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린다 토머스-그린필드 주유엔 미국대사.

린다 토머스-그린필드 유엔 주재 미국대사는 20일(현지시간) 북한의 잇따른 탄도미사일 시험발사에 대
해 무모한 도발의 연속으로 결코 용납할 수 없다면서 북한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한 지속적이
고 실질적인 대화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및 탄도미사일 프로그램 개발 자
금과 기술을 봉쇄하기 위한 모든 유엔 회원국들이 안보리 제재를 성실히 이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토머스-그린필드 대사는 이날 뉴욕 유엔본부에서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관련 안전보장이사회 긴급회
의가 열리기 전 가진 약식 기자회견에서 북한이 최근 실시한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시험발사에
대해 “미국과 많은 안보리 회원국들은 여러가지 안보리 결의 위반이라고 규탄했다”고 말했다. 토머스-그
린필드 대사는 “우리는 최근의 발사를 독립적으로 봐선 안된다. 이는 무모한 도발의 연속”이라면서 북한

이 지난달 발사했다고 밝힌 신형 극초음속 미사일도 지목했다. 그는 “이것들은 불법적인 행위”라면서
“그것들은 여러가지 안보리 결의 위반으로서 용납할 수 없다”고 말했다. 토머스-그린필드 대사는 모든
유엔 회원국들이 안보리 결의를 이행함으로써 북한이 불법 대량살상무기 및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개
발하는데 필요한 자금과 기술에 접근하는 것을 막아야한다고 강조했다.
토머스-그린필드 대사는 북한이 비핵화 논의를 위한 협상 테이블에 나올 것을 재차 촉구했다. 그는 “우
리는 아무런 전제조건 없이 북한 관리들을 만날 것을 제안했고, 북한에 대한 적대적 의도가 없다는 점도
분명히 밝혔다”고 말했다. 토머스-그린필드 대사는 “우리의 입장은 분명하다”면서 “북한은 안보리 결의
를 준수해야 하며, 지금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라는 목표를 위해 지속적이고 실질적인 대화에 관여
할 때”라고 말했다.
토머스-그린필드 대사는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및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의 새로운 발전은 지역을 불안정
하게 하고 국제평화와 안보를 위협한다”면서 “미국은 북한이 추가 도발을 자제하고 지속적이고 실질적
인 대화에 관여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한 긴장을 줄이고 한반도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유
지하기 위해 국제사회와 긴밀히 협력할 것을 약속한다면서 한국과 일본에 대한 미국의 방위 공약은 철
통같다고 밝혔다.
다만 토머스-그린필드 대사는 북한에 대한 추가 제재보다는 기존 제재의 성실한 이행에 방점을 두고 있
음을 내비쳤다. 그는 미국이 추가 대북제재를 고려하고 있느냐는 질문에 “우리는 이미 제재 체재를 갖추
고 있다”면서 “우리는 이 제재 레짐의 이행에 대해 더욱 진지해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안보리
산하 대북제재위원회가 제대로 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제재를 위반하는 행위와 행위자들을 집
중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미국 외에도 아일랜드, 프랑스, 에스토니아 등 유럽 국가 유엔
대사들도 안보리 긴급회의 전 약식 기자회견을 열어 북한의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를 규탄했다.
안보리 긴급회의는 미국과 영국의 요청으로 소집됐다.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전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과학원은 19일 신형 잠수함발사탄도탄 시험발
사를 진행했다”고 보도했다.

ⓒ 경향신문 & 경향닷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pyrightⓒThe Kyunghyang Shinmun, All rights reserv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