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엘더스(The Elders), 미국과 북한에 싱가포르 회담을 기반으로 평화를 위해 
노력해 줄 것을 촉구 

 
2018년 6월 14일 런던 
 
엘더스는 싱가포르에서 개최된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역사적인 회담을 환영했다. 엘더스는 양측에 신뢰를 구축하고 
한반도의 완전 비핵화를 향한 진정한 협력을 지속할 것을 촉구했다. 
 
전 유엔사무총장이자 현 엘더스 회장인 코피 아난은 말했다. 
 
"싱가포르 회담은 수개월 전 대립에 따른 긴장과 우려에서 괄목할 만한 전환을 
이루었습니다. 많은 것이 위태로울 때는 결과를 '승자와 패자'로 구분 지어 평가해서는 안 
됩니다. 유일한 승자는 38선 양쪽의 보통 시민들과 평화, 안전 및 번영 속에 살기를 
소망하는 사람들이어야만 합니다." 
 
엘더스는 대화와 외교에 전념한 것으로 보이는 양측에 안도를 표명했다. 엘더스는 
평화적 해법을 장려하며 중대한 역할을 수행한 대한민국 문재인 대통령을 강조했다. 
 
엘더스는 향후 진전을 위한 기회를 놓치지 않기 위해 추진력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전 유엔사무총장 및 전 대한민국 외교부 장관으로 현 엘더스 회원인 반기문은 말했다. 
 
"한국 국민들은 너무 오랫동안 군사력 충돌의 위협 및 과거 전쟁의 잔재를 안고 
살아왔습니다. 싱가포르 회담은 나은 미래에 대한 희망을 전했습니다. 북한은 이제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고, 불가역적인 핵폐기를 진정으로 증명해야만 하고, 미국은 지역 
연합국의 합당한 이익을 반영하고 존중해야 합니다." 
 
엘더스는 지역 안보 문제에 대한 폭넓은 영향 및 핵확산 억제를 위한 전 세계적 노력이 
정상 회담의 중점 사항에서 간과되어서는 안 된다고 경고했다. 중국, 일본, 러시아를 
비롯한 북한 주변국 및 기타 지역 세력과의 협력은 지속성 있는 해결에 필수 불가결하다.  
 
전 미국 대통령으로 현 엘더스 명예 회원인 지미 카터는 말했다. 
 
"미국은 1950년대 이래 한국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해 왔습니다. 2011년 엘더스의 평양 
방문에 함께한 것을 비롯하여, 저는 북한과의 직접적인 연계가 중요하다고 믿어 
왔습니다. 현 미국 정부가 접근 방향을 유지하면서 지속적인 협상에서 인권 문제를 
제기하고 옹호하는 책임도 회피하지 않기를 희망합니다." 
 
끝. 

 
Media enquiries 
 
William French, Head of Communications, The Elders  
T: +44 7795 693903 
media@theElders.org 
 
Sign up to receive The Elders' press releases. 

 
 
About The Elders 
The Elders are independent leaders using their collective experience and influence for peace, 
justice and human rights worldwide. The group was founded by Nelson Mandela in 2007. 
 
The Elders are Martti Ahtisaari, Kofi Annan (Chair), Ban Ki-moon, Lakhdar Brahimi, Gro Harlem 
Brundtland (Deputy Chair), Hina Jilani, Ricardo Lagos, Graça Machel, Mary Robinson and 
Ernesto Zedillo.  
  
Ela Bhatt, Fernando Henrique Cardoso, Jimmy Carter and Desmond Tutu are Elders Emeritus. 

 
 
Find out more 
For biographies of the Elders, blogs, photos, videos and more information about their work 
please go to www.theElders.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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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llow The Elders on LinkedIn, Twitter, Facebook, Instagram, Flickr and YouTub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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