지하겠다고 합의함.
- 이러한 결정은 무엇보다 양국의 반중국적 의도에 따른 것이지만, 북한 역시도
한국의 탄도미사일 사거리 연장 계획을 의식하게 될 수밖에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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Ÿ 전문가들은 북미관계가 충분히 심각하게 악화될 수도 있다는 의견을 공유함.
- 러시아 국가경제행정아카데미의 로만 파인슈미트 국제정치 및 해외지역 학과
선임 전문가는 바이든 대통령이 인권 유린이 목도되는 국가에 강경하게 대응하고
동맹국 보호 원칙에 헌신하는 민주당과 미국 대외정책의 이상주의적 능력을
보이려 할 것으로 전망함.
- 이에 더해 로만 파인슈미트 선임 전문가는 미국이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상응하는 제재 해제 없이 요구하는 것 역시 관계를 악화시키는 요인 중 하나가
될 것이라 언급하며, 북한이 비핵화와 관련한 어떠한 흥정도 하지 않는 경우에만
북미정상회담이 성사될 것이라 제시함.
- 한편, 러시아 극동연구소의 예브게니 김 수석 연구원은 북미간 접촉이 어떻게든
시작되겠지만, 이후의 상황은 바이든 대통령이 북한의 제안을 얼마나 고려할
준비가 됐는지에 달려있다고 전망함.
- 예브게니 김 수석 연구원에 따르면, 김정은 위원장이 미국을 불신하는 상황에서
바이든 대통령이 먼저 표현법을 바꾸고 강경하지 않은 위치에서 대화할 준비가
됐음을 보여줘야 하며, 미국의 새 행정부는 제재 해제와 한반도 전체의 비핵화
문제를 제기할 필요가 있음.
- 예브게니 김 선임 연구원은 북미관계의 ‘해빙’을 위한 첫걸음은 미국이 내딛어야만
하며, 바이든 대통령이 원하는 북한의 비핵화 과정이 시작되기 위해선 북한을
적대국에서 제외하고 유사시 북한 영토로 한미 병력을 투입하는 군사 계획을
폐지해야 한다고 역설함.
※ 원문 https://russian.rt.com/world/article/864573-baiden-kndr-vstrecha-yadernoe-oruzhie

■ 더 읽어보기
일자

제목

저자

출처

URL

05.01.

미국은 북한의 핵전쟁
위협 시 뉴욕과 서울을
교환할 것인가?
(РАЗМЕНЯЮТ ЛИ США
НЬЮ-ЙОРК НА СЕУЛ
ПРИ УГРОЗЕ ЯДЕРНОЙ
ВОЙНЫ С КНДР?)

블라디미르
바실리예프
(Владимир
Васильев)

iarex.ru

https://iarex.ru/articles/80800.
html?utm_source=article

북한이 미국을 “매우 심각한
상황”에 직면하게 만들겠다고
다짐해
05.02.
(Северная Корея
пообещала поставить
Америку в «очень
серьезную ситуацию»)

안드레이
야슐라프스키
(Андрей
Яшлавский)

mk.ru

https://www.mk.ru/politics/202
1/05/02/severnaya-koreya-poo
beshhala-postavit-ameriku-v-o
chen-sereznuyu-situaciyu.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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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

제목

저자

출처

URL

조 바이든의 “큰 실수” –
미국이 북한의 위협에 반응하다
(«Большая ошибка»
05.03.
Джо Байдена — США
отреагировали на
угрозу от КНДР)

제인 스파이
(Джейн Спай)

regnum.ru

https://regnum.ru/news/polit/
3260059.html

2030년까지 미국은 북한을
힘으로 위협할 역량을 상실할 것
(К 2030 ГОДУ США
05.03.
ЛИШАТСЯ
ВОЗМОЖНОСТИ
ИГРАТЬ МУСКУЛАМИ
ПРОТИВ КНДР)

알렉산드르
자폴스키스
(Александр
Запольскис)

iarex.ru

https://iarex.ru/articles/80820.
html

05.11.

북한에 대한
미국의 제3의 길
(Третий подход США к
Северной Корее)

옐례나
푸스토보이토바
(ЕЛЕНА
ПУСТОВОЙТОВА)

fondsk.ru

https://www.fondsk.ru/news/
2021/05/11/tretij-podhod-usk-severnoj-koree-53543.html?
utm_source=yxnews&utm_me
dium=desktop&utm_referrer=ht
tps%3A%2F%2Fyandex.ru%2F
news%2Fsearch%3Ftext%3D

05.13.

북한이라는 부스럼
(Северокорейский
нарыв)

로만 쿠즈네초프
(Роман
Кузнецов)

ng.ru

https://nvo.ng.ru/gpolit/202105-13/1_1140_northkorea.html

미국이 중국과의
반도체 경쟁에 한국을
끌어들이고 있다
05.20.
(США вовлекают Южную
Корею в чиповый
конфликт с Китаем)

블라디미르
스코시례프
(Владимир
Скосырев)

ng.ru

https://www.ng.ru/world/2021
-05-20/1_8153_korea.html

조 바이든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이 미국과 한국의 협력
활성화에 합의해
(Джо Байден и Мун Чжэ
05.23.
Ин договорились
активизировать
сотрудничество США и
Южной Кореи)

올례그 키리야노프
(Олег Кирьянов)

rg.ru

https://rg.ru/2021/05/23/dzho
-bajden-i-mun-chzhe-in-dogo
vorilis-aktivizirovat-sotrudniche
stvo-ssha-i-iuzhnoj-korei.html

선택의 강요: 한국은 누구를
따를 것인가?
05.27.
(Принуждение к выбору:
за кем пойдёт Сеул?)

안드레이 란코프
(Андрей
Ланьков)

Valdai
Discussion
Club

https://ru.valdaiclub.com/a/hig
hlights/prinuzhdenie-k-vyboru
-za-kem-poydyet-seul/

한미 정상회담: 무엇이
합의됐는가?
05.28. (Американо-южнокорей
ский саммит: о чем
договорились?)

블라디미르
페트로프스키
(Владимир
Петровский)

The
International
Affairs

https://interaffairs.ru/news/sh
ow/302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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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북한 관련 동향

1. 북한 주요 일지(5.1.∼5.31.)
일자

대내

05.01.
(토)

Ÿ 「5.1절(5.1. 근로자의 날)」 131주년 계기 최룡해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리병철(당 비서)･김덕훈
(내각 총리) 등 당･정부 간부들, 평양시 1만세대 살림집
건설장･천리마제강연합기업소 등 주요 전구들 방문
및 근로자들 축하
Ÿ [대남] 김여정(당 부부장), 탈북민의 대북 전단지
살포 관련 담화 발표
– “우리가 어떤 결심과 행동을 하든 그로 인한 후과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더러운 쓰레기들에 대한
통제를 바로하지 않은 남조선 당국이 지게 될
것” 경고
Ÿ [대미] 북한 외무성 대변인, 미국 국무부 대변인의
‘북한 인권상황 비난’ 성명 관련 담화 발표
– ‘對北 적대시 정책의 집중적인 표현, 우리의 국가
주권에 대한 공공연한 침해’로 낙인
Ÿ [대미] 권정근(북한 외무성 미국담당 국장), 미국
바이든 대통령의 의회 연설(4/28, 외교와 단호한
억제를 통해 북한 핵위협에 대처) 관련 담화 발표

05.02.
(일)

05.04.
(화)

Ÿ 전국수산부문 과학기술발표회(조선과학기술총연맹･
수산성 공동 주최), 화상회의로 진행(~5/6)
– 김일성종합대학･수산연구원 등 수십개 단위 양식
부문 과학자･교원 등 참가

05.05.
(수)

Ÿ [김정은 공개활동] 만수대예술극장에서 軍 대연합
부대에서 올라온 군인가족예술소조공연 관람
– 리설주･정치국 상무위원(조용원･리병철･정상학･
리일환･오일정)･무력기관 지휘성원(박정천･권영진･
김정관) 등 당 중앙위 간부 동석

05.06.
(목)

Ÿ [김정은 공개활동] 군인가족예술소조공연 참가자들과
함께 기념사진(본부청사) 촬영

05.08.
(토)

Ÿ 청년학생들 결의모임(김정은 총비서 영도 따라 사회
주의애국청년동맹 위력을 높이 떨치기 위함), 평양시와
각 도들에서 보고･토론 및 ‘김정은 총비서에게 전하는
맹세문’ 채택과 시위행진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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Ÿ [김정은 축전] 세네갈 대통령(막키 살), ‘세네갈
독립 61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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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내

05.10.
(월)

Ÿ 전국 자동화부문 과학기술 발표회(조선과학기술총
연맹 중앙위 주최, 《금속공업과 자동화》 주제로
화상회의), 김일성종합대학･국가과학원 자동화연구소
등 10여 개 단위 참가 및 130여 건 논문 제출

05.13.
(목)

Ÿ 김덕훈(내각 총리) 현지 요해
– 삼지연시 안의 여러 부문 사업
Ÿ 청년동맹중앙위원회, 김정은 총비서 서한(청년동맹
제10차대회) 연구체득하기 위한 학습과 토론 진행

05.16.
(일)

Ÿ 김덕훈(내각 총리) 현지 요해(동부지구)
– 단천5호 발전소, 흥남비료련합기업소

05.18.
(화)

Ÿ 물길통수식(동래강저수지-홍건도간석지)
– 문경덕(평안북도당위원회 책임비서), 계명철(평안
북도농촌경리위원회 위원장) 등 참석

05.19.
(수)

Ÿ 김덕훈(내각 총리) 현지 요해(순천지구)
– 순천세멘트련합기업소, 대상건설장(탄소하나화학
공업창설)
Ÿ 함경남도 인민병원 개원식(개건)

05.21.
(금)

Ÿ 함흥김치공장 준공(함경남도)
– 리정남(도 당위원회 책임비서), 김영식(도 인민
위원회 위원장) 등 참석

05.25.
(화)

Ÿ [김정은 공개활동] 조선직업총동맹 제8차대회 서한
발송
– ‘직업동맹은 사회주의건설의 새로운 고조기를
앞장에서 열어나가는 전위부대가 되자’
Ÿ 조선직업총동맹 제8차대회(~5/26, 평양)
– 리일환(당 중앙위 비서) 등 참석
Ÿ 김덕훈(내각 총리) 현지 요해
– 황해제철련합기업소, 천리마제강련합기업소, 영유
광산･증산광산 생산현장

05.26.
(수)

Ÿ 조선노동당출판사, 《김정일전집》 제35권 출판
– 1982.10∼1983.7 발표 담화･연설･서한･축하문
등 61건 수록

05.28.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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Ÿ [대일] 일본 정부의 ‘2021년 외교청서’에 독도를
《일본고유의 영토》 명기 관련 경고
– “세기를 이어 계속되고 있는 일본반동들의 집요하고
뿌리 깊은 영토강탈 책동의 연장으로 절대로 용납
될 수 없다”고 ‘영토야망 책동이 초래할 파국적
후과 숙고’ 경고(중앙통신 논평)

Ÿ [대일] 《자위대》 존재 명기 개헌 발언 관련
– “일본 정객들의 헌법개악 책동은 단순히 한 나라의
내정에 관한 문제가 아닌 국제적 문제로서 세계
평화에 대한 정면도전, 인류에 대한 공공연한
선전포고”(중앙통신)

Ÿ [대일] 일본 방위상 인터뷰 관련 비난
– “그의 발언은 해외침략실현에 광분하는 군국주의자
의 정체를 그대로 드러낸 것으로서 특급전범자인
외조부로부터 주입받은 군국주의야망의 집중적
발로”(중앙통신)
Ÿ [김정은 축전]
– 아제르바이잔 대통령(일함 알리예프), 에티오피아
대통령(살러워르크 저우데), 국경절
– 시리아 대통령, 재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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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

대내

05.29.
(토)

Ÿ 조선직업총동맹 제8차대회 참가자 강습(평양)
– 리일환(黨 중앙위 비서), 《조선직업총동맹 제8차
대회 결정관철을 위한 투쟁에서 대회참가자들이
자기의 책임과 보분을 다해나갈데 대하여》라는
제목으로 출연
Ÿ 노동계급 및 직맹원 궐기모임(평양 만수대)
– 리일환(黨 중앙위 비서)와 조선직업총동맹 제8차
대회 대표자･방청자 참가

05.31.
(월)

29

대남･대외

Ÿ [대남] 한국 미사일지침 종료 관련 비난
– 미사일거리 해제는 고의적인 적대행위이며 이러한
행위는 “입으로는 대화를, 행동으로는 대결을
이어가는 것”(중앙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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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북한언론 주요 사설 및 논평
<대내>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제14기 제14차전원회의
진행 (노동신문･조선중앙통신, 2021.5.2.)
Ÿ 5월 2일 노동신문･조선중앙통신은 4월 30일 개최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제14기 제14차 전원회의 관련 기사를 보도함.
- 회의 의안으로 “혁명사적사업법”, “쏘프트웨어보호법”, “상품식별부호관리법”의
채택과 “환경보호법”, “건설법”의 수정보충에 관한 문제가 상정
- “혁명사적사업법”은 혁명사적사업의 원칙들과 혁명사적의 발굴, 수집, 고증,
보존관리 등 혁명사적사업 체계 확립과 관련한 조항들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었으며,
“쏘프트웨어보호법”은 소프트웨어 저작권을 보호하며 개발을 장려하고 투자를
늘리는 문제와 소프트웨어 보호사업에 대한 지도통제 등의 실무적 문제가 포함
- “상품식별부호관리법”은 상품식별부호 제정과 사용 관련 문제를 규제하고 있으며,
사회주의상업발전과 사회경제적 안정을 보장하기 위한 조항들이 반영되었고
“환경보호법”, “건설법”에는 자연환경의 보존과 조성, 환경오염 방지 관련 제도･
질서를 다루며 건설설계와 시공, 건설물의 준공검사, 건설사업에 대한 지도통제와
관련된 규제를 보다 세분화･구체화하는 조항들이 명시
- 상정된 의안들은 전원찬성으로 채택

■ 재자원화는 경제발전의 중요한 동력 (노동신문, 2021.5.13.)
Ÿ 5월 13일 노동신문은 재자원화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기사를 게재함.
- 당 제8차대회에서 설비, 자재와 원료의 국산화, 재자원화를 중요한 정책적 과업
으로 추진해야 함을 강조하였다고 언급하며, 재자원화를 실현하면 보다 적은
자금과 자재, 노력으로 더 많은 부를 창조할 수 있으며 나라의 자원을 절약하
면서도 지속적인 경제발전을 이룩할 수 있다고 강조
- 엄혹한 조건과 환경 속에서 사회주의건설을 이루어나가기 위해서는 오직 자체
의 힘과 기술, 자원에 의지해야만 하며, 원료와 자재를 절약하고 아껴쓰는 것은
생산에 못지 않은 중요한 문제라고 주장
- 세계적으로 급속한 경제발전과 함께 자원이 고갈되고 있는 것은 재자원화의
중요성을 더욱 부각하고 있으며, 재자원화 사업의 성과 여부는 전체 인민이 지닌
높은 당성과 애국심에 달려 있다고 독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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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국가제일주의시대를 빛내이기 위한 중요요구 (노동신문, 2021.5.15.)
Ÿ 5월 15일 노동신문은 우리 국가제일주의시대를 이룩하기 위해 필요한 요소들에
대해 설명하는 기사를 보도함.
- 우리 국가제일주의시대를 위한 첫 번째 요소는 일심단결로, 모든 인민이 김정은
총비서를 중심으로 굳게 뭉쳐 당의 사상관철전, 당정책옹위전으로 당을 받들고
조국을 빛내야 한다고 설명
- 또한 자력갱생을 통해 주체적 힘, 내적 동력을 더욱 강화해 전반적 국력을 제고하며,
사대와 외세의존을 극복하고 민족의 자주성을 고수해야 한다고 주장
- 아울러 북한의 전략적 지위에 상응하게 자주적 의지를 확고히 견지하면서 대외
관계를 전면적으로 확대발전시켜야 하며, 북한의 자주권을 존중하는 세계 모든
나라들과 친선단결을 강화하고 진정한 국제적 정의를 실현하려는 것이 당의
확고한 입장이라고 강조

■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당건설사상과 리념을 받들어 우리 당을 진정한 인민의
심부름군당으로 건설하자 (노동신문, 2021.5.24.)
Ÿ 5월 24일 노동신문 1면은 김정은 비서의 심부름군당이라는 독창적인 사상을
소개하고 이를 강화하자는 사설을 게재함.
- 사설은 “조선로동당만이 받아안은 고귀한 칭호”인 어머니당이란 명칭을 빛내기
위해서는 인민의 심부름군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데, 그 이유는 어머니는
자식 앞에서 스승이나 웃사람이기 전에 심부름꾼이라고 할수 있기 때문이며,
인민을 위해 헌신하는 당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
- 이는 김일성과 김정일의 어머니당건설사상의 계승이자 심화발전이며, “인민우에
당이 있는것이 아니라 당우에 인민이 있다는 것이 경애하는 총비서동지의 뜻”
이라고 설명
- 또한 “당의 존엄과 권위는 인민대중의 절대적인 지지와 신뢰에 의하여 담보”
되어야 하며 “인민들이 당의 목소리를 듣는다면 당은 인민들의 목소리를 들어야”
한다며 당과 인민의 관계에 대해 피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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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정은-직업동맹은 사회주의건설의 새로운 고조기를 앞장에서 열어나가는
전위부대가 되자 (노동신문･조선중앙통신, 2021.5.27.)
Ÿ 5월 27일 노동신문은 1~2면에 걸쳐 조선직업총동맹 대회 참가자들에게 보낸
김정은 총비서의 서한을 게재함.
- 총비서는 서한에서 “직업동맹앞에 나서는 중심과업은 로동계급과 직맹원들을
당과 혁명앞에 지닌 시대적사명과 임무를 자각하고 사회주의의 새 승리를 위한
투쟁에 헌신하는 혁명화, 공산주의화된 근로자들로 준비시키는 것”이며, 이를
위해 자기의 전투위력을 높이 떨쳐야 한다고 주장
- 이를 위한 세 가지 과업을 제시했는데, 첫째는 “로동계급과 직맹원들을 우리식
사회주의의 밝은 미래를 확신하고 싸워나가는 공산주의적신념의 소유자들로
억세게 준비시키는 것”으로 당이 구상하는 사회주의에 대해 올바로 인식해야
한다고 설명
- 둘째는 “로동계급과 직맹원들을 당이 제시한 5개년계획수행에서 나라의 맏아들,
전위부대로서의 역할을 훌륭히 수행하는 자력갱생의 선봉투사, 창조의 기수들로
튼튼히 준비시키는 것”이며, 경제 각 분야를 언급하며 필요한 노력을 설파
- 셋째는 “로동계급과 직맹원들을 고상한 도덕과 높은 문화적소양을 지닌 사회
주의문명의 체현자들로 만드는 것”이며, 우리의 사상과 제도, 도덕과 문화를
위협하는 반사회주의, 비사회주의와의 투쟁을 강도높이 해야 한다고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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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외>
■ 김여정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부부장 담화 (조선중앙통신, 2021.5.2.)
Ÿ 5월 2일 조선중앙통신은 한국 내 탈북민들의 대북전단 살포 관련 김여정 노동당
중앙위 부부장의 비난 담화를 보도함.
- 대북전단 살포를 “용납 못할 도발행위”라고 규정하고 남한 당국이 탈북민들의
“무분별한 망동”을 저지하지 않고 방치했다고 비난
- 전단 살포는 북한에 대한 심각한 도발이며 그에 상응한 행동을 검토할 것이고,
북한이 어떤 결심과 행동을 하든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탈북민들을
통제하지 않은 남한 당국이 지게 될 것이라고 경고
- “이제는 이대로 두고볼수만은 없다”라고 대응조치 암시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권정근 외무성 미국담당 국장 담화 (조선중앙통신, 2021.5.2.)
Ÿ 5월 2일 조선중앙통신은 미국 바이든 대통령의 4월 28일 미국 의회 연설에 대한
권정근 외무성 미국국장 담화를 보도함.
- 바이든 대통령이 북한을 미국과 세계의 안보에 대한 “심각한 위협”으로 규정하며
외교와 단호한 억제를 천명한 것은 “이미 예상했던 그대로”지만, 미국 집권자가
첫 시정연설에서 대북입장을 이런 식으로 밝힌 것에 대해서는 묵과할 수 없다고 주장
- 바이든 대통령의 발언은 미국이 반 세기 이상 추구해온 대북 적대시 정책을
지속할 것이라는 의미가 담겨 있다고 평가
- 미국이 북한의 자위적 억제력을 “위협”으로 매도하는 것은 자위권에 대한 침해이며,
미국이 주장하는 “외교”란 적대행위를 가리기 위한 간판에 불과하고 “억제”는
북한을 핵으로 위협하기 위한 수단일 뿐이라고 일축
- 미국이 냉전시대의 시각과 관점에서 낡은 정책을 통해 북미관계를 다루려 한다면
가까운 장래에 점점 더 어려운 위기를 겪게 될 것이고, 북한은 미국의 새 대북
정책의 근간을 파악한 이상 이에 상응한 조치를 강구할 것이라고 경고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무성 대변인담화 (조선중앙통신, 2021.5.2.)
Ÿ 5월 2일 조선중앙통신은 4월 28일 미국 국무성이 발표한 성명 관련 북한 외무성
대변인의 비난 담화를 보도함.
- 미 국무부는 4월 28일 북한자유주간을 맞아 북한을 “세계에서 가장 억압적이고
전체주의적인 국가 중 하나”라고 표현하였으며, 북한 외무성 대변인은 미국의
이번 행동은 “우리 국가의 영상에 먹칠을 하려는 대조선적대시정책의 집중적인
표현”이라고 비난
- 미국의 표현을 국가주권에 대한 공공연한 침해로 정의하고 “준렬히 단죄”하며,
미국이 거론하는 인권문제란 북한의 사상과 제도를 말살하기 위해 꾸며낸 정치적
모략이라고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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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 미국이 북한의 최고존엄을 모독한 것은 북한과의 전면대결을 준비하고
있다는 뚜렷한 신호로 해석되며, “단호한 억제”라는 표현으로 북한의 압살하려는
시도를 공개적으로 표명한 이상 부득불 그에 상응한 조치들을 강구해나가지
않으면 안 되게 되었다고 경고

■ 대륙침략의 발화점을 마련하기 위한 불순한 책동 (조선중앙통신, 2021.5.13.)
Ÿ 5월 13일 조선중앙통신은 일본이 2021년 외교청서에 독도를 ‘일본 고유의 영토’라고
기재한 것에 대한 비난 논평을 보도함.
- 일본이 독도를 일본 고유의 영토라고 다시 한번 주장한 것은 세기를 이어 계속되고
있는 일본반동들의 집요하고 뿌리깊은 영토강탈책동의 연장으로 절대 용납할 수
없다고 주장
- 일본반동들은 영토･주권전시관과 독도영유권 주장이 담긴 교과서 등을 통해 국민과
새 세대에게 왜곡된 역사관, 영토관을 심어주는 동시에 침략사상을 노골적으로
주입시키고 있으며, 다른 한편으로는 독도 탈환을 위한 군사연습과 무력증강에도
매달리고 있다고 비난
- 일본이 독도영유권을 되찾는다는 명문 하에 한반도 재침략을 개시하고 본격적인
대륙침공에 뛰어들지 않으리라는 담보는 그 어디에도 없다고 주장

■ 무엇을 노린 《미싸일지침》종료인가 (조선중앙통신, 2021.5.31.)
Ÿ 5월 31일 조선중앙통신은 한미회담의 결과로 한국의 미사일지침이 종료된 것을
비난하는 국제문제평론가 김명철의 논설을 게재함.
- 통신은 미사일지침 종료에 따라 한국은 미사일사거리가 해제되어 대륙간 탄도
미사일,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극초음속미사일을 개발할 수 있다는 여론이
나타나고 있다며 이는 고의적인 적대행위라고 주장
- 북한의 자위조치를 유엔결의 위반으로 지적하고, 한국에게는 제한 없는 미사일
개발권리를 허용하며 입으로는 대화를, 행동으로는 대결을 이어가는 것이 미국이고
이러한 이중 행태를 드러낸다고 설명
- 이는 한반도를 불안정한 상태로 야기하는 실책이고 “제손으로 제눈을 찌르는
어리석은 행위”이며, 북한은 강대강, 선대선의 원칙에서 미국을 상대할 것을
천명했고, 한국에 대해서도 “일을 저질러놓고는 죄의식에 싸여 이쪽저쪽의 반응이
어떠한지 촉각을 세우고 엿보고있는 그 비루한 꼴이 실로 역겹다”고 비난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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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