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대학 총장포럼 통일심포지엄」 축사
(`19.7.3<수>, 9시, 부산대 장전캠퍼스)

❍ 안녕하십니까? 한국대학교육협의회 회장 김헌영입니다.
❍ 통일 한국시대를 대비한 한·중 양국 대학의 역할을 고민하는
이번 심포지엄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 오늘 사회와 발표, 토론에 참여해 주신 전문가 여러분,
특히, 한반도의 소중한 이웃인 중국 연변대학 관계자 분들께
환영과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이 자리를 빛내주신 내외빈 여러분들과 수고해주신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 오늘 심포지엄은 ‘한·중 관계’와 ‘한반도 통일’에 대한
미래지향적인 대학의 역할을 논의하고 한반도는 물론 동북아의
평화와 발전을 모색하기 위한 자리입니다.
❍ 제가 살고 있는 강원도는 우리나라의 역사 속에서 ‘한·중 관계’와
관련해 결정적인 사건이 일어난 장소입니다.
❍ 1983년 대만으로 망명하기 위해 중국 민간항공기를 납치한 납치범들이
강원도 춘천에 불시착 하였는데, 이를 해결하기 위해, 양국의 외교당
국이 처음 대면하였습니다.
이는, 6·25전쟁 이후 30년간 이어진 적대적 관계를 청산하고
상대 국가를 인정하며 정상적인 외교관계를 시작한 분수령이 됐습
니다.
❍ 오늘날 중국은 한국의 수출·수입 1위 국가이며, 한국은 중국의
수출·수입 3위에 해당하는 밀접한 관계입니다.
또한, 한국을 방문하는 외국인 관광객과 외국인 유학생 중 중국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등 전략적 동반자로 격상되었습니다.
❍ 특히, 오늘 행사에 함께한 연변대학교는 제가 총장을 맡고 있는
강원대학교와 매년 ‘한·중·북 농업기술협력 국제심포지엄’을

개최하는 등 특별한 인연을 갖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우리대학 학생들이 연변대학교를 방문해 친선과 우의
를 다지고 상호 교류하는 행사를 갖기도 하였습니다.
❍ 강원도는 ‘통일’의 주무대가 된 지역이기도 합니다.
지난해 겨울 남과 북은 ‘평창동계올림픽’을 통해 한반도에 평화
가 시작되었음을 전 세계에 알렸습니다.
❍ 그동안 남과 북의 정상은 3차례의 만남을 가지며, 이산가족 상봉,
DMZ 경계초소 철수, 6·25 전사자 유해 발굴, 동해선 철도와 통신선
복구작업 등 진정한 통일과 평화를 위한 발걸음을 내딛기 시작하였
습니다.
❍ 저는 지난해 겨울 평양과학기술대학을 방문해 북한의 고등교육
환경과 북한 청년세대의 생활상을 직접 보고, 북측 교육 관계자들과
만남을 통해, 남북 거점국립대간 교류협력을 논의했습니다.
❍ 제가 평양에 머무른 며칠간 북한이 경제발전에 초점을 맞추고
과학과 기술, 근대화를 강조하는 모습을 목격하였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만난 사람들과 청년들에게서도 변화와 평화에
대한 희망과 의지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 한반도에 평화가 정착되고, 남북의 학생과 연구자들이 자유롭게
오고가며, 서로 교류하고, 미래로 나아가는 그것이 바로 ‘동아시아
평화와 화해, 번영의 길’이라고 믿습니다.
❍ 물론, 우리는 이제 첫 걸음을 떼었을 뿐입니다. 70년 분단의 상처를
극복하고 새로운 평화를 구축하는 일이 쉽지만은 않을 것이고, 많은
도전과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냉전체제의 낡은 관성을 탈피하여 새로운 상상력으로 과감한 실천
에 나서기 위한 혁신적인 노력이 필요한 때입니다.
❍ 대교협은 한국의 대학을 대표하는 기관으로서, 남북관계를 발전시켜
나가는 과정에 적극 동참하여 국민들과 소통하고, 통일시대 인재를
양성하며, 진정한 평화의 시대를 열어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오늘 심포지엄이 한반도의 항구적이고 공고한 평화 정착을 위한

진지하고 깊이 있는 논의의 장이 되기를 바라며, 참석하신 여러분의
가정에 사랑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