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평화통일 국제학술 심포지엄 축사
안녕하십니까? 강원대학교와 강원일보가 공동으로 주최하는 ‘2016 평화통일
국제학술심포지엄’에 함께 자리해 주신 내빈, 전문가, 학생, 직원 여러분
모두 환영합니다.
최근 한반도와 동북아시아의 정세는 거듭되는 북한의 핵실험 및 미사일
발사 등의 무력도발과 그에 대응하는 국제사회의 대북제재로 인해 긴장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남북협력의 상징인 개성공단이 폐쇄되면서 모든 형태의
남북협력사업도 중단되었습니다. 한국사회 일각에서는 북핵 위협에 대응하여
미국의 전술핵 재배치 혹은 한국의 독자적 핵무장의 필요성을 주장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북핵 위기를 관리하고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 제안들이 있었으나 우리는 아직 뚜렷한 출구전략을 찾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여러분! 현재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은 반드시 해소되어야 합니다. 다만,
군사적 긴장이 어떤 방식으로, 얼마나 빨리 해소될 수 있을지는 우리의
노력에 따라 달라질 것입니다. 오늘 심포지엄의 첫 번째 세션을 통하여 북핵
위기 해결과 남북관계의 개선을 위한 암중모색의 기회를 가질 수 있을 것
으로 기대합니다.
한반도에 평화를 구축하고 남북한의 통일을 준비하는 것이 정부만의 몫일
수는 없습니다. 특히 북한과의 접경지역을 보유하고 있는 강원도는 분단
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할 수 있어야 합니다.
속초 아바이 마을에서 고향을 그리면서 살아온 이산가족의 애환을 어떻게
풀 수 있을 것인지, 금강산 관광의 중단으로 시작된 강원도 동북지역의
경기침체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군사적 대치로 인해 발생하는 제한되는
어업 활동의 범위를 어떻게 확대해 나갈 것인지 등과 같은 고민을 중앙정부와
함께 해 나가야 합니다. 저는 오늘의 두 번째 주제 ‘접경지 개발 및 발전
방안’은 이와 같은 문제의식에서 결정된 것으로 이해합니다.

강원대학교도 한반도의 평화를 구축하고 통일을 준비하는 과정에 많은
부문에서 선도적 역할을 해왔습니다. 특히 농업, 수산업, 임업 분야에서
남북한 교류 및 연구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왔고, 강원대학교 DMZ
HELP CENTER를 중심으로 DMZ 관련 연구도 더 확대하고 있습니다. 작년
에는 ‘강원대학교 통일강원연구원’을 개원하여 강원대학교 및 강원도의 통일
역량을 결집하고 더욱 확대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강원
대학교는 최근 ‘통일한국의 중심대학’을 2030년 비전으로 제시하였습니다.
통일된 대한민국의 중심대학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여러분! 통일된 한국은 오늘의 한국사회와는 단절된 전혀 다른 모습일 수
없습니다. 한반도의 통일은 과거와 현재의 한국사회의 모습을 바탕으로
그려지는 미래인 것입니다. 따라서 통일은 남북한의 분단과 한국전쟁,
남북한 대결의 상흔을 치유해야 하는 ‘역사성’을 지니며, 현재 직면하고 있는
고용 불안정 및 사회경제적 불평등과 같은 문제들을 해소해야 하는 ‘현재성’을
지닙니다. 그리고 통일은 국제사회가 동의하는 보편적 규범과 원칙을 실현
해야 하는 ‘미래가치 지향성’을 지니는 것이라야 합니다. 달리 말하면, 통일은
과거의 경험을 바탕으로 오늘의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통일 이후에도
계속 추구해야할 가치를 탐구해가는 과정입니다.
오늘의 심포지엄은 경색된 남북관계의 개선과 발전, 그리고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한 논의의 시발점이 되어줄 것입니다. 남북한 사이에 존재하는
불신의 장벽을 제거하고, 대신 평화의 방벽을 쌓아가는 과정에서 오늘의
심포지엄이 강원도와 강원대학교가 연구역량을 강화하고, 강원일보를 비롯한
도내 다양한 주체들과 체계적으로 통일을 준비하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