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존경하는 제 18 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호주 협의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호주협의회 위원 131 명을 이끌게 되신 형주백 협의회장님께 따뜻한 축하의 

인사를 전합니다.  

특히 민주평통 출범 이후 처음으로 호주 협의회를 포함 각 아세안 지역회의  협의회 

출범식에 직접 참석해주신 황인성 사무처장님과,  

오늘 이 자리를 빛 내주신 우경하 대사님, 윤상수 총영사님께도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호주협의회는 고국정부나 고국언론으로부터 민주평통 

해외협의회의 방향등이었다는 평가를 받아왔습니다.   

민주평통해외협의회의 존재감을 각인시키고, 위상을 제고했으며, 더 나아가 

민주평통해외협의회가 나아가야할 방향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는 것은 사회적 

평가이며 역사적 궤적입니다.   

이러한 업적은 민주평통호주협의회에서 스스로의 시간과 재능을 기부하며 땀과 

열정을 쏟아 부으신 호주 전역의 한인동포 지도급 인사 100 여분의 헌신이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노력을 이어갈 새 기수로 민주평통 의장이신 고국의 문재인 

대통령님께서는 형주백 회장을 선택하셨습니다.  

의장이신 대통령님께서는 호주협의회를 위해 유례없이 많은 신규 위원 위촉도 

재가해주셨습니다.  

즉,  민주평통이 범 국민적, 범 계파적, 초당적 기구라는 고국의 헌법적 가치를 

확인하신 것이라고 저는 해석합니다.    

아울러 위원 개개인의 신념이나 이념, 정치성향을 앞세우는 정치 집단이 결코 아님의 

방증이기도 합니다.  

특히 민주평통해외협의회는 고국과 거주국간의 가교역할을 하는 공공외교 역량 실천의 

시대적 사명도 주어져 있음을 여러분은 반드시 기억하셔야 합니다.  



호주 협의회 위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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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원님 여러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는 고국 정부의 헌법기관입니다. 

이번 출범식에 직접 참석해 주신 황인성 사무처장님의 존재만으로도  우리 

민주평통이 범 국민적, 범 계파적, 초당적 기구임이 거듭 입증된다고 저는 다시한번 

강조 드리고 싶습니다.  

즉,  민주평통위원은 개개인의 신념이나 이념, 정치성향을 앞세워서는 안되며 고국 

정부의 통일정책방향에 적극 동참하고 이에 대한 여론조성 기반 구축에 진력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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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주백 호주 협의회장을 중심으로 우리 해외협의회 위원들에게 주어진 

막중한 사명을 성실히 그리고 효율적으로 수행해 나가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아울러 호주협의회가 부디 우리 아세안 지역회의에 포함된 7 개 협의회 가운데 가장 큰 

규모의 협의회로서 타 협의회에 모범을 보이고 전체 해외협의회에 지속적인 방향등을 활짝 

켜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