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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 외교부 장관 개회사

김영주 한·중남미 의회외교포럼 회장님,
브루노 피게로아 주한멕시코대사님,
에반 엘리스 미 전략학연구소 교수님,
후안 카를로스 베이커 전 멕시코 통상차관님,
한병길 한-중남미협회장님,
주한중남미대사님들,
대한민국 외교의 살아 있는 역사이신 이복형 전 대사님,
그리고 이 자리에 함께하신 귀빈 여러분,
한국과 중남미 15개국의 수교 60주년을 기념하는 축제의 장에 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여 축하 말씀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60년 전, 대한민국은 전쟁의 폐허 속에서 근대화의 길을 막 내딛기
시작하던 때였습니다. 1962년 수교국가가 27개국에 지나지 않던 한국은
전방위 외교를 통해 당시 중남미 20개 독립국가 중 15개국과 수교
하였습니다.
이처럼 1962년은 한-중남미 관계에 있어서 뿐만 아니라 나아가 우리
외교사에 있어서도 특별한 의미를 가지는 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한-중남미 관계의 새로운 장을 여셨던 고 김영삼
대통령님을 수행하여 1996년 과테말라, 칠레, 아르헨티나, 브라질,
페루를 방문한 경험이 있습니다.
당시 김영삼 대통령께서는 중남미의 역동성에 주목하셨고, 중남미
5개국에서 9명의 정상들과 만나 한국과 중남미가 함께 하는 길을
열어두셨습니다.

그 때 중남미 순방을 통해 이루어진 한국의 중미경제통합은행 출자
공약, 한-중미 대화협의체 신설, 그리고 외무부 중남미국의 독립과
한-중남미협회의 창설 등은 한-중남미 60년사의 큰 이정표라 하겠습니다.
이후 한-중남미 관계는 발전을 거듭해 왔습니다. 지난 20년간 한-중남미
교역은 3배, 투자는 5.5배로 꾸준히 증가해 왔습니다.
K-pop 등 한류에 대한 중남미인들의 인기도 높아져 8백50만명의 한류
동호회 회원이 활동 중입니다.
내외 귀빈 여러분,
이제 한-중남미 관계는 또 하나의 이정표를 세울 시기입니다.
오늘날 전세계는 중남미에서 일고 있는 혁신의 물결을 목도하고 있습니다.
2020년 중남미의 전자상거래 성장률은 37%로 세계 최고 수준이며,
신재생 에너지 발전 비율은 59%로 전세계 녹색전환을 선도하고 있습니다.
새로 출범한 윤석열 정부는 중남미와의 상생번영을 위한 맞춤형 지역
협력 네트워크 구축을 추진함으로써 중남미와의 협력을 한단계 업그레
이드시켜 나갈 것입니다.
중남미와의 FTA 네트워크를 완성하는 한편, 정상외교를 통한 전략적인
대화도 심화시킬 것입니다.
또한, 최근 우리 국회가 발의해주신 한·중남미 재단의 설립을 계기로
중남미에 대한 연구와 민간교류를 획기적으로 끌어올릴 것입니다.
한국과 중남미는 그간 양자 및 지역 차원의 협력을 넘어 다자외교
무대에서도 긴밀히 협력해 왔습니다.

여러분께서 잘 아시다시피 한국 정부는 2030년 세계박람회를 부산에서
개최키로 하고, 작년 6월 공식 유치 신청서를 제출하였습니다.
부산은 한국 제2의 도시이자 제1의 항구도시로 한국의 경제발전 과정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였으며, APEC 정상회의,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등 다수의 정상회의를 개최하는 등 풍부한 국제행사 경험을 보유한
세계박람회 개최의 최적지입니다.
한국은 2030 부산 세계박람회를 통해 중남미 국가들과 한국의 발전
경험을 공유하고자 합니다. 한국의 이같은 노력에 중남미 국가들이
힘을 실어주시길 바랍니다.
내외 귀빈 여러분,
오늘은 축제의 날입니다.
지난 60년간의 우정을 회고하고, 새로운 60년의 시작을 함께 축하하는
자리입니다.
중남미 최초의 노벨문학상 수상자이자 외교관이었던 칠레의 시인
가브리엘라 미스트랄은 “우정은 완전한 이해, 빠른 신뢰. 오랜 추억이다;
즉 신의이다(Decir amistad es decir entendimiento cabal, confianza
rápida y larga memoria; es decir, fidelidad)” 라고 말했습니다.
한국과 중남미는 지난 60년간 형성된 견고한 우정을 바탕으로 상생과
번영의 길을 걸을 것입니다.
새로운 60년을 향해 힘차게 나아갑시다. 감사합니다.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