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존경하는 제 18 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동남아 서부 협의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태국지회, 캄보디아 지회, 하노이 지회, 미얀마 지회를 중심으로 총 5 개 

국가의 157 명의 위원을 이끌게 되신 박남종 협의회장님께 따뜻한 축하와 격려의 

인사를 전합니다.   

이처럼 뜻 깊은 출범식을 위해 베트남을 찾아주신 정세현 수석 부의장님과, 오늘 이 

자리를 빛내 주신 임재훈 호치민 총영사님께 각별한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출범식에 함께 해주신 각 지역 지회장님과 동포사회 대표자 여러분, 

출범식 준비를 위해 모든 노력을 아끼지 않으신 민주평통 사무처 실사단 여러분께도 

이 기회를 통해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태국지회의 이경진 지회장과 소속 위원님들이 모두 이 자리에 참석하고 계시지만, 

바로 이번 주초 우리의 의장이신 문재인 대통령님께서 아세안 정상회의 참석차 

태국을 방문하셨습니다. 

지난 반세기 동안 ASEAN 의 국제적 지위는 수직상승했습니다.  

실제로 ASEAN 회원국가들은 지정학적으로나 국제적으로 남북관계에 있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이 명백합니다.  

이런 점에서 ASEAN 의 대표적 국가들로 구성된 동남아서부협의회의 출범식이 이곳 

베트남 호치민에서 열린 것은 우리 민주평통 위원 들에게 특히 많은 것을 시사합나다. 

대통령님께서는 정확히 2년전 민주평통 18기 출범과 때를 같이해 신남방정책을 

천명하시면서,  아세안 지역 국가들과의 협력수준을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등 주변 4대 

강국 수준으로 끌어올려야 한다는 외교적 지표를 제시하신 바 있습니다.  

즉, 신남방정책을 근간으로 외교적 다변화를 추구하고 있는 상황임을 우리 모두 

충분히 주지하고 있습니다.  

고국정부의 신남방정책의 성공 여부나, 신남방정책의 중요성을 국제사회에 제대로 

홍보하고 각인시키는 것은 공공외교를 통해 그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동남아 서부협의회 자문위원 여러분,  



우리 민주평통 해외위원은 공공외교의 첨병이자 주역입니다 

지난 9 월 30 일 해외 간부위원들도 참석한 가운데 청와대에서 거행된 19 기 민주평통 

출범식에서 대통령님께서는 “민주평통이 내디뎌온 발걸음은 평화와 통일을 향한 역사 

그 자체”라고 평가하셨습니다 

특히 우리 민주평통 해외위원들의 활동은 공공외교의 역사 그 자체였음이 분명합니다.  

대통령님의 언급대로 우리에게는 19 기 임기 2 년 동안 ‘평화와 번영의 새로운 한반도 

시대’를 열기 위한 힘찬 새 역사를 써야하는 시대적 소명이 주어졌다는 각오를 다지는  

동남아 서부  협의회의 출범식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먼 훗날 우리의 후손들이 “해외 평통 위원들의 왕성하고 체계적이며 옹골찬 

통일공공외교 활동이 한반도의 화합과 통일을 앞당겼다”는 역사적 평가를 내릴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야 한다는 각오를 다지는 자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고국 정부도 공공통일외교역량의 중요성을 재차 강조하면서 해외평통위원들의 

역할에 대한 기대를 높이고 있음은 명백한 사실입니다.    

고국의 이러한 기대감에 실질적으로 부응하기 위하여 향후 2 년동안 동남아 

서부협의회 소속 위원님들 모두 박남종 협의회장님을 위시하여, 이경진 태국지회장님, 

문병수 캄보디아 지회장님, 장준섭 하노이 지회장님, 김춘섭 미얀마 지회장님을 

중심으로 주어진 책임 구현에 최선을 다해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