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동남 아시아의 대표적 국제도시 방콕에서  한국-메콩 피스 포럼이 열리게 됨을 뜻 깊게 

생각합니다.   

이번 행사를 위해 직접 이곳을 찾으신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김덕룡 수석부의장님, 

그리고 행사를 준비하신 동남아 서부협의회 김정인 회장님과 이경진 태국 지회장님 이하 

서부협의회 소속 위원님 모두께 진심으로 축하와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또한 오늘 행사를 빛내 주시기 위해 특별히 참석하신 이욱헌 대사님,  

부임 후 첫 공식 행사로 이번 한-메콩 포럼에 참석해주셨습니다. 감사 드립니다.   

지난 5 월에는 하노이에서 한-메콩 포럼이 열렸는데, 당시에도 김도현 주 베트남 한국 

대사께서 부임 후 첫 공식 행사로 참석하신 바 있습니다. 

아마도,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을 향한 우리 민주평통 해외위원들의 새로운 각오와 

새로운 시대상과 맞물리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이번 포럼은 한국과 태국의 수교 60 주년을 기념하는 뜻도 담겨있습니다.  

한국과 태국이 축적해온 지난 60 년 과거 역사와의 대화를 통해 향후 양국관계, 그리고 

대한민국이 지향해야 할 방향을 나름 찾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고국 정부는 현재 신남방 외교정책에 힘을 쏟고 있습니다.    

이런 점은 이달 열린 ASEAN 정상회의에서도 적극 부각됐고,  우리 민주평통 의장이신 

대통령께서는 내녀까지 아세안 10 개 회원국 모두를 방문하실 계획이라고 합니다.  

국제 정치학적으로도 그렇지만 고국 정부의 외교적 관점에서도 메콩강 유역은 이제 

남중국해에 버금갈 정도의 중요성이 한층 부각되고 있습니다. 

이를 의식하듯 태국을 비롯한 베트남, 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 등은 국제사회에서 

목소리를 높이기 위한 연대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고국 대한민국 정부가 이들 해당 국가들과의 쌍무적, 혹은 다자간 협력관계 

증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점은 매우 고무적으로 판단됩니다. 



주지 하시듯, 대통령께서는  두차례에 걸친 역사적인 남북정상회담을 통해 “평화가 

안보”라는 충분조건을 구현하신 바 있습니다.  

이 시점에 한반도 평화 프로스세에 대한 동남아국가연합, 즉 ASEAN 차원의 절대적 지지 

확보를 위한 메콩 5 개국의 구체적 역할은 매우 중요합니다.  

대통령께서도 이 점을 이미 강조하신 바 있음을 여러분 모두 기억하실 겁니다.   

즉, 이번 포럼의 상징성과 중요성을 바로 여기서 찾아야할 것 같습니다.  

아무튼 동남아시아에서 유럽 국가의 식민 지배를 받지 않은 유일한 국가인 태국은 

우리와의 혈맹관계를 기반으로 60 년 선린우호관계를 유지발전시켜왔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지금 그 60 년을 기반으로 태국이 우리 정부의 신남방정책의 핵심적 

지지기반이 되어줄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다시한번 우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해외 위원들의 역할과 그 존재적 

중요성을 강조하고 또 강조하지 않을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 민주평통 해외위원들은 고국 대한민국을 위한 공공외교의 첨병이며, 전 세계 

한인동포사회를 하나로 통합하는 중심축임을 거듭 각인하는 포럼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번 포럼의 성공적 개최를 거듭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