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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해총, 청해부대 파견장병 초청 감사의 밤 행사 개최
- 해운협회⋅무역협회, 선원선박 보호 청해부대에 감사표명 한국해양산업총연합회(회장 최윤희)는 7월 21일(목) 소공동 롯데호텔 3층
사파이어볼룸에서 『수출입물류업계 청해부대 파견장병 초청 감사의 밤』
행사를 갖고 아덴만해역에서 우리 선원과 선박들을 보호하기 위해 구슬땀
을 흘린 청해부대 현역과 예비역장병들을 위로했다.
한국해양산업총연합회와 대한민국해양연맹 공동주관 하에 한국해운협회와
한국무역협회가 공동주최하고, 해양수산부와 대한민국해군의 후원으로 개
최된 이번 행사는 지난 2009년 창설된 이래 아프리카 소말리아 해역 아덴
만을 통과하는 우리 선박의 해적피해 방지 임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한 전
청해부대 지휘관 및 파견장병의 노고를 위로하고, 감사의 뜻을 전하기 위
해 마련되었다.
이 날 행사에서는 국회에서 국민의 힘 한기호 의원과 최재형 의원, 더불어
민주당 민홍철 의원과 윤재갑 의원이 참석하여 청해부대 장병들을 격려했
으며, 특히 아덴만의 영웅 석해균 선장과 아주대학교의료원 외상연구소 이
국종 소장이 참석함으로써 지난 2011년 1월 우리 청해부대원들이 해적
들에게 피랍된 국적외항선 삼호주얼리호를 구출한 여명작전에 대한 찬
사와 덕담이 이어졌다.

이날 행사는 한국해양산업총연합회 회장의 환영사를 시작으로 해양수산부
차관과 국회의원의 축사, 그리고 청해부대에 대한 해운물류업계와 수출입
업계, 선원단체의 감사인사와 해군참모총장의 답례사가 이어졌으며, 또한
청해부대 주요 공적 영상을 시청하고 참석자들과 함께 만찬의 시간을 가
졌다.
이 행사를 주관한 한국해양산업총연합회 최윤희 회장은 환영사를 통해
“청해부대 파병은 대한민국의 국격과 해군의 위상을 획기적으로 드높
인 역사적인 쾌거였다”며 “오늘 행사를 통해 대한민국이 진정한 해양
국가로 자리매김하는 계기가 되길 기원한다”고 밝혔다.
이어 해양수산부 송상근 차관은 축사를 통해 “청해부대원들의 노고 덕분
에 우리 선박과 선원들이 해적으로부터 안전하게 항해할 수 있었다”며,
“해양수산부는 대내외적인 경제 불확실성이 커지는 상황 속에서 안정적인
수출입 물류체계를 유지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국해운협회 정태순 회장은 감사인사를 통해 “아덴만 해적 출몰로 인해
우리 외항선원들은 위험에 노출되어 있었지만, 청해부대 파병으로 안전을
확보할 수 있었다”며, “해군과 무역과 해운은 Team Korea의 가장 중요한
파트너들로 서로 협조하여 신해양강국, 신무역강국으로 나아가기를 기원한
다”고 청해부대에 대한 고마움과 감사를 잊지 않았다.
한국무역협회 이관섭 상근부회장은 “우리나라는 국내총생산에서 무역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고, 이중 99.7%는 해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중
30%는 아덴만을 통해 수송된다”고 아덴만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아덴만
을 수호하는 청해부대에 감사하는 국민들이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달라
“고 감사의 뜻을 정했다.
선원노련 정태길 위원장은 “대한민국 해운산업의 최일선 현장에서 선원들
이 안심하고 아덴만을 항해할 수 있도록 해준 청해부대에 감사드린다”며,

“지금 이 시간에도 아덴만을 수호하고 있는 청해부대 대조영함 장병들의
건승을 기원한다”고 전했다.
이종호 해군참모총장은 답례사를 통해 “오늘 청해부대를 위해 격려자리를
마련해줘서 깊은 감사를 드린다“며, ”청해부대 장병들이야말로 대한민국의
진정한 영웅“이라고 추켜세우며, ”대한민국이 미래 신해양강국으로 도약하
도록 우리 해군이 뒷받침 하겠다“고 회답했다.
이날 행사에는 해양수산부 송상근 차관, 이종호 해군참모총장, 역대 청해
부대 1진~36진의 부대장과 장병들을 비롯하여 한국해운협회 정태순 회장
과 김영무 상근부회장, 한국무역협회 이관섭 상근부회장, 전국해상선원노
동조합연맹 정태길 위원장, 고려해운 박정석 회장, HMM 김경배 사장, 팬
오션 안중호 사장, 대한해운 김만태 사장, 흥아해운 이환구 사장, 화이브오
션 조병호 사장 등 130여명이 참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