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존경하는 제 18 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호주 협의회 위원님 여러분,  

18 기에 이어 이번 19 기에도 호주협의회 위원 147 명을 이끌게 되신 형주백 

협의회장님께 거듭 축하의 인사를 전합니다.  

오늘 호주협의회 출범식에는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의 의장이신 대통령님의 평통 

업무를 대행하시는 정세현 수석부의장님께서 특별히 참석해 주셨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해주신 전직 협의회장님 등 원로 지도자들께서는 

기억하시겠지만, 정세현 수석부의장님께서는 통일부 차관시절이었던 지난 1998 년 

당시 제 8 기 대양주협의회의 통일 강연회를 위해 호주를 처음 찾으신 바 있습니다.  

‘반공’에 대한 이념적 여론이 지배적이었던 당시 호주한인사회에, 햇볕정책으로 

통칭됐던 ‘대북포용정책’의 중요성을 설파해, 통일정책에 대한 호주한인들의 인식의 

전환을 촉발시켰던 사실을, 우리 민주평통위원들은 물론 호주한인사회 전체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거듭 정세현 수석부의장님의 호주 방문을 환영 드립니다.  

또한 오늘 이 자리를 빛 내주신 이백순 대사님, 홍상우 총영사님께도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특히 호주협의회에 소속된 파푸아뉴기니, 바누아투, 솔로몬제도, 피지 등에서 먼 길을 

마다 않으신 위원님과, 또한 멜버른 지회 최종곤 지회장님을 비롯 타 지방에서 

출범식에 참석하신 여러 위원님께  심심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호주협의회는 이제 아시아 태평양 지역회의 소속의 6 개 협의회 가운데 두번째로 큰 

규모로 성장했습니다.  

규모가 큰 만큼 호주협의회에 대한 고국 정부의 기대도 클 것으로 판단되며, 

민주평통은 범 국민적, 범 계파적, 초당적 기구라는 헌법적 가치를 항시 가슴에 

새기며 공공통일외교역량 증진을 위한 노력에 동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주지하시듯, 우리 민주평통 해외위원은 공공외교의 첨병이자 주역입니다.    

이런 사실을 고국도 충분히 인식하고 높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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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안 ‘평화와 번영의 새로운 한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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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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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평통 해외위원에 대한 고국 대한민국의 기대감에 실질적으로 부응하기 위하여 

향후 2 년동안 호주협의회 위원님 모두 형주백 협의회장님 이하 최종곤 멜번 

지회장님과 각 분회장 증을 중심으로 단합해서 실질적인 공공통일외교 활동의 선명한 

역사적 궤적을 남겨주 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