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존경하는 제 18 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서남아 협의회 위원님 여러분,  

17 기에 이어 18 기 회장을 연임하시게 된 엄경호 협의회장님께 따뜻한 축하의 인사를 

전합니다.   

특히 이번 18 기 출범식을 위해 각별히 아세안 지역회의 산하의 협의회 출범식을 

찾아주신 황인성 사무처장님과, 오늘 이 자리를 빛내주신 장원삼 대사님께 각별한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출범식에 함께 해주신 홍명옥 스리랑카 한인회장님  이하 동포사회 

관계자 여러분, 출범식 준비를 위해 모든 노력을 아끼지 않으신 민주평통 사무처 

실사단 여러분께도 이 기회를 통해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아세안 지역회의는 서남아 협의회를 중심으로 7 개의 협의회로 구성돼 있습니다.  

스리랑카를 비롯 네팔, 방글라데시, 인도, 파키스탄 지역을 포괄하는 서남아 협의회 

출범식이 이곳 스리랑카에서 거행되고 있음은 우리 민주평통 위원들에게 무척 많은 

것을 시사합나다.  

인도양의 진주라 불리는 이곳 스리랑카는 해상 실크로드였던 역사가 증명하듯 격동의 

근대사를 겪은 나라입니다. 

우리의 조국이 해방된 해에 스리랑카는 영국으로부터 독립되면서 무려 443 년 동안에 

걸친 포르투갈, 네덜란드, 영국의 식민지배를 종식시켰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조국이 해방의 기쁨과 함께 남북 분단의 아픔을 겪고 있듯이, 

스리랑카는 지금도 싱할리스 민족과 타밀 민족간의 피의 반목과 대립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유혈분쟁을 피해 수많은 스리랑카 국민들이 지난 20 여년 넘게 인도양을 가로질러 

호주로 밀입국을 시도하는 등의 아픔을 겪고 있습니다.  

하물며 우리는 한 언어, 한 핏줄, 한 민족임에도 불구하고 70 여년 동안 분단의 아픔과 

더불어, 심지어 핵 위협에 노출된 상태입니다.   

저는 이런 맥락에서 민주평통 해외협의회의 중요성이 더욱더 부각되는 시점이라고 

판단합니다.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로 촉발된 한반도 안보위기를 우리가 주도적으로 타개해 

나가야 한다는 것은 역사적 교훈이고 시대적 소명입니다.  

이러한 점을 강조한 민주평통 의장이신 문재인 대통령님의 한반도 운전자론이 

구체화되고, 국제사회의 절대적 지지를 이끌어내고, 민주평화통일을 향한 초석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우리 민주평통 해외협의회의 공공외교역량 강화를 통한 

적극적 활동이 그 어느때보다 중요한 시점입니다.  

서남아 협의회 위원님 여러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는 고국 정부의 헌법기관입니다. 

이번 출범식에 직접 참석해 주신 황인성 사무처장님은 물론 이곳 서남아 협의회를 

17 기에 이어 다시 이끌게 된 엄경호 협의회장님의 존재만 살펴도  우리 민주평통은 

범 국민적, 범 계파적, 초당적 기구임에 방점을 찍게 됩니다.  

저는 호주한인동포 1.5 세 기업인으로서 10 기부터 민주평통에 몸담아오면서, 마음 

속에 지닌 자부심이 한가지 있습니다.  

220 여 소수민족이 공존하는 호주의 다문화주의사회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기관이 

바로 민주평통이라는 점, 그리고 민주평통 위원은 해당 지역사회의 실질적 지도급 

인사들이라는 사실입니다.   

아무튼 오늘 출범식을 통해, 우리 해외위원들에게는 민간 외교 활동,  고국정부의 

통일정책에 대한 홍보, 그리고 고국과 현지 주재국간의 가교 역할 등의 실천적 목표가 

주어졌다는 각오를 다지는 계기가 됐으면 합니다 . 

향후 2 년 동안 엄경호 협의회장님을 중심으로 우리 해외협의회 위원들에게 주어진 

막중한 사명을 성실히 그리고 효율적으로 수행해 나가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