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존경하는 제 18 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중앙아시아협의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16,  17 기에 이어 18 기 회장을 연임하시게 된 이재완 협의회장님께 따뜻한 

축하의 인사를 전합니다.   

특히 오늘 출범식 행사를 위해 중앙아시아의 심장부로 불리는 카자흐스탄의 알마티를 

찾아 주신 사무처의 전난경 위원활동 지원국장님과 오늘 이 자리를 빛내 주신 전승민 

총영사님께 각별한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출범식에 함께 해주신 카자흐스탄을 비롯 몽고, 우즈베키스탄, 

키르키즈스탄, 타자키스탄 지역의 위원님과, 출범식 준비를 위해 모든 노력을 아끼지 

않으신 민주평통 사무처 실사단 여러분께 각별한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아세안 지역회의 부의장으로서 중앙아시아 협의회 출범식에 참석하게 됨을 

개인적으로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조국 대한민국의 격동의 근대사와 현대사의 상흔이 선명한 이곳을 찾으며, 저는 

아세안 부의장으로서 또 기업인으로서 해야 할 이 너무도 많다는 것을 마음 속 깊이 

다짐했습니다.   

아울러 남북한 통일의 민족적 필연성과 역사적 소명의식을 뼛속까지 다지게 

됐습니다.  

올해는 고려인의 중앙아시아 정주 80 주년이 되는 뜻 깊은 해이고, 이를 통해 우리는 

다시한번 민주평통 해외협의회의 활동의 중요성을 각인하게 된 듯 합니다.  

민주평통 의장이신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이곳 카자흐스탄의 11 만 고려인들의 성공적 

정착을 격찬하시며 대한민국 국민들이 이를 축하고 그리워한다는 점을 

강조하셨습니다.  

중앙아시아 지역의 우리 민족을 결코 잊지 않고, 조국이 늘 필요로 하며 아끼고 

그리워한다는 사실을 우리 민주평통이 가장 구체적으로 실천해 왔음을 이 기회를 

통해 강조 드리고 싶습니다.  



이 방대한 지역에 산재한 우리 민족을 체계적으로 그리고 조직적으로 결집시키고 

조국과의 연결고리를 마련한 민주평통의 중요성이 제대로 각인되는 곳이 바로 이곳 

중앙아시아 지역입니다.   

더욱이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로 촉발된 한반도 안보위기가 한층 위중해지면서 

민주평통 해외협의회 중앙아시아 협의회의 중요성은 한층 높아지고 있습니다.  

한반도 위기를 우리가 주도적으로 타개해 나가야 한다는 것은 역사적 교훈이고 

시대적 소명이며, 이는 중앙아시아 지역에 녹아 있는 우리 근대사의 상흔을 통해 

재입증됩니다.    

이러한 점을 강조한 민주평통 의장이신 문재인 대통령님의 한반도 운전자론이 

구체화되고, 국제사회의 절대적 지지를 이끌어냄으로써 민주평화통일을 향한 초석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우리 민주평통 해외협의회의 공공외교역량 강화를 통한 

적극적 활동이 그 어느때보다 중요한 시점입니다.  

중앙아시아 협의회 위원님 여러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는 고국 정부의 헌법기관입니다. 

16, 17 기 호주협의회장을 거쳐 아세안 부의장에 임명된 제 자신이나 이재완 

중앙아시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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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완 협의회장님을 중심으로 우리 해외협의회 위원들에게 주어진 

막중한 사명을 성실히 그리고 효율적으로 수행해 나가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