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ICK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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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선정한 기사입니다.
체코 대통령이 체코 방문 중인 文대통령에게 편지…왜 

기사입력 2018-11-28 19:30 기사원문 스크랩  

 

요약봇beta 

요약봇beta도움말자동 추출 기술로 요약된 내용입니다. 요약 기술의 특성상 본문의 주요 내용이 제외될 수 있어,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기사 본문 전체보기를 권장합니다.  

자동 요약 결과가 어땠나요?  

보내기  

이스라엘 국빈방문으로 자리 비워…못 만나는 데 대한 안타까움 표시 

 

제만 대통령 "협력촉진 극대화 지원 요청…한반도 평화 적극 기여할 것" 

 

제만 체코 

대통령과 악수하는 문 대통령(뉴욕=연합뉴스) 배재만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9일 오후 (현지시간) 뉴욕 

유엔 본부에 있는 경제사회이사회 의장실에서 밀로쉬 제만 체코 대통령과 정상회담에 앞서 악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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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하=연합뉴스) 이상헌 박경준 기자 = 체코를 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이 28일(현지시간) 밀로시 제만 체코 

대통령한테서 한 통의 편지를 받았다. 

 

자국을 찾은 타국 정상에게 편지를 보내는 게 이상할법하지만 사실 문 대통령 방문 기간에 제만 대통령은 

이스라엘을 국빈 방문하느라 자리를 비운 상황이었다. 직접 만나지 못하는 데 대한 아쉬움과 미안함의 표시로 

서한을 보낸 것이다. 

 

이 때문에 문 대통령은 안드레이 바비시 총리하고만 회담을 한다. 

 

청와대가 공개한 서한에서 제만 대통령은 "대통령께서 체코를 방문해 주신 것을 멀리서나마 환영한다"며 

"이번에 대통령을 직접 만나 뵙고 작년 유엔 총회 계기에 나눴던 논의를 계속할 수 없어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과 제만 대통령은 작년 9월 뉴욕 유엔총회 계기에 정상회담을 했었다. 

 

제만 대통령은 체코가 2015년 아시아 국가 중 최초로 한국과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맺은 점을 거론하며 

"대통령의 지원을 요청한다"며 "과학·연구·혁신·스타트업·첨단기술 분야에서 양국 간 협력 촉진을 극대화하기 위해 

대통령님과 함께 노력해 나갈 수 있다면 영광이라고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한반도 문제와 관련해서도 "완전하고 검증 가능한 한반도 비핵화 달성 방안이 곧 도출돼 항구적 긴장 완화로 

이어지고 나아가 한반도에 사는 모든 사람의 삶이 개선될 것으로 믿는다"며 "체코는 이런 과정에 적극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저는 대통령의 경제 개혁에 지대한 관심을 갖고 주시 중"이라며 "한국 기업이 체코에서 성공적으로 정착할 

수 있었듯 체코 기업들도 곧 한국에 진출해 한국민을 위해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해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2020년 한·체코 외교관계 수립 30주년을 기념해 체코와 한국에서 '한국 문화의 해'와 '체코 문화의 해'를 

각각 지정하는 방안을 제안한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제만 대통령의 집무실이 있는 프라하성을 시찰하면서 서한을 전달받았다. 프라하성은 대통령 

집무실이 있지만 관광지로도 개방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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