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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 성 공 단 재 개 염 원 ' 토 크 콘 서 트 9일 온 라 인 생 중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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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성 잇는 토크콘서트 '다시 희망으로'

[의정부=뉴시스] 배성윤 기자 = 개성공단 전면중단 5년을 맞아 남북관계 개선과 개성공단 재개를 염원
하는 ‘개성 잇는 토크콘서트 다시 희망으로’가 오는 9일 오후 7시 온라인을 통해 생중계 된다.

이번 토크콘서트는 각계각층의 패널들이 자유로운 분위기 속에서 한반도 평화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며
개성공단 재개를 염원하는 국민들의 마음을 모으고 평화공감대 확산을 위해 마련된 행사다.

파주 운정행복센터에서 진행될 이번 행사에는 이재강 평화부지사, 최종환 파주시장, 김진향 개성공업지
구지원재단 이사장, 명진스님, 공단 주재원 등이 패널로 참여해 ‘개성공단의 의미와 가치’, ‘개성공단 재
개는 남북선언 이행의 지름길’, ‘개성 잇는 희망의 약속’을 주제로 이야기를 나눌 예정이다.

토크쇼 중간 중간 노래패 우리나라, 노래극단 희망새, G브라스앙상블이 출연, 개성공단 주재원들이 북
측 노동자들과 함께 즐겨 부르던 노래들을 연주하며 행사의 의미를 더욱 풍성하게 만들 전망이다.

이와 관련, 토크 콘서트에 앞서 개성공단 재개 선언 촉구를 위한 범국민 운동의 시작을 알리는 ‘개성공단
재개 선언 범국민 연대회의 출범식’이 오후 4시 파주 DMZ생태관광지원센터에서 개최된다.

개성공단 재개 선언을 촉구하기 위한 이재강 평화부지사의 현장집무실 설치, 삼보일배에 이어 진행되는
이번 행사에는 함세웅 민족문제연구소 이사장, 윤후덕·이규민 국회의원, 이재강 경기도 평화부지사, 심
규순 도의회 기재위원장, 최종환 파주시장 등이 참석해 개성공단 재개 선언 촉구 공동선언문 낭독, 범국
민 연대회의 향후 활동계획 논의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재강 평화부지사는 “이번 행사들을 통해 많은 도민들이 개성공단 재개에 대해 조금 더 관심을 갖는 계
기가 되길 바란다”며 “개성공단 재개는 한반도 평화의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일인 만큼, 앞으로 범국민
적 움직임을 활성화 할 수 있는 노력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행사는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비대면 방식으로 진행되며, 다양한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실시간
으로 시청할 수 있다.

‘토크콘서트’는 유튜브(오마이TV, 파주시청 파주N, 해피코리아 고양파주방송, 풍이진이TV), 아프리카
TV(진향라떼), 페이스북(오마이TV)으로, ‘범국민 연대회의 출범식은’ 소셜라이브(LIVE) 경기, 줌
(ZOOM)을 통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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