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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북한의 당 중앙위원회 제8기 제3차 전원회의 분석 및 대응 방향

Online Series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제8기 제3차 전원회의 개최결과는 대내적으로 김정은 영도 강조 및 정풍 지속,
노동력 최대 동원을 통한 식량문제 대비 및 계획목표 달성 등으로 요약할 수 있음...

미국

North Korea: Why the Kingdom of Kim Jong Un Can Never Be Normal

The National Interest

북한이 핵무기를 보유할 수 없다고 주장한 지 3년이 지난 지금 미국은 대북정책이 실패했다는 것에 마주해야 함...

중국

남북관계의 깊은 교착상태의 원인과 전망

평화와 발전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을 계기로 크게 개선된 남북관계는 2019년부터 후퇴하여 아직 회복의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음...

일본

‘대국경쟁의 시대’의 한반도와 질서의 행방

한반도연구회

바이든 정부는 대북정책에 있어 이전 정권들의 직접대화, 다자대화 모두 불신을 갖고 있음...

러시아

김정은이 영화, 청바지, 비속어에 대한 전쟁을 선포해

pravda.ru

북한에서 외국의 영향을 없애기 위한 법안이 발효됨에 따라 외국 영화를 시청 및 배포하거나, 수입 의류를 입거나,
비속어를 사용하는 경우 중형에 처해질 수 있음...

북한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8기 제2차 정치국 확대회의에 관한 보도

노동신문･조선중앙통신

6월 30일 노동신문･조선중앙통신은 김정은 총비서의 지도 하에 6월 29일 개최된 당중앙위원회 제8기 제2차 정치국 확대회의
내용을 보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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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주요 정세
6.1.(화)

이인영 통일부 장관, 금강산관광 사업자 현대그룹 간부진 면담
이인영 장관, “금강산 개별관광 추진하고자 하는 우리 의지 분명”
현정은 회장, “공동개발안 마련해 북측과 협의할 계획”

6.3.(목)

통일부, 제321차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 개최 및 화상상봉장 증설 지원 의결
이인영 장관, “이산가족 상봉이 최우선”

6.8.(화)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 “북미 이산가족, 가슴아픈 일... 전적으로 상봉 노력”(하원 세출위
소위 청문회)

6.9.(수)

미국 국무부, “북핵문제 해결을 위해 실용적 외교 모색 노력 계속”(대변인 언론브리핑)
스콧 버스비 미국 국무부 민주주의･인권･노동 담당 수석부차관보 대행, “북한 인권개선, 장기적
대북해법에 필수 불가결”(하원 외교위 청문회)

6.15.(화)

이인영 통일부 장관, “북한, 대화 나오기 괜찮은 여건... 남북 다시 마주앉을 때다”(6.15 공동선언
21주년 기념 포럼 축사)
대니얼 크리튼브링크 미국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 지명자, “북핵위협 감소 우선... 대북제재 체제
실행 중요하다”(상원 인준 청문회)

6.18.(금)

자오리젠(趙立堅) 중국 외교부 대변인, “(김정은 위원장의 ‘대화･대결 준비’ 발언에) 한반도 정세가
새로운 긴장에 직면... 관련 국가는 기회를 잡아 한반도 정세 완화해야 한다”(정례 브리핑)
이인영 통일부 장관, “(북한 식량난 인정 관련) 식량 협력, 주저할 이유 없다”(MBN 뉴스 인터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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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1.(월)

성 김 미국 대북특별대표, “북한이 언제 어디서든 조건없이 만나자는 우리의 제안에 긍정적으로
반응하기를 희망”, “제재는 계속 이행”(한미일 북핵 수석대표 협의)

6.22.(화)

한미, 워킹그룹 폐지 합의
한미 외교당국, 국장급 협의 정례화하기로
문재인 대통령, 성 김 미국대북특별대표 접견
문재인 대통령, “남북 및 북미관계 궤도에 올려야”
성 김 대표, “북미대화 재개를 위해 최선 다하겠다”
미국 국무부,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 담화 관련) 외교에 대한 우리의 관점엔 변화 없다...
긍정 반응 계속 희망”(대변인 전화 브리핑)

6.30.(수)

왕원빈(汪文斌) 중국 외교부 대변인, “북한이 필요하다면 방역 지원 적극 고려”(정례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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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주요국 연구동향

1. 한국
■ 북한의 당 중앙위원회 제8기 제3차 전원회의 분석 및 대응 방향
(박영자 외, Online Series, CO 21-18, 통일연구원, 2021.6.22.)
Ÿ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제8기 제3차 전원회의 개최결과는 대내적으로 김정은
영도 강조 및 정풍 지속, 노동력 최대 동원을 통한 식량문제 대비 및 계획목표
달성 등으로 요약할 수 있음.
- “인민들의 식량형편이 긴장해지고” 있다고 언급하고 주민생활 안정 강조
- 교육과 보건, 문학예술 부문에서의 분발과 함께 반사회주의･비사회주의와의
계속 투쟁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보임.
- 국가에서 양육을 보장하는 것의 중요성을 주장한 것은 여성노동력을 동원하고
시장을 억제하기 위한 것임.
Ÿ 대외적으로 군사력 강화를 지속하나 협상 여지는 남겨두는 ‘관망 속 양면 대응
기조’임.
- 대미관계에서 대결과 대화의 모든 국면을 준비하는 전술적 유연성을 강조했는데,
협상 자체를 거부하거나 대화 가능성을 봉쇄하지는 않겠다는 의도가 보임.
- 김정은 위원장이 “조선반도정세를 안정적으로 관리해나가는데 주력”할 것이라
밝혔는데, 이는 중국이 애용하는 표현으로 북중 간의 교감이 감지됨.
Ÿ 대북 다차원적 고려가 필요한 시점으로 6월 내 대북 특사 파견 및 남북한 특사급
접촉과 함께 한미군사훈련 관련 조율, 규모와 타이밍을 잘 맞춘 인도적 지원 등이
필요할 것임.
- 판문점선언 국회 비준 동의 관련 국회 협력 강화, 대국민 공론화 등 ‘다양한
측면 지원 활동’ 강화 필요
- 또한, 북측과 접촉 기회가 있는 공식･비공식 네트워크와 사업이 중시되어야 함.
※ 원문 https://www.kinu.or.kr/www/jsp/prg/api/dlV.jsp?menuIdx=351&category=53&thisPage=1&sear
chField=&searchText=&biblioId=15494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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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한의 8차 당대회 당규약 분석
(이기동, Issue Brief, 제267호, 국가안보전략연구원, 2021.6.4.)
Ÿ 8차 당대회에서 개정한 노동당 규약의 특징 중 첫 번째는 김일성-김정일주의를
지도사상으로 유지한 가운데 김정은 시대의 핵심 통치담론인 인민대중제일주의를
기본정치방식으로 규정한 것임. 계승과 발전(변화)의 절충이자 발전(변화)에 대한
김정은의 의지가 반영된 결과임.
- ‘민족해방민주주의혁명’을 삭제함으로써 대남 혁명론에서의 변화를 보였는데,
이는 남한사회의 성격을 더 이상 미국의 신식민지로 규정하기 어려운 현실을
반영한 것임.
- 또한, 공산주의 목표를 부활시킨 것은 ‘사회주의의 길’과 정상적 사회주의체제
건설을 지향해 온 김정은 정권의 경로를 고려할 때 당연한 논리적 귀결임.
Ÿ ‘당의 유일적 영도체계’가 ‘당중앙의 유일적 영도 체계’로 바뀌었는데, 향후 수령과
당중앙위원회의 관계를 규명하는 데 주목할 필요가 있음.
- 총비서를 전당 조직자로 당 규약에 명문화한 것은 김정은의 유일적 영도를
제도적으로 강화하려는 취지인 것으로 보임.
- 당중앙위원회 제1비서직을 신설한 것은 김정은의 위임통치를 제도적으로 보장
하거나, 김정은 유사시 권력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일 수 있음. 제1비서직
임명 여부가 이를 가늠하는 바로미터가 될 것임.
Ÿ 당중앙군사위원회를 당규약 상 ‘최고군사지도기관’으로 규정하고, 국방사업지도권에
더하여 군사지휘권을 새로 부여하면서 기능 강화. 반면 기존의 ‘조직’기능이 ‘선거’
기능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당중앙위원회의 지도력은 약화된 것으로 판단됨.
- 기존의 ‘당중앙위원회 부서와 같은 권능’이라는 문구를 삭제하고 총정치국의
상급 기구인 인민군 당위원회의 권능과 위상을 ‘도당위원회’ 수준으로 새로
규정한 것으로 보아 인민군 총정치국의 위상도 약화된 것으로 보임.
Ÿ 8차 당대회 당규약은 김정은 정권의 지난 정치적 성과를 반영하여 정권의 안정성과
사회주의체제에 대한 지향성을 담고 있음.
- 그런데 문제는 경제건설과 인민생활 향상에서 성과를 도출하는 것으로, 경제적
성과가 뒷받침되지 않는 정치적 안정성과 사회주의 지향성은 그 생명력과 정당성을
확보하고 지속하기 어려움.
※ 원문 http://www.inss.re.kr/publication/bbs/ib_view.do?nttId=410008&bbsId=ib&page=1&searchCnd=
0&searchW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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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주의강국과 공산주의사회: 북한 국가건설 목표 재설정의 의미
(이상근, Issue Brief, 제266호, 국가안보전략연구원, 2021.6.3.)
Ÿ 북한은 8기 2차 전원회의를 통해 올해 경제목표를 상향조정함.
- 당대회 개최 불과 한 달 만에 국가경제발전 5개년계획 첫해 계획을 수정
- 김정은 위원장은 4월 말 청년동맹 10차 대회에 보낸 서한을 통해 앞으로 15년
안팎에 사회주의 강국을 일으켜 세우겠다는 목표를 제시
- 북한은 최근 공산주의를 국가건설의 궁극적 목표로 제시하고 있음.
Ÿ 북한이 국가적 목표들을 재설정하고 있는 것은 제재, 코로나19, 자연재해라는
삼중고로 인해 취할 수밖에 없었던 수세적인 입장에서 벗어나 공세적인 국가발전
전략을 다시금 추진하려는 의도 때문인 것으로 보임.
- 당면한 곤궁의 원인을 객관이 아닌 주관에서 찾아야 한다는 인식하에 전후복구 및
고성장시대를 지배했던 혁명의 논리에 입각하여 간부 및 주민의 사상적 자각과
인적, 물적 자원의 총동원에 의한 경제건설에 나서려는 것임.
Ÿ 객관적인 모든 난관을 주관적인 노력을 통해 극복할 수 있다는 북한식 논리는
1970년대 이래의 역사적 경험을 통해 거듭 부정되어 왔음.
- 김정은 집권 이후 여러 해 동안 북한경제가 제한적이나마 성장을 지속했던 것은
원가, 가격, 수익성과 같은 경제적 공간을 제대로 이용해야 한다는 인식이 뿌리를
내린 덕분임.
- 당면한 어려움을 경제의 논리가 아닌 혁명의 논리로 극복하려 한다면 경제발전의
가능성이 크게 줄어들게 될 것임.
※ 원문 http://www.inss.re.kr/publication/bbs/ib_view.do?nttId=410007&bbsId=ib&page=1&searchCnd=
0&searchWrd=

■ 한미정상회담의 북핵 문제 논의 분석: 평양은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
(황일도, IFANS FOCUS, IF 2021-09K, 외교안보연구소, 2021.6.1.)
Ÿ 한미정상회담의 북핵문제 논의 목적은 바이든 행정부 임기동안 북핵 문제를 다뤄
나가는 기본 원칙에 대한 양측의 공감대 정리였던 것으로 보임.
- 한미 양국의 북핵문제 대응이 견지하게 될 틀을 명확하게 밝혀 북한에 바이든
정부 임기 동안 원칙이 유지될 것이라는 인식을 심어줌으로써 북한의 고강도 추가
도발로 인해 상황이 악화되는 것을 방지할 최소한의 안전판을 마련함.
Ÿ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정책은 ‘구체적 성과를 위한 실용적 접근’이라는 현실론과
‘인권과 가치 추구’의 원칙론 사이에서 형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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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월 한미2+2회담을 전후하여 북핵문제에서도 인권문제를 포함한 원칙론적 태도를
보였으나 추후 한국 정부의 적극적인 조율을 통해 일부 조정함.
- 공동성명에는 바이든 정부가 중시하는 외교정책의 균형과 동맹국에 대한 배려가
반영되었는데 이러한 방식은 미국 정부의 북핵 정책이 특정방향으로 강하게
경도되지 않을 것임을 시사함.
Ÿ 북한은 중간균형점을 중시한 바이든의 대북정책 검토 결과나 정상회담 공동성명에
내심 안도했을 수 있음.
- 그러나 미국은 북핵협상과 인권 등의 근본 이슈를 서로 분리하여 다룰 것이고,
북한은 단계적 협상을 선호하면서도 미국이 근본 이슈를 언급할 때마다 비난하는
행태를 보일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입장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
-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 한미 간 북핵정책조율 첫 번째 라운드를 마친 것이므로
한국은 협상재개 돌파구 마련을 위한 구체적 행보를 기획･추진해야 함.
※ 원문 http://www.ifans.go.kr/knda/ifans/kor/act/ActivityAreaView.do?csrfPreventionSalt=null&sn=137
97&boardSe=pbl&koreanEngSe=KOR&ctgrySe=06&menuCl=&searchCondition=searchAll&searc
hKeyword=&pageIndex=1

■ 더 읽어보기
일자

제목

저자

출처

URL

06.01.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정책과
북미대화의 재개 조건

정성장

세종연구소

https://www.sejong.org/boad/1/eg
oread.php?bd=2&itm=&txt=&pg=1
&seq=5989

아산정책연구원

http://www.asaninst.org/contents/
%eb%af%b8%eb%9e%98%eb%a5
%bc-%ed%96%a5%ed%95%9c-%e
d%95%9c%eb%af%b8%eb%8f%99
%eb%a7%b9-%eb%b0%94%ec%9d
%b4%eb%93%a0-%ed%96%89%ec
%a0%95%eb%b6%80-%ec%b6%9c
%eb%b2%94-%ec%9d%b4%ed%9
b%84-%ec%b2%ab%eb%b2%88/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https://ifes.kyungnam.ac.kr/ifes/6
578/subview.do?enc=Zm5jdDF8QE
B8JTJGbWF0ZXJpYWwlMkZpZmVz
JTJGMTc0MSUyRnZpZXcuZG8lM0Z
wYWdlJTNEMSUyNmN0Z3JUeXBlJ
TNEMCUyNnNyY2hDb2x1bW4lM0
RzaiUyNnNyY2hXb3JkJTNEJTI2

06.04.

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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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를 향한 한미동맹: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
첫 번째 한미 정상회담에
대한 분석과 평가

제8차 당 대회 개정 규약에
대한 분석, 평가

J. James
Kim

김상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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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

06.16.

나, 우리, 너희의 대북인식

06.16.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
1년, 남북 연락·협의 채널
복구 필요성

06.21.

06.22.

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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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당 중앙위 제8기 제3차
전원회의: 경제부문 평가와
전망

당 중앙위원회 제8기 제3차
전원회의의 정치적 의미

노동당 규약 개정에 나타난
김정은 위원장의 정책구상:
남조선 혁명론 유지,
권력집중, 그리고 내부결속

저자

김갑식･박주화

최용환

임을출

김상범

차두현

출처

URL

통일연구원

https://www.kinu.or.kr/www/jsp/p
rg/api/dlV.jsp?menuIdx=351&categ
ory=53&thisPage=1&searchField=&
searchText=&biblioId=1549473

국가안보전략
연구원

http://www.inss.re.kr/publication/
bbs/ib_view.do?nttId=410017&bbsI
d=ib&page=1&searchCnd=0&searc
hWrd=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https://ifes.kyungnam.ac.kr/ifes/6
578/subview.do?enc=Zm5jdDF8QE
B8JTJGbWF0ZXJpYWwlMkZpZmVz
JTJGMTc0MiUyRnZpZXcuZG8lM0Z
wYWdlJTNEMSUyNmN0Z3JUeXBlJ
TNEMCUyNnNyY2hDb2x1bW4lM0
RzaiUyNnNyY2hXb3JkJTNEJTI2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https://ifes.kyungnam.ac.kr/ifes/6
578/subview.do?enc=Zm5jdDF8QE
B8JTJGbWF0ZXJpYWwlMkZpZmVz
JTJGMTc0MyUyRnZpZXcuZG8lM0Z
wYWdlJTNEMSUyNmN0Z3JUeXBlJ
TNEMCUyNnNyY2hDb2x1bW4lM0
RzaiUyNnNyY2hXb3JkJTNEJTI2

아산정책연구원

http://www.asaninst.org/contents/
%eb%85%b8%eb%8f%99%eb%8b
%b9-%ea%b7%9c%ec%95%bd-%e
a%b0%9c%ec%a0%95%ec%97%90
-%eb%82%98%ed%83%80%eb%8
2%9c-%ea%b9%80%ec%a0%95%e
c%9d%80-%ec%9c%84%ec%9b%9
0%ec%9e%a5%ec%9d%98-%ec%a
0%95%ec%b1%85%ea%b5%a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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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미국
■ North Korean Cyberattacks Pose Threat to U.S.
(Bruce Klingner and Luke Kim, Daily Signal, 2021.6.2.)
Ÿ 북한은 2007년부터 은행 및 가상화폐에 대한 사이버 공격 및 테러에 가담해 왔으며,
코로나19 백신을 연구하는 제약회사에 대한 공격도 있었음.
- 미국 법무부는 전 세계 은행 및 기업으로부터 13억 달러를 훔치거나 빼돌리는
혐의로 지난 2월 북한 해커 3명을 기소한 바 있음.
- 이들은 2014년 소니 픽쳐스에 대한 사이버 공격을 시작하고 소속 직원에 대한
민감한 정보를 훔쳐 김정은 위원장을 조롱하는 영화의 개봉을 막기 위해
“9/11식 공격”으로 위협함.
- 북한의 사이버 공격은 영국 국민보건서비스(NHS)부터 인도의 새로운 원자력
발전소 해킹까지 다양하며, 적어도 17개국에서 금융기관과 가상화폐 거래소를
겨냥한 수십 건의 공격이 있었음.
Ÿ 북한은 은행 및 기타 금융 기관에 대한 사이버 공격으로부터 최소 20억 달러를
확보함.
- 유엔 전문가 패널에 따르면, 북한 해커들은 정부가 핵무기 프로그램에 자금을
조달하고 대북 제재를 회피하기 위한 자금을 모으고 있음.
- 이들은 다크웹과 같은 기술을 악용하여 해커를 고용하여 사이버 공격을 시작하고
가상 화폐를 세탁함.
Ÿ 미국은 국가 안보에 해를 끼치는 것으로 간주되는 공격에 대응하기 위해 다양한
징벌적 조치들을 해야 함.
- 북한의 사이버 범죄는 대북제재를 훼손하고 정권의 핵･미사일 프로그램을
축소하려는 국제적 노력을 제한함.
- 미국 정부는 북한의 사이버 공격에 대응하여 은행과의 협력을 강화하여 자금세탁을
막아야 하며, 사이버 방어를 개선하기 위해 민간 부문과 협력해야 함.
- 미국은 사이버 방어를 강화하기 위해 전 세계적인 차원에서 다른 정부뿐만 아니라,
민간 부문과 협력하는 포괄적인 국가 대전략을 수립함으로써 사이버 위협을
국가우선순위로 삼을 필요가 있음.
- 또한 미국은 기존 법률을 보다 완벽하게 시행해야 하며, 가상화폐 교환에 대한
더 큰 규제를 포함한 추가적인 입법 및 행정 조치가 필요한지 평가해야 함.
※ 원문 https://www.dailysignal.com/2021/06/02/north-korean-cyberattacks-pose-threat-to-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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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rth Korea: Why the Kingdom of Kim Jong Un Can Never Be Normal
(Doug Bandow, The National Interest, 2021.6.14.)
Ÿ 북한이 핵무기를 보유할 수 없다고 주장한 지 3년이 지난 지금 미국은 대북정책이
실패했다는 것에 마주해야 함.
- 미국의 정책입안자들은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받아들이고 정상국가로 대하는
것을 고려해야 하며, 더 이상 북한의 핵무기 개발을 막는 것은 말이 되지 않음.
Ÿ 미국은 북한을 막을 수 있는 현실적인 전략이 없음.
- 김정은 위원장과 북한 지도부를 움직이려면 충분한 강압과 신뢰가 합쳐져야 함.
- 예방적 군사 공격 및 위협은 한국을 황폐화시키고 수천 또는 수만 명의 미국인을
사망하게 하고, 주변 국가에 전쟁을 일으키는 위험에 빠뜨릴 것
- 북한의 보복을 막거나 대응하지 못하도록 설득하기 위해 북한 정권을 무너뜨리는
시도는 잠재적으로 수백만 명의 목숨을 거는 도박이 될 것
- 또한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 개발을 완료하면 미국의 여러 도시들이 공격받을
수 있기 때문에 군사행동은 실행가능한 옵션이 아님.
Ÿ 경제 제재는 실패했으나, 효과가 없다는 것은 아님.
- 그러나 북한이 핵･미사일 프로그램을 포기하도록 충분한 고통을 주지는 못함.
- 미국의 강경파들은 특히 중국의 은행과 기업에 대한 제한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하는데 지난 1년 동안 강한 제재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살아남음.
Ÿ 중국은 북한의 붕괴가 가져올 결과를 두려워하고 있으며, 한미동맹에 반대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을 도울 이유가 없음.
- 또한 중국 당국자들의 압박만으로 북한이 핵무기를 포기하도록 강요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음.
Ÿ 가장 최고의 실용적 전략은 협상이며, 이것이 성공하려면 상호신뢰가 필요함.
- 북미관계 및 역내 상황 개선이 포함된 싱가포르 공동성명의 이행이 유일한 희망
- 비핵화나 군축이 성공할 수 있으려면 북미 간 정상적인 관계 수립이 필요함.
- 가장 현실적인 것은 비핵화로 이어질 수 있는 관계 발전을 위해 군비 통제에
초점을 맞추는 것
- 좀 더 광범위하고 정상적인 관계 개발을 위해 문화 교류 및 경제 관계 등의
외교 관계가 특히 중요함.
※ 원문 https://nationalinterest.org/blog/korea-watch/north-korea-why-kingdom-kim-jong-un-can-ne
ver-be-normal-1876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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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7 Summit Cannot Overcome Strained South Korean-Japanese Relations
(Bruce Klingner, Daily Signal, 2021.06.18.)
Ÿ G7 정상회의에 앞서 한일 간 논쟁적인 역사적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잠재적 진전이
있을 조짐이 보였음.
- 2018년 한국 대법원 판결에서 일본 기업들에게 전쟁 강제 노동에 대한 보상을
지급하라고 명령했으며, 이는 현재 양국 관계의 침체로 이어짐.
- 바이든 행정부는 미국 고위 관리들과 한국과 일본 고위 관리들 간의 회담을
중재했으며, 설리번 국가안보보좌관은 지난 4월 관계자들과 만나 북미 및 기타
안보 문제를 논의함.
Ÿ 한일 정상회담의 좌절에도 불구하고 바이든 행정부는 역사적 적대감과 현안을
분리함으로써 미국의 중요한 아시아 동맹국들 간의 관계 개선을 위한 노력을
계속해야 함.
- 조 바이든 대통령,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 커트 캠벨 국가안보회의 인도태평양
조정관 등 바이든 행정부 관계자들은 오바마 행정부 시절 한일관계 회복을 위한
노력에 참여하여 2015년 위안부 합의를 이끌어 낸 바 있음.
- 당시 바이든 부통령은 한일 정상과 직접 만나 양자회담을 주최했으며, 지금도
이러한 회담을 주선해야 함.
Ÿ G7 정상회의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지도자들의 만남은 아시아 안보 문제를
다루는 데 성공적이었음.
- 두 회의 모두 북한의 핵･미사일 프로그램에 대한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포기라는 목표에 대한 약속을 재확인했으며, 모든 국가에서 UN 결의안과
관련된 제재를 완전히 이행할 것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함.
※ 원문 https://www.dailysignal.com/2021/06/18/g-7-summit-cannot-overcome-strained-south-kore
an-japanese-relations

■ North Korea May Be on the Brink of Collapse—Or Not.
(Ted Galen Carpenter, The National Interest, 2021.06.23.)
Ÿ 북한은 내부적으로 매우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을 것임.
- 올해 초 김정은 위원장은 코로나19와 경제 위기가 북한에 심각한 타격을 주었음을
공개적으로 인정했음.
Ÿ 수십 년간 지속되어 온 북한의 군주제와도 같은 통치 방식은 마르크스-레닌주의
경제의 치부와 결합되어 북한에 치명타를 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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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반세기 동안 해체된 정권들의 예를 보아도, 경직된 독재 정권은 겉으로는
힘과 통제력이 여전해보이나 하룻밤 사이에 무너지기 쉬움.
Ÿ 북한의 경우, 붕괴의 결과는 실로 광범위할 수 있음.
- 한국과 중국에 대규모 난민 유입을 초래할 수 있으며, 양국 외에 나머지 국제
사회가 겪어야만 하는 경제적 부담은 엄청날 것
- 수십 년 동안 고립과 세뇌를 겪어온 인구를 통합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며,
북한의 주변국들은 갑작스런 정권 붕괴보다는 정치, 경제적 변화를 통한 연착륙을
선호할 것
Ÿ 미국과 북한의 주변국들은 북한 정권이 곧 붕괴되리라는 기대를 상정한 정책 수립을
해서는 안 됨.
- 김 위원장은 여전히 핵무기고를 통제하고 있으며, 동아시아의 평화를 다방면에서
해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음.
- 북핵 문제를 완화하고 북한과의 관계정상화를 위한 건설적인 포용 정책을 추진
해야 함.
- 북한의 붕괴를 예상하고 그 시나리오에 따라 대북정책을 수립하는 것은 미국의
외교정책 희망사항에 해당할 뿐이며, 이는 상당한 위험을 수반하고 부정적인
결과들만을 가져올 것
※ 원문 https://nationalinterest.org/blog/korea-watch/north-korea-may-be-brink-collapse%E2%80%94
or-not-188407

■ 더 읽어보기
일자

제목

저자

출처

URL

06.03.

An Economic Blueprint
for North Korea

Krishna B.
Kumar

The National
Interest

https://nationalinterest.org/blog/ko
rea-watch/economic-blueprint-nor
th-korea-186833

06.03.

The North Korea Threat
Is Growing. U.S.-South
Korea Military Training
Must Press Forward

David Maxwell

Foundation for
Defense of
Democracies

https://www.fdd.org/analysis/2021
/06/03/the-north-korea-threat-isgrowing/

06.04.

The Biden-Moon
Meetings: Much Ado
About Something?

Rafiq Dossani

RAND
Corporation

https://www.rand.org/blog/2021/0
6/the-biden-moon-meetings-much
-ado-about-something.html

06.08.

North Korea’s Kim
Jong-un: Did He Lose
Weight?

Stephen
Silver

The National
Interest

https://nationalinterest.org/blog/ko
rea-watch/north-koreas-kim-jongun-did-he-lose-weight-187194

12

Ⅰ 2021년 6월

일자

제목

저자

출처

URL

06.09.

Missile Defense
Strategy, Policies, and
Programs in Review of
the Defense
Authorization Request

Ankit Panda

Carnegie
Endowment
for
International
Peace

https://carnegieendowment.org/20
21/06/09/missile-defense-strategy
-policies-and-programs-in-review
-of-defense-authorization-request
-pub-84737

06.15.

Note to President Biden:
Talk to Kim Jong Un

Kenneth B.
Dekleva M.D.

38 North

https://www.38north.org/2021/06/
note-to-president-biden-talk-to-ki
m-jong-un/

06.17.

Sharp Focus: A Unique
View of North Korea’s
Sinpo South Shipyard

Joseph
Bermudez
and Victor
Cha

CSIS Beyond
Parallel

https://beyondparallel.csis.org/shar
p-focus-a-unique-view-of-northkoreas-sinpo-south-shipyard/

06.18.

Kim Carefully Nudges
the Dialogue Door Open
Wider

38 North

38 North

https://www.38north.org/2021/06/
kim-carefully-nudges-the-dialogue
-door-open-wider/

06.21.

Inflation and Money
Confusion Accompanies
Kim Jong Un’s “Tense
Food” Remarks

William
Brown

38 North

https://www.38north.org/2021/06/
inflation-and-money-confusion-ac
companies-kim-jong-uns-tense-f
ood-remarks/

06.23.

Alternate Paths to
Resuming Negotiations
With North Korea

Joseph R.
DeTrani

38 North

https://www.38north.org/2021/06/
alternate-paths-to-resuming-nego
tiations-with-north-korea/

06.23.

Not No, But Not Yet:
Pyongyang Reacts to
Washington’s Reaction

38 North

38 North

https://www.38north.org/2021/06/
not-no-but-not-yet-pyongyang-re
acts-to-washingtons-reaction/

06.24.

North Korea Upgrades
Sunchon Airbase

Joseph S.
Bermudez Jr.
and Victor
Cha

CSIS Beyond
Parallel

https://beyondparallel.csis.org/north
-korea-upgrades-sunchon-airbase/

06.24.

North Korea’s Enduring
Economic and Security
Presence in Africa

Samuel
Ramani

38 North

https://www.38north.org/2021/06/
north-koreas-enduring-economicand-security-presence-in-africa/

06.25.

North Korean Stability is
in the Eye of the
Beholder

Patrick M.
Cronin

The National
Interest

https://nationalinterest.org/blog/bu
zz/north-korean-stability-eye-beh
older-188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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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중국
■ 남북관계의 깊은 교착상태의 원인과 전망
(리쥔, 평화와 발전, 2021.No.03.)
(李军, 朝韩关系深陷僵局的原因及前景, 和平与发展, 2021.No.03.)
Ÿ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을 계기로 크게 개선된 남북관계는 2019년부터 후퇴하여
아직 회복의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음.
- 남북관계 전반은 미국 요인, 북핵문제, 남북 상호작용, 코로나19 변수 등이 복잡
하게 얽혀 있으며, 미국 바이든 정부 출범과 문재인 정부의 집권 말기 진입으로
남북관계의 불확실성이 높아지는 등 여전히 많은 도전에 직면
Ÿ 남북이 관계개선을 위한 보조를 맞추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은 한국 정부에
대한 통제를 계속 강화할 것
- 2021년 3월 한･미 외교･국방장관 ‘2+2’회담에서 북한 핵･미사일 문제를 포함한
한반도와 관련된 모든 문제를 포괄적으로 조율된 대북 전략의 틀 안에서 해결해
나가기로 합의
- 북한은 한국이 남북관계의 책임 있는 당사자임에도 불구하고 미국에 의존하여
자주적인 길을 걷지 않고 남북관계와 북미관계의 선순환에만 열중하고 있다고
생각함.
- 미국과의 조율을 통해 한국의 대북 입장을 표명하는 것은 결국 한국의 외교가
강대국이 원하는 방향으로만 끌려가 독립적 운영 공간이 축소됨을 의미
Ÿ 향후 북핵문제는 남북관계 개선의 가능성을 더욱 제한할 것으로 전망
- 바이든 행정부가 ‘빅딜’도, ‘전략적 인내’도 아닌 외교적 수단을 통해 한반도의
비핵화를 이루겠다고 표명했으나 북한은 미국이 주장하는 ‘외교’는 대북 적대
시 정책을 감추기 위한 겉옷에 불과하다고 인식
- 북미 간 불신이 여전히 뿌리 깊고 북핵문제를 둘러싼 이견이 첨예해 양자관계
및 북핵문제는 돌파구 마련은 어려워 보임.
Ÿ 문재인 정부는 국내 정치적 상황과 여론에 막혀 남북관계의 획기적 추진이 쉽지
않음.
- 2022년 대선 전초전이었던 4.7 보궐선거의 패배에서 알 수 있듯이 여당에 대한
지지도가 크게 하락하였을 뿐 아니라,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 서해 공무원
총살사건 등 북한의 예측 불가한 행태로 인해 남북관계 비관론이 높아지고 있어
남북관계에 승부수를 던질 수 있는 확고한 사회적 기반 미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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Ÿ 코로나19도 남북대화와 협력 재개의 부정적 요인으로 작용
- 2019년 IOC 집행위원회는 남북 선수들의 도쿄 올림픽 공동입장을 승인하고
일부 종목에서 남북 단일팀을 구성하고자 했으나, 북한이 코로나19를 이유로
올림픽 불참을 선언하면서 올림픽을 계기로 다시 한 번 경색국면을 타개하려는
정부의 노력이 무산
Ÿ 남북관계가 계속되는 부침에서 벗어나 화해협력의 새로운 지평을 열려면 상호
존중과 이해, 특히 고도의 정치적 지혜와 전략적 각성이 필요
※ 원문 https://kns.cnki.net/kcms/detail/detail.aspx?dbcode=CJFD&dbname=CJFDAUTO&filename=HPF
Z202103005&v=zQRXC6JvGUWoP7fky0UdBgec9Aqoic8z0oXzFHcwHESRZA3o4Xl6LriKL46gGqn9

■ 의무에 기초한 협력: 역할이론과 미중의 동아시아 안보 상호작용
(리카이셩, 국제안보연구, 2021.No.04.)
(李开盛, 基于义务的合作：角色理论与中美东亚安全互动, 国际安全研究, 2021.No.04.)
Ÿ 국가 간 공동이익은 국제 안보협력의 중요한 기초이지만 미중은 이익 충돌의 지점이
많은 만큼 이익이 아닌 의무를 강조하는 역할 기반의 협력 모델이 필요
- 국제 안보관계에서 관련국의 역할 및 의무에 따른 협력을 통해 상대적으로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규범과 해결방안 제공이 가능
Ÿ 한반도 핵 문제, 남사군도 영유권 분쟁 등 동아시아 안보의 주요 문제에서 미중의
역할은 상호보완적이며 양국이 각자의 역할에 기초해 긍정적인 상호작용을 할 수
있는 접점이 있음.
- 최근 지역 패권 이익을 추구하는 미국이 역할과 의무 이행에 태만한 추세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음.
- 미국은 북핵 문제에서 역할과 책임을 회피하고 남사군도 영유권 분쟁에서는
제3국의 편 가르기를 시도하면서 미중 간 충돌 심화와 동아시아 안보 정세
복잡화를 초래
Ÿ 미국의 역할 복귀를 위한 정책적 제안이 제기되었지만 동아시아 안보 이슈에서
미중 간 의무에 기초한 협력을 추진하는 것이 어렵다는 점은 인정해야 함.
- 바이든 정부가 협력할 때에는 협력하고 경쟁할 때에는 경쟁한다는 대중국 태도를
천명함에 따라 기후변화 등의 의제에서는 협력의 물꼬를 텄으나, 남중국해에서
항행의 자유와 같은 의제에서는 이익에 기초한 대립이 불가피할 것

15

Ⅰ 2021년 6월

Ÿ 의무와 역할에 기초한 협력의 경로를 제시하고 그 가치를 시험해보는 것이 중요
- ‘패권 대 굴기’의 게임 논리에 갇혀 미국의 역할 미이행과 도의적 무책임을
더 이상 방관해서는 안 됨.
- 의무와 역할에 기초한 협력에 대한 인식이 공유되면서 국제적 여론과 외교적
분위기가 형성된다면 미국의 행위를 규제하는 규범을 강화하고 미중 양국이
협력할 수 있는 행동지침을 제공하는데 도움이 될 것
※ 원문 https://kns.cnki.net/kcms/detail/detail.aspx?dbcode=CJFD&dbname=CJFDAUTO&filename=GG
XB202104004&v=8%25mmd2F18lQGqTMsJXBL20XL2MsocRYcwmW2Z1Clj7%25mmd2F%25m
md2FT1uCz7RIvVYoZMF3d4yvwIo9e

■ 더 읽어보기
일자

제목

저자

2021.
No.4

인도-태평양 개념 하의
동아시아 지정학 구조의 변화와
중국의
전략적 선택
<“印太”概念下东亚地缘
政治结构的转变及中国的战略
选择>

刘雪莲
(리우쉐리엔)
郭鸿炜
(궈홍웨이)

2021.
No.3

미국 인도-태평양 전략의
중국-아세안의 21세기
해상실크로드에 대한
도전과 대응
<美国“印太战略”对中国-东盟
共建“21世纪海上丝绸之路”的
挑战与应对>

16

출처

URL

동북아논단
(东北亚论坛)

https://kns.cnki.net/kcms/detail/
detail.aspx?dbcode=CAPJ&dbna
me=CAPJLAST&filename=DBYL2
0210618003&v=fgVSydHIl49autE
4EYA8Adql3jOUKq1C1gTOJvZxd
wiWEszH2FjtZGFmYDtXTKGC

罗圣荣
(뤄셩룽)
赵祺
(자오치)

평화와 발전
(和平与发展)

https://kns.cnki.net/kcms/detail/
detail.aspx?dbcode=CJFD&dbna
me=CJFDAUTO&filename=HPFZ
202103007&v=zQRXC6JvGUX7t9
rHNpmhPtJi%25mmd2BC6FVJlk
RfvekaU8TnwT8quFz%25mmd2F
J88fF29Lh3iuwU

6.4.

미국의 대북정책,
무슨 속셈인가
<美对朝政策，
葫芦里卖的什么药>

왕판
(王帆)

환구시보
(环球时报)

https://opinion.huanqiu.com/artic
le/43OPwea33aT

6.9.

본래의 의미를 잃어버린 G7
<G7早已失去本来的意义>

마틴 자크
(马丁･雅克)

환구시보
(环球时报)

https://opinion.huanqiu.com/artic
le/43ScBakHjd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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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일본
■ ‘대국경쟁의 시대’의 한반도와 질서의 행방
(한반도연구회, 일본국제문제연구소, 2021.5.31.)
(朝鮮半島研究会, 「『大国間競争の時代』の朝鮮半島と秩序の行方」,

日本国際問題研

究所, 2021.5.31.)
Ÿ (총론) 바이든 정부는 대북정책에 있어 이전 정권들의 직접대화, 다자대화 모두
불신을 갖고 있음.
- 또 하나의 특징은 미국이 대북정책에 있어서는 중국과의 연계를 추진한다는 것
- 이러한 미국의 전략은 북한이 ‘중국에 의존하면서 미국과의 새로운 관계 구축’
전략을 추진하게 할 것
- 한국 역시 남북관계 개선에 대한 의지를 강화하여, 한일관계의 우선순위는 한미,
한중, 남북관계 이후로 밀려날 것임.
Ÿ (군사) 북한은 ‘전쟁억지전략’과 ‘전쟁수행전략’을 동시에 추구
- 전쟁수행전략은 한반도의 무력충돌이 국지적 교전, 주한미군의 개입으로 확전되어
미국과의 전면전에 이를 수 있다는 것을 상정하고, 단계별 대항전략을 세우고 있음.
- 그 최종 단계가 미 본토에 대한 핵공격이라 할 수 있음.
- 또한, 최근 북한의 무기개발 및 당대회에서 밝힌 무기개발목표를 볼 때, 두 개의
전략이 점차 수렴하면서 한반도에서 핵무기사용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음.
Ÿ (북중관계) 현재 북중관계는 전통적 우호관계의 부활이 아닌 자국의 이익을 위한
가장 적당한 선택이라고 볼 수 있음.
- 북한은 미국과의 관계가 악화될 때를 대비한 ‘뒷배’가 필요
- 중국은 북한에 대한 영향력을 미중관계에서의 협상카드로 사용하고자 함.
Ÿ (경제) 2020년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대응조치로 정치･경제적으로 통제강화와
‘친인민’에 대한 강조를 통해 체제안정을 목표함.
- 경제정책에서도 ‘인민대중제일주의’가 강한 영향을 미쳤으며, 대표적 사례가
수해 복구를 위한 대규모 캠페인이라고 할 수 있음.
- 당대회를 비롯한 각종 회의에서도 인민대중제일주의를 반영한 ‘통제강화･경제
효율화’를 중시
- 국내 공급망 정비, 연구개발 중시, 간부의 의식개선 등 새로운 시도도 많이 보임.
Ÿ 8차 당대회를 통해 경제정책에서 현실적인 상황판단과 계획책정을 중시하는 것으로
보이나, 실질적으로는 통제강화를 통한 계획경제의 강화(계획 밖으로 흐르는 자원을
회수)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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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 해당 자원의 일순위 활용은 핵개발 및 군사력 증강
- 체제･제도를 유지하면서 경제성장을 하기 위해 과학기술진흥을 강조
※ 원문 https://www.jiia.or.jp/research/JIIA_Korean_Peninsula_research_report_2021.html

■ 제재 하 북한의 경제발전전략
(카미사와 히로유키, 세계경제평론IMPACT, 2021.6.14.)
(上澤宏之, 「制裁下における北朝鮮の経済発展戦略」, 世界経済評論IMPACT, 2021.6.14.)
Ÿ 북한은 코로나 및 경제재제 하에서도 경제재건을 위하여 제8차 당대회에서
‘자력갱생’ 노선을 중심으로 한 새로운 ‘5개년계획’을 발표
- 자력갱생과 내적 동력을 기반으로 물질기술적 토대 강화, 정비･보강전략을 추진
Ÿ 구체적인 실천전략으로는 첫째, 재자원화와 국산화의 추진이 있음.
- 목재가공공장에서 수입에 의존하던 접착제 대신 폐비닐을 활용해 내수합판을
제작하거나, 폐기되는 면들을 재가공하여 천을 다시 만드는 등의 노력을 기울임.
- ‘재활용으로 제품의 품질이 떨어지면, 재활용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줄 수 있다’
고 주장하며 ‘선질후량 원칙’도 동시에 강조
Ÿ 둘째, 경제 악화의 내적요인을 추궁
- ‘객관적 환경’ 뿐만 아니라 ‘주관적 환경’을 언급하면서 경제정체의 책임을
외부가 아닌 내부의 경제운영방법 및 사업방식의 불합리성으로 지적
- 노동신문에도 ‘자재, 자금, 노력’의 부족이 아닌 개개인의 ‘정신력 문제’였다는
기조의 글들이 기고됨.
Ÿ 셋째, 본위주의의 배제를 강조
- ‘기술전습회’, ‘경험교환회’ 등의 개최 및 ‘일반화’를 통해 규범･성공사례를
공유하고, 확산시키는 활동을 적극 추진
Ÿ ‘주체적 힘’, ‘내적 동력’ 등은 기존에 북한이 주장하던 것과 동일하나, 이번 당
중앙위원회 제7기 제5차 전원회의 및 제8차 당대회에서 논의된 사항들은 임시
방편적인 전략이 아닌, 항구적인 전략으로 잠재생산력과 내적 동력 총동원을
다시금 강조하고 있음.
※ 원문 http://www.world-economic-review.jp/impact/article2190.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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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7에서 한일정상회담을 거부했다고 으스대는 일본외교의 실패
(기무라 칸, Newsweek Japan, 2021.6.18.)
(木村幹, 「G7で日韓首脳会談を拒否したと威張る日本外交の失敗」, Newsweek Japan,
2021.6.18.)
Ÿ 2015년 박근혜 정부가 일본에 대해 완고한 자세를 취할 때, 아베 정권은 한국과의
대화를 추진하고자 한다고 적극 어필함.
- 한일 양국의 관계 개선을 바라는 미국의 적극적인 움직임으로 한일정상회담이
개최되었고, 그 결과로 이뤄낸 위안부합의는 한국에게 굴욕적인 결과였음.
- 당시 일본 정부는 한일관계 악화의 요인은 한국에 있다고 주장함과 동시에,
아베담화를 발표하는 등 스스로 역사수정주의자로서의 자세를 바꾸기 위해
노력을 기울임.
Ÿ 2021년 현재 한일관계에서는 전혀 반대되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음.
- G7 정상회담에서 한국이 일본에게 정상회담을 제안하였으나, 일본이 거부한 것
으로 나타남.
- 또한, 스가 장관은 ‘문재인 대통령이 인사를 청해왔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모습을
보이는데, 이는 국제회의에서 자신이 얼마나 소극적 자세였는지를 역으로 드러냄과
동시에 국제사회에 대화 의지가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역효과를 가지고 있음.
- 2015년과 마찬가지로 미국이 한일관계 개선을 희망하는 현 상황에서 대화의지가
없는 것을 보여주는 것은 스스로에게 압박을 가하는 치명적인 행위
Ÿ 물론, 위안부 및 강제징용 문제에 대해 ‘일본이 타협을 해야 한다’라는 의미는
아니나, 과거 트럼프-김정은 정상회담에서 나타나듯이 대화의 여지를 두는 것
자체는 정치적으로 중요한 옵션임.
- 또한, 대화를 거부한다는 것은 스스로 메시지를 발신하는 것을 거부하는 것으로
국제사회가 한국의 메시지만으로 한일관계를 판단하고, 일본측이 대화에 나서는
것을 두려워한다는 것으로 보일 수 있음.
Ÿ 현재 올림픽 개최에 대한 전 세계의 지지가 필요한 일본 입장에서 만약 문재인
대통령이 올림픽을 계기로 일본을 방문할 경우 이를 무시하기는 힘들 것
- 대화를 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적극 어필하는 것은 결코 일본에게 득이 되지 않음.
※ 원문 https://www.newsweekjapan.jp/kankimura/2021/06/g.ph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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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호

바이든 정권: 인도태평양 지역에 대한
연합접근(coalition approach)
<バイデン政権：インド太平洋地域に
おけるコアリッション･アプローチ>

Sheila A.
Smith

국제연구
(国際研究)
No. 701

https://www2.jiia.or.jp/kokus
aimondai_archive/2020/2021
-06_006.pdf

6.12.

한미정상회담, 한국 대통령이
‘자화자찬’ 할 만 한가?
<米韓首脳会談､韓国大統領の
｢自画自賛｣は本物か>

후쿠다
케이스케
(福田恵介)

주간 동양경제
PLUS
(週間東洋経済
PLUS)

https://premium.toyokeizai.n
et/articles/-/27194#contd

6.15.

한국 ‘강제징용재판’,
사법판단은 왜 엇갈렸는가
<韓国｢徴用工裁判｣､
司法判断はなぜ分かれたか>

야쿠시지
카츠유키
(薬師寺克行)

동양경제
ONLINE
(東洋経済
ONLINE)

https://toyokeizai.net/articles
/-/434229

6.21.

한일정상회담의 불발과
양국관계개선을 위한 미국의 움직임
<不発に終わった日韓首脳会談と
両国関係改善に向けた米国の働きかけ>

노무라
종합연구소
(野村
総合研究所)

https://www.nri.com/jp/kno
wledge/blog/lst/2021/fis/kiu
chi/0621

키우치
타카히데
(木内登英)

6.23.

대일관계를 개선하고자 하는 문재인,
양보할 이유가 없는 스가 요시히데
<対日関係を改善したい文在寅、
歩み寄る理由がない菅義偉>

Carle
Glenn

Newsweek
Japan

https://www.newsweekjapan
.jp/glenn/2021/06/post-66.php

6.29.

미중과의 거리감을 고심하는 한국
<米中との距離感に腐心する韓国>

사코 코지
(酒向浩二)

미즈호
인사이트
(みずほ
インサイト)

https://www.mizuho-ir.co.jp/
publication/report/2021/pdf/i
nsight-as210629.pdf

6.29.

바이든 정권의 ‘북한정책’이
불명료한 원인
<バイデン政権｢北朝鮮政策｣が
何とも不明瞭な真因>

Daniel
Sneider

동양경제
ONLINE
(東洋経済
ONLINE)

https://toyokeizai.net/articles
/-/4373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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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러시아
■ 김정은이 영화, 청바지, 비속어에 대한 전쟁을 선포해(Ким Чен Ын объя
вил войну фильмам, джинсам и сленгу)
(올가 레베데바, pravda.ru, 2021.06.07.)
Ÿ 북한에서 외국의 영향을 없애기 위한 법안이 발효됨에 따라 외국 영화를 시청 및
배포하거나, 수입 의류를 입거나, 비속어를 사용하는 경우 중형에 처해질 수 있음.
- 김정은 북한 노동당 총비서는 최근 국영 매체에 보낸 서신을 통해 외국식 화법,
헤어스타일 및 복장을 “위험한 독극물”이라 칭하고 북한의 젊은이들 사이에 존재
하는 수상하고, 개인주의적이며, 반(反)사회주의적인 행동을 근절할 것을 촉구함.
Ÿ 전문가들은 북한 내부 사정이 점점 더 악화하자 김정은 총비서가 북한 주민들의
외국 정보에 대한 접근을 차단하기 위해 노력 중이라 분석함.
- 북한이 작년에 감염병 대응을 위해 국경을 폐쇄하면서 중국으로부터의 생필품
공급이 사실상 중단돼 수백만의 사람들이 굶주리고 있지만, 북한 내부의 실제
상황에 대한 신뢰할 수 있고 검증된 정보는 부재한 것으로 판단됨.
- 북한의 자가격리는 체제의 핵 자존심을 위한 자금 투입으로 이미 취약한 경제를
더욱 악화시켰으며, 김정은 총비서는 연 초에 이미 북한 인민들이 “반드시 극복
해야 하는 역사상 최악의 상황”에 당면했음을 인정한 바 있음.
※ 원문 https://www.pravda.ru/news/world/1620829-severnaja_koreja/

■ 전원회의에서 식량 문제가 받아들여져(На пленуме принята продовол
ьственная проблема)
(세르게이 스트로칸, kommersant.ru, 2021.06.17.)
Ÿ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제3차 전원회의에서 인민의 삶과 경제의 당면 문제를
해결하고 주요 국가사업을 강성하고 올바르게 추진할 방안들이 논의된 가운데,
전통적으로 활용되어 온 화려한 수사들 사이로 격화되는 문제 상황을 증명하는
낯선 표현들이 등장함.
- 김정은 총비서는 농업 부문에 부과했던 과업이 충족되지 못했으며, 그 결과
북한에 극심한 식량 부족이 발생했다고 인정함.
- 김정은 총비서는 작년 발생한 태풍을 피해의 원인으로 언급하고 농업 종사자들이
식량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행동할 것을 주문함.
- 한국 정보 당국에 따르면 작년의 흉작으로 인해 북한에선 백만 톤의 식량이
부족한 상태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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Ÿ 이번 전원회의에서 언급된 또 하나의 문제는 코로나19 감염병이었음.
- 김정은 총비서는 악성 바이러스로 인해 건강과 관련한 세계적 위기가 심화하는
상황에서 국가에 의해 반드시 달성되어야 할 “전염병 비상 방제”를 촉구함.
- 한국의 문재인 대통령이 백신 공급을 제안했고 이에 앞서 지난 2월엔 코백스
(COVAX) 프로그램이 이백만 회 분량의 AZ백신 지원을 알려왔음에도, 실제
백신 공급은 북한이 인도적 지원을 수용할 준비가 되지 않아 연기된 바 있음.
- 미국의 CNN에 따르면 북한은 COVAX 측에 전국적인 백신 접종 계획과 접종
완료 인원들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원치 않음.
Ÿ 점증하는 국내 문제에도 북한은 군사적 잠재력 강화를 위한 투자를 이어가는 중임.
- 전체회의를 앞두고 개최된 조선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 회의에선 북한군 전투력
강화와 급변하는 한반도 정세에 부합하는 전반적인 방위 성과 보장을 위한 중요
과업들이 공식화됐으며, 김정은 총비서는 당의 강군 건설 노선을 확고히 이행
할 것을 주문함.
※ 원문 https://www.kommersant.ru/doc/4858123?query=корея

■ 김정은 총비서가 미국의 새로운 대북 노선에 응답해(Ким Чен Ын дал
ответ на новую линию США в отношении КНДР)
(올례그 키리야노프, rg.ru, 2021.06.18.)
Ÿ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김정은 총비서는 6월 18일 진행한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제3차 전원회의에서 최근 미국이 채택한 공식적인 대북 노선과 관련해 북한이
대화뿐만이 아니라 대결도 함께 준비해야 한다고 반응함.
- 이와 함께 김정은 총비서는 시시각각 변화하는 정세에 대응하고 한반도 상황의
안정적인 관리에 노력할 것을 촉구함.
Ÿ 외국의 전문가들은 이러한 반응을 긍정적인 신호로 인식하고 북한이 미국과의
대화에 원칙적으로 준비됐다고 해석함.
- 한국은 김정은 총비서의 이 같은 발언을 미국과의 대화에 임할 준비가 됐다는
징후이자 최소한 현 단계에선 긴장을 고조시키지 않겠다는 결정으로 받아들임.
- 미국이 지속적으로 북한에 대화 개시를 요구하고 있음을 고려하면 가까운 시일
내에 북한과 미국이 직접적인 대화를 시작할 방안을 찾을 것으로 기대할 수 있음.
※ 원문 https://rg.ru/2021/06/18/kim-chen-yn-dal-otvet-na-novuiu-liniiu-ssha-v-otnoshenii-kndr.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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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읽어보기
일자

제목

저자

출처

URL

06.03.

한국은 북한의 미사일을
겁내지 않아도 된다
(Сеул может не бояться
ракет с Севера)

로만 쿠즈네초프
(Роман
Кузнецов)

ng.ru

https://nvo.ng.ru/forces/2021
-06-03/11_1143_missile.html

06.04.

김치 전쟁. 어떻게 역사와
민족주의가 중국과 한국을
충돌하게 만드는가?
(Война за кимчхи.
Как история и
национализм
сталкивают Китай и
Южную Корею)

안드레이 란코프
(Андрей
Ланьков)

Carnegie Moscow
Center

https://carnegie.ru/commen
tary/84599

06.08.

전염병 대응을 위해
편집증에 빠진 정부?
(ВПАСТЬ В
ПАРАНОЙЮ, ЧТОБЫ
БЫТЬ ГОТОВЫМ К
ПАНДЕМИИ?

나일 페르규손
(НАЙЛ
ФЕРГЮСОН)

Russia in Global
Affairs

https://globalaffairs.ru/articl
es/vpast-v-paranojyu-pand
emii/

06.09.

살이 빠진 김정은이 북한
전문가들을 불안하게
만들어
(Похудевший Ким Чен
Ын обеспокоил
экспертов по Северной
Корее)

알례나
미클라셰프스카야
(Алена
Миклашевская)

Kommersant.ru

https://www.kommersant.r
u/doc/4849717

06.10.

북한을 향한 군사-외교적
허세의 결과들에 대해
(О результатах
военно-дипломатическ
ого блефа на
северокорейском
направлении)

안드레이 란코프
(Андрей
Ланьков)

Valdai discussion
club

https://ru.valdaiclub.com/a/
highlights/o-rezultatakh-voen
no-diplomaticheskogo-blefa/

06.18.

벨트를 더 꽉 조인: 왜
김정은의 살이 빠졌나
(Затянул ремешок
потуже: зачем худеет
Ким Чен Ын)

안나 비노그라도바
(Анна
Виноградова)

gazeta.ru

https://www.gazeta.ru/lifest
yle/style/2021/06/a_136515
26.shtml

06.21.

일본과 한국: “불화의 섬”
(Токио и Сеул:
«острова раздора»)

올례그 파라모노프
(Олег
Парамонов)

The International
Affairs

https://interaffairs.ru/news/
show/3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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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

제목

저자

06.22.

공포와 쌀에 관하여: 북한에
실제로 식량 위기가 닥쳤나
(На страх и рис: на
самом ли деле в КНДР
продовольственный
кризис)

나탈리야
포르탸코바
(Наталия
Портякова)

출처

URL

iz.ru

https://iz.ru/1181673/natalii
a-portiakova/na-strakh-i-ris
-na-samom-li-dele-v-kndr
-prodovolstvennyi-krizis

06.23.

북한사람들은 왜 김씨
왕국을 신격화하는가
(Почему династию
Кимов боготворят
северокорейцы)

이고르 부케르
(Игорь Буккер)

pravda.ru

https://www.pravda.ru/worl
d/1622842-severnaja_koreja
/?utm_source=yxnews&utm
_medium=desktop&utm_ref
errer=https%3A%2F%2Fyan
dex.ru%2Fnews%2Fsearch
%3Ftext%3D

06.24.

중간 실용주의 노선.
조 바이든은 김정은을
회담 테이블에 앉힐 수 있을
것인가?
(Среднее
прагматическое.
Сможет ли Джо Байден
усадить Ким Чен Ына
за стол переговоров?)

이반 레베데프
(Иван Лебедев)

tass.ru

https://tass.ru/opinions/117
41193

06.26.

미국과 북한:
“흥미로운 신호들”
(Вашингтон и Пхеньян:
«интересные сигналы»)

블라디미르
페트로프스키
(Владимир
Петровский)

The International
Affairs

https://interaffairs.ru/news/
show/305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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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북한 관련 동향

1. 북한 주요 일지(6.1.∼6.30.)
일자

대내

06.01.
(화)

Ÿ 김덕훈(내각 총리) 현지요해(함경남북도, 단천･회령
시와 홍원･북청･금야･고원군)
– 김책제철연합기업소･청진제강소･무산광산연합기
업소･라남탄광기계연합기업소･회령탄광기계공장
및 여러 농장 영농실태 파악과 대책 강구

06.02.
(수)

Ÿ 청년동맹(사회주의애국청년동맹) 제10기 제2차
전원회의 확대회의(화상)
– 김정은 총비서 서한(청년동맹 제10차 대회) 제시
과업관철 토의 및 보고, 토론
– 결정서 초안에 대한 연구에 기초하여 해당한
결정서 채택

Ÿ 총련 본부위원장회의(~6/3, 도쿄)
– 총련중앙상임위원회 의장(허종만), 제1부의장 겸
조직국장(박구호), 중앙 상임위원들 참가

06.04.
(금)

Ÿ [김정은 공개활동] 당 중앙위 제8기 제1차 정치국
회의(당 중앙위 본부청사)
– 당 중앙위 정치국 상무위 위원들과 위원, 후보
위원들 참가

Ÿ [대일] ‘도쿄올림픽 홈페이지에 독도 自國영토로
표기’ 비난
– “신성한 올림픽경기대회를 영도강탈야망 실현에
악용해보려는 것으로 인류의 평화염원에 대한
우롱이며, 민족의 자주권을 유린하는 용납 못할
도발” (중앙통신)

06.06.
(일)

Ÿ [김정은 축전]
– 스웨덴 국왕(칼 구스타브 16세), 국경절

06.07.
(월)

Ÿ [김정은 공개활동] 당중앙위･도당위 책임간부들의
협의회(당 중앙위 본부청사)
– 조용원･김덕훈(당 중앙위 정치국 상무위 위원들),
당 중앙위 비서･부장들, 각 도당 책임비서들 참가

06.08.
(화)

Ÿ 적십자회대회( ~6/9, 화상)
– 2017년 ~ 2020년 사업총화 보고, 2030년까지
전략과 부문별 활동방향, 수정보충 규약 채택,
새 지도기관 성원들 선거 등
Ÿ 김덕훈(내각 총리) 현지요해(황해남도)
– 안악군, 신천군, 재령군, 신원군, 벽성군, 삼천군,
송화군 등 여러 군의 협동농장
– 앞그루밀, 보리작황과 모내기를 비롯한 영농실태
구체적으로 요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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Ÿ [대일]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 비난
– “국제법도, 전인류의 건강과 안전도 아랑곳하지
않는 위험한 환경파괴 범죄국”, “권모술수에 매여
달릴 것이 아니라 오염수 방류결정을 철회하여야
한다” (중앙통신)

Ÿ ‘조선평화통일지지 아시아태평양지역위원회 확대
회의’ 진행(화상)
– 아시아태평양지역위원회 공동위원장 피터 우즈
보고, 김정은 위원장에 올리는 편지 채택

06.09.
(수)

06.11.
(금)

대남･대외

Ÿ 당 중앙군사위원회 제8기 제2차 확대회의(본부청사)
– 당 중앙군사위원회 위원들, 각 군종사령관･군
단장들, 인민군당위원회 집행위원들, 당 위원회
성원들 참석

Ⅰ 2021년 6월

일자

대내

대남･대외

Ÿ 김덕훈(내각 총리) 현지요해(평양시 1만 세대 살림집
건설장, 평양기초식품공장)
– 살림집 건설에 필요한 철강재생산과 관련된
자재･설비 보장방안 토의
06.12.
(토)

Ÿ [김정은 축전]
– 러시아 대통령(블라디미르 푸틴), 국경절
– 필리핀 대통령(로드리고 두테르테), 독립 123주년

06.14.
(월)

Ÿ 오승호(주몽골 북 특명전권 대사), 몽골 대외관계성
부상과 담화
–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신임 몽골 대통령에게 보내는
축전을 전달하고 담화에서 쌍방은 두 나라 사이
의 전통적인 친선관계를 모든 분야에서 부단히
강화 발전시켜나갈 의지 표명

06.15.
(화)

Ÿ 당 중앙위 제8기 제3차 전원회의 개회
– 김정은 위원장 지도(사회･토의 의정 제시 등)
– ‘△올해 경제계획 무조건 완수 △사회주의제도
우월성 발양(반사회주의 등 투쟁) △비상방역 상황
장기성 대비’ 강조 등 상정된 의정 토의 등 진행

06.16.
(수)

Ÿ 당 중앙위 제8기 제3차 전원회의 2일 회의
– 상반년 사업총화 분석에 입각한 하반년 투쟁과업
들을 편향 없이 추진시키기 위한 구체적인 연구
토의를 위하여 부문별 분과들 조직･연구 및 협의회
진행

06.17.
(목)

Ÿ 당 중앙위 제8기 제3차 전원회의 3일 회의
– 국가정책과업들 집행하기 위한 추가적인 대책적
문제들을 반영한 결정서와 전당･전군･전민이 올해
농사 집중하여 알곡생산계획 완수할 데 대한 결
정서 채택
Ÿ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국토의 면모를 아름답게
하며, 인민들의 건강 증진과 생활환경 개선을 위하여
환경보호법 수정･보충

06.18.
(금)

Ÿ 당 중앙위 제8기 제3차 전원회의 폐회
– △당 중앙 지도기관 성원들의 2021년 상반년도
당 조직 사상생활 정형 총화 △조직문제 토의
△김정은 총비서 전원회의 결속 등

06.20.
(일)

Ÿ [김정은 공개활동] 당중앙 지도기관 성원들과 함께
‘국무위원회연주단 공연’ 관람
Ÿ 여맹(조선사회주의여성동맹) 제7차 대회(6/20~21,
평양)
– 김정은 총비서, 참가자들에게 서한 전달

06.21.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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Ÿ [대일] 일본의 ‘납치문제’ 대내외적 제기는 “특대형
반인륜범죄(일본군 위안부 강요 등) 은폐흉심”이
깔려 있는 것이고, ‘납치문제는 완전무결하게 해결되
었으며 일본 내부문제’라고 반박(외무성 홈페이지)

Ÿ 전 쿠바 총서기(라울 카스트로 루스), 김정은 국무
위원장에게 ‘쿠바 黨 8차대회 축전’에 대한 답전
– 쿠바 대통령(미겔 디아스카넬), 김정은 국무위원장
에게 ‘당 제1비서 선임 축전’에 대한 답전

Ÿ [김정은 축전]
– 이란 대통령 당선인(세예드 에브라힘 라이시)
Ÿ 리진군(주북 중국 대사),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
방북 2주년 계기 “우리는 조선 및 해당 각측과 의사
소통과 조율을 강화하면서 지역의 장기적인 안정을
실현하기 위한 문제를 함께 토의하고 지역의 평화와
안정, 발전, 번영에 적극적인 공헌을 할 것”이라
고 피력
Ÿ 주북 중국 대사관,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 상봉 2주년 기념 사진전시회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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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

06.22.
(화)

대내

대남･대외

Ÿ 여맹 제7차 대회 참가자들을 위한 강습 진행(평양)

Ÿ [대미] 김여정(당 중앙위 부부장), 전원회의에서 밝힌
대미 메시지에 대해 미국 백악관 안보보좌관이 “흥미
로운 신호”라고 한 것을 두고 “스스로 잘못 가진
기대는 자신들을 더 큰 실망에 빠뜨리게 될 것”이라
고 주장하는 담화 발표
Ÿ 최근 이스라엘이 가자지구에 공습을 감행하여 수많
은 인명피해를 발생시켰다며 “중동평화의 파괴자,
암적 존재”라고 비난(외무성 홈페이지)
Ÿ [대미] 리선권(외무상), 김여정 당 중앙위 부부장
담화(6/22) 환영 및 “무의미한 미국과의 그 어떤
접촉과 가능성에 대해서도 생각하지 않고 있다”고
담화 발표
Ÿ [대일] 일본의 독도 관련 주장은 일본의 영토야망이
도를 넘어섰음을 알리는 신호라고 비난(조선중앙통신)

06.23.
(수)

06.25.
(금)

Ÿ 최룡해(제1부위원장) 현지요해
– 광천닭공장 건설현장
Ÿ 여맹일꾼과 여맹원들 맹세모임 진행
– 리두성 노동당 중앙위 부장･조선사회주의여성동맹
제7차 대회 대표자들 참가
– 김정은 영도 따라 사회주의 건설의 새로운 고조기를
열어나가기 위한 맹세 진행
Ÿ 북한 외무성, ‘사회주의를 핵으로 하여 공고 발전
되고 있는 조중친선’ 게재(외무성 홈페이지)
– “오는 7월 11일은 조중우호, 협조 및 호상원조에
관한 조약체결 60돐이 되는 날”
– “조중친선협조관계는 앞으로 더욱 공고발전될것
이며 복잡다단한 국제정세속에서도 단결하고 협력
하고 지지성원하는 조중친선의 력사적전통은 보다
줄기차게 이어질것”

06.26.
(토)

06.27.
(일)

Ÿ 김덕훈(내각 총리) 현지요해
– 서부지구 여러 부문 사업(남흥청년화학연합기업소,
신의주화학섬유공장, 봉화화학공장, 평안북도 여러
시･군협동농장, 12월5일청년광산, 신의주마이싱공장)
– ‘△비료증산 △설비･자재 국산화비중 강화 △올해
알곡생산 목표 무조건 수행’ 강조

06.29.
(화)

Ÿ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제8기 제2차 정치국 확대
회의
– 김정은 총비서, 일부 일꾼들 비판하고 경제문제를
풀기 전 간부혁명을 일으켜야 할 때이며 간부들의
혁명적 수양과 단련을 강화해야 한다고 언급
– △당 중앙위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정치국 위원･
후보위원들 소환 및 보선 △당 중앙위 비서 소환
및 선거 △국가기관 간부들 조동 및 임명
Ÿ 최룡해(제1부위원장) 현지요해
– 황해북도 곡산군 협동농장･피복공장 등
– 전반적 농업생산의 안정성과 지속적장성, 시, 군의
발전 방향 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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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북한언론 주요 사설 및 논평
<대내>
■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8기 제1차 정치국회의 진행 (노동신문･조선중앙통신,
2021.6.5.)
Ÿ 6월 5일 노동신문 1면은 본부 청사에서 4일 개최된 당 중앙위 제8기 1차 정치국
회의의 사진과 기사, 결정서를 게재함.
- 김정은 총비서의 사회로 진행된 회의에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들과 당중앙위원회 정치국 위원, 후보위원들이 참가했으며, 주요 의정으로
“2021년도 당과 국가의 주요정책집행실태를 중간총화하고 경제사업과 인민생활
에서 절실한 현안들을 해결하는데 필요한 추가적인 국가적대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당중앙위원회 전원회의를 소집할데 대한 문제”를 논의
- 김정은 총비서는 상반기 주요정책과업의 부문별 집행실태를 개괄적으로 분석
하고, 현 국면에서 당의 영도적 역할을 높여 경제와 인민생활을 향상하기 위해
투쟁을 추동해야 한다고 강조
- 회의는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은 당중앙위원회 제8기 제2차전원회의에서
포치된 당면한 2021년도 주요당 및 국가정책의 집행실태를 중간총화하고
강력하고 정확히 추진해나가는데서 나서는 일련의 문제들을 토의결정하기 위하여
당중앙위원회 제8기 제3차전원회의를 6월 상순에 소집할것을 결정한다”는
결정서를 채택

■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 당중앙위원회와 도당위원회책임간부들의 협의회를
소집하시였다 (노동신문･조선중앙통신, 2021.6.8.)
Ÿ 6월 8일 노동신문 1면은 김정은 비서가 7일 도당위원회 책임간부들의 협의회를
본부청사에서 소집했다며 이에 대한 기사를 사진과 함께 게재함.
- 당중앙위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인 조용원, 김덕훈을 비롯해 당중앙위원회 비서,
부장들, 각 도당책임비서들이 협의회에 참가했으며, 당중앙위원회 전원회의 전에
하반기 주요정책집행에서 제기되는 구체적 실태를 부문별로 점검하고 실무적
문제들에 대하여 토의
- 김정은 총비서는 당중앙의 각 부서들과 정부기관들, 각 도당위원회들의 사업 및
연구방향에 대하여 지적하면서 당중앙위원회 전원회의를 계기로 국가경제사업과
인민생활 안정에서 실질적인 전환을 가져오기 위한 구상을 피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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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 그는 당중앙위원회와 정부, 각 도당위원회 책임간부들이 자기의 사명과
본분을 깊이 자각하고 헌신･분투해야 함을 강조했으며, 경제를 발전시키고
인민들의 물질문화생활수준을 높여나가는 데서 제기되는 일련의 대책적 문제와
관련한 강령적인 가르침을 전수함.

■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지도밑에 조선로동당중앙군사위원회 제8기 제2차 확
대회의가 진행되었다. (노동신문･조선중앙통신, 2021.6.12.)
Ÿ 6월 12일 노동신문은 1면에서 당중앙위 군사위원회 개최 기사를 사진과 함께
게재함.
- 회의는 당중앙위 본부청사에서 진행되었으며, 김정은 총비서의 지도 아래 조선
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 위원들, 조선인민군 각 군종사령관들과 군단장들, 인민
군당위원회 집행위원들, 당중앙위원회 해당 부서 성원들이 참가
- 회의에서는 최근 급변하는 조선반도 주변정세와 우리 혁명의 대내외적 환경의
요구에 맞게 혁명무력의 전투력을 더욱 높이고 국가방위사업전반에서 새로운
전환을 일으키기 위한 중요한 과업들이 제시되었으며 조직문제를 토의하고, 일부
군종, 군단급 단위 지휘관들을 해임 및 조동하고 새로 임명할 데 대한 조직
문제가 취급됨.
- 김정은 총비서는 “인민군대가 나라의 자주권과 안전을 굳건히 수호하며 당과
혁명사업, 국가와 인민의 리익, 사회주의건설을 보위하는 신성한 사명과 임무를
다하기 위하여서는 당의 군건설로선과 방침들을 한치의 드팀도 없이 완강히
관철해나가며 고도의 격동태세를 철저히 견지하여야 한다”고 강조

■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8기 제3차전원회의 개최 (노동신문･조선중앙통신,
2021.6.16.~19.)
Ÿ 6월 16일 노동신문･조선중앙통신은 15일 개회된 당중앙위 제8기 제3차 전원
회의 내용을 보도함.
- 김정은 총비서는 회의를 지도하면서 현재까지 당과 국가사업에서 긍정적인 성과들이
이룩되었으며 혁명투쟁의 조건과 환경이 올해 들어 더 어려워졌음에도 불구하고
나라의 경제가 전반적으로 좋아졌다고 평가
- 그러나 농업 부문에서 2020년의 태풍피해로 생산계획이 미달됨으로써 현재
인민들의 식량상황이 악화되고 있다고 하면서 이번 전원회의에서 적극적인 대책을
내놓을 것을 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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Ÿ 6월 17일 노동신문･조선중앙통신은 16일 진행된 당중앙위 제8기 제3차 전원회의
2일차 내용을 보도함.
- 1일회의에서 김정은 총비서가 진행한 상반기 사업분석에 입각해 하반기 투쟁
과업들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연구토의를 진행
Ÿ 6월 18일 노동신문･조선중앙통신은 17일 진행된 당중앙위 제8기 제3차 전원회의
3일차 내용을 보도함.
- 회의에서는 하반기 실시될 사업의 실천방법들이 토의되고 현 국제정세에 대한
분석 및 당의 대응방향에 대한 토의가 이루어졌으며, 김정은 총비서는 최근 국제
정치의 변화와 혁명의 대외적 환경에 대한 평가를 진행
- 특히 김정은 총비서는 미 행정부의 대북정책 동향을 분석하면서 국가의 존엄과
자주적인 이익을 수호하기 위해서는 “대화에도 대결에도 다 준비되여있어야 하며
특히 대결에는 더욱 빈틈없이 준비되여있어야 한다”고 강조
Ÿ 6월 19일 노동신문･조선중앙통신은 18일 폐회된 당중앙위 제8기 제3차 전원회의
4일차 내용을 보도함.
- 회의에서는 당 중앙지도기관 구성원들의 2021년 상반기 당생활 정형을 검토
하였으며, 김정은 총비서는 지도기관 구성원들의 사업과 생활에서 심각한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음을 지적하고 이민위천, 일심단결, 자력갱생의 이념을 깊이 새겨
더욱 각성할 것을 당부

■ 올해 인민경제계획완수의 지름길 (노동신문, 2021.6.25.)
Ÿ 6월 25일 노동신문은 인민경제계획 수행에서 과학기술이 갖는 중요성에 대해
강조하는 기사를 게재함.
- 과학기술의 위력으로 이번 해의 인민경제계획 완수를 추구해야 한다는 것이
당중앙위원회 제8기 제3차 전원회의에서 제시된 중요한 사상이라고 선전
- 과학기술을 이용하면 원료와 자재의 국산화, 재자원화를 실현할 수 있으며, 낡은
설비들을 능률적이며 현대적인 설비들로 교체하고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조건도
과학기술력 제고에 있다고 주장
- 과학기술에 의거한다는 것은 생산의 직접적 담당자인 근로자들의 기술기능 수준을
높이는 사업에 집중한다는 것을 의미하며, 과학기술을 소유하고 적극 활용하는
기술형･지식형의 인간이 될 때 인민경제계획 수행에서 뚜렷한 전진을 가져올 수
있다고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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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8기 제2차 정치국 확대회의에 관한 보도 (노동신문･
조선중앙통신, 2021.6.30.)
Ÿ 6월 30일 노동신문･조선중앙통신은 김정은 총비서의 지도 하에 6월 29일 개최된
당중앙위원회 제8기 제2차 정치국 확대회의 내용을 보도함.
- 김정은 총비서는 책임간부들이 국가비상방역전의 장기화에 대비하기 위한 당의
중요결정 집행을 태만히 함으로써 국가와 주민의 안전에 큰 위기를 조성하는
중대사건을 발생시킨 것에 대해 지적하고, 간부들에게서 나타나는 사상적 결점과
각종 부정적 요소들에 대한 투쟁을 더욱 강하게 벌여야 함을 주장
- 확대회의에서는 당 결정 집행에서 발로된 당 및 국가간부들의 비당적 행위에서
심각한 교훈을 찾을 것에 대한 문제가 주요 의정으로 토의되어, 일부 책임간부들의
직무태만 행위가 상세히 보고
- 김정은 총비서는 간부들에게서 보편적으로 나타나는 오분열도(일을 끈기 있게
해 나가지 못하고 복작거리다가 이내 식어버리고 그만두는 현상이나 태도)식
사업태도와 경험주의, 낡은 사고관점에 대해 심각히 비판하고, 간부들이 혁명적
수양과 단련을 부단히 강화할 것을 강조

31

Ⅰ 2021년 6월

<대외>
■ ≪독도령유권≫ 광고소동의 종착점은 어디인가 (조선중앙통신, 2021.6.4.)
Ÿ 6월 4일 조선중앙통신은 일본이 도쿄올림픽 홈페이지에 성화 봉송 지도에 독도를
일본영토로 표기한 것을 19년 이후 지속하고 있다는 비난 글을 게재함.
- 통신은 독도 표기에 대한 삭제요구를 접수할 수 없다거나 입장은 변함없다는
일본의 태도에 대해 올림픽 경기를 “령토강탈야망실현에 악용해보려는것으로서
인류의 평화념원에 대한 우롱이며 우리 민족의 자주권을 유린하는 용납 못할
도발”이라고 비난
- 또한 일본의 독도 강탈행위는 어제오늘 시작되지 않았지만 위험수위는 더욱 높아
졌고, 정부주도 하에 사회 전반에 조직적, 계획적으로 감행하고 있으며, 자위대
무력이 군사적으로 뒷받침하고 있다고 설명
- “해양자원이 풍부하고 군사전략상 중요한 위치에 있는 독도를 기어이 강탈하려는
일본의 속심은 불보듯 뻔”하고, 역사적･국제적･법적 근거 없이 일본이 독도 영유권을
고집할수록 대일 적개심만 배가될 뿐이라고 주장

■ 혀바닥이 뽑혀 날아날 고약한 악담 (조선중앙통신, 2021.6.8.)
Ÿ 6월 8일 조선중앙통신은 한국의 ‘채널A’의 ‘세계를 보다’ 프로그램이 벨라루스의
독재를 북한에 비유하여 보도한 사실을 비난하는 리경주의 기사를 게재함.
- 그는 채널A가 독재자 루카셴코의 기행에 대해 전하면서 벨라루스가 ‘유럽의 북한’
이라는 별명이 있으며, 북한에서 일어날법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비유를 사용하여
동족에 대한 적대감을 고취하는 “혓바닥이 뽑혀 날아갈 악담”을 했다고 비난
- “개눈에는 무엇만 보인다더니 동족대결에 환장한 이자들의 눈에는 조선반도에서
수만리 떨어진 나라에서 벌어지는 일조차도 동족을 물어뜯을 소재로 보이는 모양”
이라며 이는 “환멸과 혐오, 분노가 치솟게 하는 치졸한 광기”라고 표현
- 한국을 미국의 51번째 주라고 하거나 다른 국가에서 벌어지는 부정부패나
성폭력보다 한국에서 더 끔찍한 일이 현실로 벌어진다고 말하면 어쩌겠냐고
반문하며 한국 정부에 보수언론 통제를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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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여정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부부장 담화 (조선중앙통신, 2021.6.22.)
Ÿ 6월 22일 조선중앙통신은 미국의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발언에 대한 김여정 당
중앙위 부부장의 담화를 보도함.
-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지난 17일 개최된 당중앙위 제8기 제3차 전원회의
3일차 회의에서 김정은 총비서가 “대화에도 대결에도 다 준비되여있어야” 한다
고 발언한 것에 대해 ‘흥미로운 신호’로 간주하고 있다고 발표
- 그러나 김여정 부부장은 담화에서 “조선속담에 꿈보다 해몽이라는 말이 있다”,
“미국은 아마도 스스로를 위안하는쪽으로 해몽을 하고있는것 같다”고 평가
- 또한 ‘잘못 가진 기대는 스스로를 더 큰 실망에 빠뜨릴 것’이라고 주장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리선권 외무상 담화 (조선중앙통신, 2021.6.23.)
Ÿ 6월 23일 조선중앙통신은 김여정 부부장의 대미 담화에 대한 리선권 외무상의
담화를 보도함.
- 외무성은 김여정 부부장이 “미국의 서뿌른 평가와 억측과 기대를 일축해버리는
명확한 담화”를 발표한 것을 환영한다고 주장
- 북한은 “아까운 시간을 잃는” 미국과의 그 어떤 접촉과 가능성에 대해서도 생각
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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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