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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언론보도 Press
1. 폼패이오, 누가 북한을 이끌든 미국의 목표는 같다고 말해
U.S. objectives remain the same whoever leads North Korea,
Pompeo says
NK News | Oliver Hotham | Apr. 23

김정은 북한국무위원장이 건강문제를 겪고 있다는 미확인 보도가 나온 가운데,
폼페이오

국무부장관은

22일(수)

"북한의

비핵화

및

관계정상화라는

미국의

목표에는 변함이 없을 것"이라고 말함. 그는 폭스뉴스로부터 “북한지도부를 장악할
것으로 보이는 김여정과 얼마나 편안히 거래할 것인가”라는 질문을 받고, "미국의
목표는 변하지 않는다.”면서, “북한을 이끌어가는 사람이 누구든 간에 우리는 그들이
핵을 포기하기를 바란다."고 말함.
한편, 최근 김위원장은 심장수술을 받았고 건강이 나빠질 가능성이 있다는 보도가
나왔지만 공식적으로 확인된 바는 없음. 반면에 김의 건강이상설과 국가 주요
기념일 행사 불참은 북한지도부의 후계체제를 위요한 추측을 불러일으킴. 이에 대해
청와대는 4월21일 “북한 내에서 의심스러운 움직임이 감지되지 않고 있다."며
억측을 경계했음.
https://www.nknews.org/2020/04/u-s-objectives-remain-the-same-whoever-leads-northkorea-pompeo-says/

2. 한국의 4월 수출, 2009년이래 최악의 감소를 기록할 전망:
로이터 여론조사

South Korea

April exports to post worst decline since 2009: Reuters poll
Reuters | Joori Roh | Apr. 28
코로나바이러스의 세계적 대유행으로 세계경제활동이 큰 혼란에 빠지면서, 한국의
4월 수출이 11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감소할 것으로 전망됨. 한국경제전문가
1

1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수출은 전년대비 25.4% 감소하여 2009년
5월 29.4% 감소 이후 최악의 감소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됨.
하나금융투자

천규연

경제전문가는

"4월

수출은

근무일

감소와

미국

및

유럽연합(EU)으로의 판매부진으로 인해 지난해보다 두 자릿수 감소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되며 이는 선진국의 수요 위축에 따른 타격"이라고 말함. 그는 " 전체
출하량에서 중간재가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하기 때문에 범세계적 파급효과가
불가피하다.”면서, “한국의 수출은 2/4분기 내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고 덧붙임.
이달 수입량은 전년 동기 대비 -17.1%로 2016년 1월 이후 가장 큰 폭으로
감소함. 4월1~20일간의 자료에 따르면, 엄격한 폐쇄조치를 취한 미국 및 EU로의
수출은 각각 17.5% 및 32.6% 감소했음.
https://www.reuters.com/article/us-southkorea-economy-trade/south-korea-april-exports-topost-worst-decline-since-2009-reuters-poll-idUSKCN22A07K

3. 폼페이오,

북한

김의

행방

묘연은

위험이라고 말해

북한내

기근의

실제

Pompeo says

no sign of North Korea's Kim, real risk of famine in country
Reuters | Apr. 29
폼페이오 국무부장관은 29일(수) 미국이 북한지도자 김정은의 행방을 찾지 못하고
있고 김의 건강에 관한 보도를 주시하고 있다고 말함. 그는 신종코로나바이러스 확
산 와중에 북한내 기근이 발생할 위기라고 덧붙임. 북한언론은 김이 4월11일 주재
한 회의 이후 그의 행방에 관해 보도하지 않고 있음. 이는 김의 건강에 관한 과도한
추측을 야기했으며 핵 보유국의 불안정한 상황에 대한 우려를 불러 일으킴.
폼페이오는 폭스뉴스와의 회견에서, “우리는 그(김)를 본 적이 없다. 이에 관해 보
고할 내용이 하나도 없으며, 면밀히 주시하는 중이다.”고 밝힘. 또한 그는 “북한에 기
근 및 식량부족의 위험이 있을 것이다. 우리의 궁극적 목표인 북한의 비핵화에 영향
을 미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문제들을 지켜보고 있다.”고 말함.
https://www.reuters.com/article/northkorea-kim-pompeo/pompeo-says-no-sign-of-northkoreas-kim-real-risk-of-famine-in-country-idUSL1N2CH18T

4. 한국인근로자들, 미국과의 비용분담 교착상태에서 일시 해고의
연장을 두려워해

South Korean workers

fear extended furlough amid cost-sharing standoff with US
Stars and Stripes | Kim Gamel and Yoo Kyong Chang | Apr. 30
김진호 씨는 품질검사 기술자로 캠프케이시에서 30년 이상 미군과 함께 일해 옴.
하지만 그는 한국과 미국의 방위비분담 회담의 교착상태로 인해 4월1일 갑작스럽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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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급 휴가로 전환된 후 구직활동중임. 주한미군에서 일하고 있는 한국인직원들의 전
례 없는 일시 해고는 두 달 째 이어지고 있음. 특히 신종코로나바이러스 사태 와중
에 발생한 일이라 시간제일자리도 구하기가 어려운 실정임.
강경화외교부장관은 한국이 최선의 제안을 내놨으나 트럼프대통령이 이를 거절했
다고 28일(화) 말함. 강장관은 국회의원들에게, “사실 내가 생각하기에 이 제안이 우
리로서 가능한 최고의 제안이다.”고 말함. 아울러 새로 구성될 국회에 의해 승인될
것이므로 정부는 “합리적” 거래를 성사시켜야 한다고 덧붙임.
한편 미군은 일시 해고의 어려움을 완화하기 위한 수단들을 동원했다고 말함. 리
피터스 주한미군대변인은 “일시 해고에 관해 말하기엔 너무 이르다. 신종코로나바이
러스와 겹쳐 일시 해고가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아직 모른다.”고 말함. 또한 “현재
인력감축수준을 최소화했기 때문에 작전수행태세가 저하되지는 않았다.”고 부언함.
https://www.stripes.com/news/pacific/south-korean-workers-fear-extended-furlough-amidcost-sharing-standoff-with-us-1.627898

5. 외부인들, 북한내 혼란 가능성을 고려해
Outsiders consider possibility of chaos in North Korea
The Associated Press | Foster Klug | Apr. 30
북한의 붕괴가 수십년 동안 잘못 예견되어 옴. 어떤 사람들은 1953년 한국전쟁
후 일어날 것이라고 말했음. 다른 사람들은 1990년대 기근을 겪었을 때, 혹은 1994
년 김일성 사망 후 일어날 것으로 생각했음. 또다른 사람들은 2011년 김일성의 아
들 김정일이 죽고 20대의 잘 알려지지 않았던 아들을 권력자로 세웠을 때 붕괴가
가까워졌다고 느꼈음.
이렇듯 최근 김정은이 심히 앓고 있다는 소문이 예전과 유사한 방향으로 흘러가
고 있는 사실은 놀라운 일이 아님. 한국은 김이 살아있고 건강하다고 믿고 있음. 또
한 대부분의 분석가들은 그가 건강하지 않더라도 영향력이 있는 여동생 김여정이
엄선된 고위간부들의 도움으로 권력을 장악할 것이라는 데 동의함. 여러 전문가들은
북한이 이런 변화를 예전처럼 순조롭게 헤쳐나갈 것이라고 말함.
하지만 만약 북한이 이 변화를 무사히 견뎌내지 못한다면 각국의 반응은 상이할
것임. 북한이 붕괴된다면, 미국과 한국의 긴급사태대책인 작전계획(OPLAN) 5029가
작동될 것임. 이 계획은 만일 북한정부가 제대로 기능하지 못하거나 통제가 불확실
해 질 경우 국경 및 북한 핵무기를 수비하는 것을 의미함. 미국의 가장 큰 걱정거리
는 북한의 핵 무기고가 사용되거나 도난 당하거나 혹은 팔리는 경우임.
한국은 미국과의 합동 계획 외에 북한의 내부적 붕괴에 대해 준비할 것임. 이런
준비는 수많은 난민의 유입에 대비하는 일과 북한에서 긴급행정부를 어떻게 구성할
것인지를 다루고 있음. 지난 2009년 김성환 대통령수석비서관은 미국외교관에게, “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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몇 학자는 북한이 붕괴할 경우 북한내 통치와 주민의 여행을 통제하기 위해 일정
형식의 임시독립체가 형성될 것으로 믿는다.”고 말한 바 있음. 최근 긴급사태대책에
관해 물었을 때 한국통일부는 “모든 가능성에 대해 준비한다.”고 말했음. 한국이 가
진 큰 문제는 북한을 안정시키기 위해 필요한 만큼의 병력을 동원할 수 없다는 점
임.
https://www.washingtonpost.com/world/the_americas/outsiders-consider-possibility-of-chaosin-north-korea/2020/04/30/c4de393e-8abe-11ea-80df-d24b35a568ae_story.html

II.

연구기관 간행물 Think Tanks
1. 김정은의 신비스러운 부재에 대한 세가지 시나리오
3 Scenarios for Kim Jong Un’s Mysterious Absence
Foreign Policy | Duyeon Kim, Leif-Eric Easley | Apr. 27

김정은위원장의 부재 및 건강이상설에 대해 평양은 침묵하고 있음. 한국과 미국은
주요한 세가지 시나리오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며, 북한지도자의 운명이 어떻든 간에
한미간 긴밀한 공조는 필수적임.
첫번째 시나리오는 김위원장이 다시 전면적 통제 상태로 복귀하는 것임. 한국과
미국은 군사적 긴장고조를 회피하고, 제재 이행의 이완을 방지하며, 외교를 재개할
기회를 찾아야 함. 그러나 한국의 포용정책과 미국의 비핵화 우선순위 사이의
간극을 원만히 극복해야 함. 북한 비핵화를 유도하기 위한 남북간의 접근방식이
상궤를 벗어나는 것으로 인식되면 한미동맹과 마찰을 빚을 수 있음. 만약 정부가
개성공단과 같은 대규모 경제사업을 재개하려 한다면, 이런 노력은 유엔 및 미국이
중요시하는 제재와 모순될 수 있음.
두번째는 김의 무기한 부재 및 무력화임. 북한의 안정에 대한 불확실성이
증대되면 계산 착오, 의사소통 착오 등의 위험이 증대함. 김여정이 권한대행으로
나설 수도 있으나, 30대초반의 여성이 북한정권을 이끄는 일은 전례가 없기 때문에
권력다툼이 일어날 수도 있음. 공식 확인이 있기 전까지는 지배구조가 매우
불확실할 것이며, 임시지도자의 입장은 안정되지 않을 수 있음. 한미양국은 북한이
도발할

경우

시기적절하게

대응하면서

정보를

긴밀히

공유해야

함.

북한은

국제적으로 힘을 발휘하고 국내질서를 강화하기 위해 더 많은 미사일실험을 할
수도

있음.

떨어지므로

한미동맹관계가
미국과

한국은

약해

보이거나

자금이

주한미군주둔관련

특별조치협정 협상을 신속히 마무리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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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족해

보이면

방위비분담금

신뢰도도

지원을

위한

세번째는 김정은위원장이 사망하거나 통치능력이 없음이 공식확인되는 경우임.
이후 새 지도부는 김위원장의 임종 명령을 받았다고 믿을만한 주장을 누가
하느냐에 달림. 북한은 김씨 일가와 정치, 경제, 군사 엘리트 사이의 이해관계가
중첩되는 등 국가적 정체성마저 제도화되었기 때문에 체제가 당장 붕괴할 가능성은
희박함. 한편, 김씨혈통이나 노동당 간부, 군 장성 등으로부터 의외의 후계자
후보(dark horse)가 등장할 수 있음. 이런 상황에서, 정치적으로 큰 문제부터
기술적으로 지휘통제 문제까지 모든 정부차원의 한미공조가 철통 같아야 함.
한미양국은 북한의 전략자산 확보를 위한 노력을 포함해 불안정한 상황이나
체제붕괴 시 공동 군사기동훈련을 실시할 수 있는 비상계획 등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음. 미국과 한국은 또한 위기상황에서 인도주의적, 재정적 지원을 제공할 수 있는
유엔안보리 및 다양한 국제기구들과 긴밀히 협력할 필요가 있음.
김위원장의 안위 및 행방을 위요한 최근의 사건은 북한지도자의 건강을 둘러싼
시나리오에 관한 긴밀한 사전조율이 필요하다는 경종을 한미동맹에 울림.
https://foreignpolicy.com/2020/04/27/kim-jong-un-north-korea-mysterious-absence/

2. 트럼프는 김에게 걸었으나, 이제 그는 사라졌어.
Trump bet on Kim. Now he’s disappeared.
Politico | Nathal Toosi | Apr. 27
북한의 최고지도자가 실종되면서 트럼프대통령의 외교는 더욱 결실을 보지
못하는 분위기며, 트럼프 협상 전술의 큰 약점을 잠재적으로 노출함. 트럼프는
전례를 깨고 김정은과 직접 접촉함으로써, 이 야만적인 젊은 독재자가 미래의
경제적 이득을 대가로 핵무기를 포기하도록 설득할 수 있다는 과감한 내기를 했음.
그러나 세차례 대면 회담을 포함한 이 접근법은 그런 돌파구를 마련하지 못했음.
트럼프의 계획은 본질적으로 아시아의 미국동맹국들과 중국을 소외시켰는데,
그들은 모두 북한의 미래에 큰 위험의 지분을 보유함. 카네기국제평화재단의 수잔
디마지오 선임연구원은 "북한주민들과 함께 성과를 전진시키는 데 필요한 수준의
외교가 트럼프의 지휘하에서는 불가능하다."면서, "북한과 일관되고 신뢰할 수 있는
소통경로조차 마련되어 있지 않다.”고 지적함.
김위원장은 4월11일 이후 공개석상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있으며, 4월15일
태양절에도 나타나지 않아 세간을 놀라게 했음. 그는 흡연자이며 비만이기 때문에
2011년 김정일 사망 후 그의 건강은 줄곧 추측의 화두였음. 북한정권의 수장이
교체될 경우, 미국은 북한의 주변국들과 협력하는 것이 중요한데, 이들과 미국간의
관계는 해이해져 있음. 트럼프행정부는 사이버보안부터 무역까지 다양한 분야에서
중국을 미국에 대한 위협으로 보는 시각을 숨기지 않았으며, 최근 몇달 동안 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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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베이지방에서 발생한 신종코로나바이러스 확산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느냐를 놓고
설전을 벌였음. 일본과 한국은 역사적으로 미국의 군사기지를 수용하는 가까운
동맹국들이지만

무역전선에서

트럼프의

관세부과

조치에

멍이

듦.

또한

미군주둔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훨씬 더 많은 금액을 지불하라는 그의 요구에
모욕감을 느낀 바 있음.
한편, 미국의 대북 외교 역사는 실패와 좌절감으로 가득 차 있음. 과거에는 현직
미국대통령이 북한지도자와 한번도 만나지 못했고 북한 핵무기를 영구적으로
폐기하는 데 실패했음. 트럼프대통령 전임자 버락 오바마는 북핵문제를 근본적으로
포기했다는 비난을 받았음. 트럼프대통령은 취임 첫해의 상당부분을 김정은과
모욕과 위협을 주고받으며 보냈음. 그는 북한이 어떤 위협적 움직임을 보이면
경제제재를 가했음. 김위원장은 미사일을 시험발사하고 핵과 관련한 다른 조치들을
강행했음. 2019년 2월 베트남에서의 정상회담은 북핵 억제책을 대가로 미국의
수많은 제재를 해제하라는 김위원장의 제안을 트럼프대통령이 거절하며 조기에
종료되었음.
김위원장이 사망하거나 권력을 잃을 경우 누가 후계자가 될지 추측이 무성함.
김이 사망하면 누가 권력을 인수하든 간에 당장 미국과 핵 협상을 추진하려 할
가능성은 매우 낮음. 그들은 즉각적인 경쟁자들을 제거하고 그들의 통치를 홍보하기
위해 선전 도구를 조정하는 것을 포함하여 북한내에서의 입지를 강화할 방법을
찾을 가능성이 더 높음.
https://www.politico.com/news/2020/04/27/trump-kim-jong-un-north-korea-212081

3. 김정은이 죽었건 살았건, 트럼프는 “최대 압박”을 유지해야 해
Kim Jong-un Dead or Alive, Trump Should Keep 'Maximum
Pressure' in Place
The National Interest | Olivia Enos | Apr. 27
최근 김정은의 건강에 관한 소문이 그의 조기 사망에 대한 추측을 야기함. 김의
건강상태는 여전히 알 수 없다고 하더라도 김이 조기에 사망한다면 미국이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고려할 가치가 있음.
북한은 전에도 지도자가 교체된 적이 있었으며, 그때마다 근본적으로 변화하거나
정권의 목표가 달라질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지만 그런 적이 한번도 없었음. 북한의
새 지도자는 예전보다 더 나아갔음. 만약 과거가 서문(prologue)이었다면 김정은으
로부터 새 지도자로의 전환은 정권의 연속을 의미할 것이나, 이번에는 눈에 띄도록
명확한 계승자가 존재하지 않음. 김은 대기하고 있는 성인 남성 계승자를 갖고 있지
않으므로 다음 타자가 누구인지 알기 어려움. 김의 첫째 아이는 단지 10살임. 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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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세 여동생 김여정이 그를 승계할 잠재적 후보자로 소문이 남. 북한지도부의 힘이
김씨 가문을 신격화한 것을 고려할 때 김여정은 주요한 후보자임.
미국의 정책담당자들은 북한지도부의 변화가 더 나은 외교 협상에 참여할 정권으
로의 발전을 도모하거나 북한이 그동안 저지른 인권침해를 개선할 것이라는 낙관적
추측에 넘어가는 것을 피해야 하는 대신 미국의 정책은 사실에 기반하여 유지되어
야 함. 지금의 현실은 북한이 미국을 향해 공격적 자세를 유지하고 있고, 미사일실
험을 두려워하지 않으며, 핵무기 보유를 확대하고, 북한주민에 대한 심각한 인권침
해를 지속하고 있음.
북한의 지속적인 호전적 정책은 지도자가 누구든 간에 미국의 정책에 일관적으로
동일하게 통함. 이는 미국이 최대압박정책을 강화해야 함을 이 시점에서 정말 최대
로 끌어올려야 함을 의미함. 북한의 그 어떤 지도자도 자유로이 지나갈 수는 없음.
북한의 도발을 얼버무리며 넘어가려고 하는 경향은 트럼프행정부로 하여금 미국정
책의 주요목표들을 성취할 능력을 저하시킴.
미국은 북한의 지도자자리에 김정은이 있든 다른 사람이 있든 간에 그의 오랜 적
대적 태도에 대응하기 위한 책무에 충실함을 견지해야 함. 그렇게 하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은 최대압력을 유지하고 정책의 일관성을 갖추는 것임.
https://nationalinterest.org/blog/korea-watch/kim-jong-un-dead-or-alive-trump-should-keepmaximum-pressure-place-148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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