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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차 한-카자흐스탄 문화공동위원회 개최
- 양국 수교 30주년을 맞아 새로운 30년을 향한 문화교류 협력 모색 -

□ 금년 한국과 카자흐스탄 간 수교 30주년을 맞이하여, 제4차 한-카자흐스탄
문화공동위원회가

6.2.(목)

카자흐스탄

누르술탄에서

견종호

공공문화외교국장과 바크니야즈 사울레토프나 카라시나(Bakhniyaz Sauletovna
Karashina) 카자스흐탄 문화부 국제협력국장이 수석대표로 참석한 가운데
개최되었다.

※ 우리측 참석기관 : 문화체육관광부, 행정안전부(국가기록원), 한국국제교류재단
□ 이번 회의에서 양측은 △수교 30주년 기념 양국 문화행사 준비, △문화․예술,
문화유산 보존, 교육, 인적교류, 스포츠 등 분야에서 협력 증진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합의의사록(Agreed Minutes)에 서명하였다.
◦ 견종호 국장은 양국이 2009년 전략적 동반자 관계 수립 후 정무, 경제뿐
아니라 문화 분야에서도 협력을 심화하고 있음을 평가하고, 특히 올해 수교
30주년을 맞아 앞으로도 새로운 30년을 향한 미래지향적 협력관계를 이어갈
수 있도록 문화, 인적교류 등 다양한 분야에서 우호 협력관계를 심화해가자고
하였다. 또한 금년 제15차 「한-중앙아 협력 포럼」과 양측이 준비 중인
30주년 축하 행사들의 성공적 개최를 통해 양국 관계가 더욱 강화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하였다.

※ 한-중앙아 협력 포럼 : 한-중앙아 관계 발전 및 경제, 문화, 교육 분야 등 포괄적
협력관계 구축을 위해 2007년 우리 정부 주도로 창설된 외교차관급 정례 다자
협의체(연 1회) / 2020년 제13차 포럼(서울)에서 장관급 격상

◦ 카라시나 국장은 카자흐스탄 측도 수교 30주년을 기념해 카자흐 민속공연단,
아스타나 발레단 내한 공연, 카자흐스탄 영화제 등 행사를 계획하고 있다고
설명하고, 향후 영화 제작 분야 및 스포츠 분야에서 양국 간 협력을
강화해나가길 희망한다고 하였다.

□ 우리나라와 카자흐스탄은 코로나 상황 하에서도 경제공동위(2020년), 정책
협의회(2021년) 개최 등 고위급 교류를 꾸준히 진행해왔으며, 금년 5월
에는 2022-23년을 상호문화교류의 해로 지정하여 공연, 전시 등 다양한
기념행사들을 개최하기로 한 바 있다.
□ 이번 한-카자흐스탄 문화공동위는 올해 카자흐스탄과의 수교 30주년을 기념
하고 양국 간 문화, 교육, 기록물, 스포츠 등 제반 분야에서의 지속적인 협력의
기반을 강화하는 중요 계기가 된 것으로 평가된다.
□ 금년 우리나라는 중앙아 5개국과 수교 30주년을 맞아 문화공연, 기념 세미나
등 다양한 기념행사를 개최할 예정이며, 카자흐스탄과는 금년중 한국 어린이
전통복식 전시, 한-카자흐 영화산업포럼, 박대성 화백 전시회 등 한국 문화를
알리는 다양한 행사를 카자흐스탄 누르술탄 및 알마티에서 개최할 계획이다.
붙임 : 현장 사진.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