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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문기� 칼럼 뉴스타 부동산 그룹 회장
www.newstarrealty.com

 약 4년 전 중앙일보에 “175개국에 동포 

가장 넓게 퍼져 사는 민족”이라는 제목으로 

남북한 합한 인구의 10% 726만 명 세계 곳

곳 진출이라고 보도되어 브리태니카의 설명

을 확증해 주며 기사의 일부를 소개하면 다

음과 같다.

　-재외동포재단에 따르면 2011년 기준으

로 재외동포는 175개국에 726만 명으로 집

계됐다. 재외동포재단 김봉섭 조사연구팀장

은 “빠르게 팽창 중인 중국계가 130개국 이

상에 퍼져 있고 , 730여만 명의 유대인들이 

100여 개국에 나가 있는 것을 감로그1안하

면 175개국에 진출한 한민족은 현재로선 지

구촌 구석까지 가장 넓게 퍼져 있는 것”이

라고 설명했다.

　한민족공동체문화연구원 이서행(한국학

중앙연구원 명예교수) 원장은 “남북한 인구

를 합친 기준으로 한민족의 해외 진출 비율

은 10%나 된다”며 “이는 세계 평균(3%)보

다 압도적으로 높다”고 말했다. 이 원장은 “

본국 인구 대비로 보면 한민족은 이스라엘·

아일랜드·이탈리아에 이어 세계 4위”라며 “

해가 질 날이 없는 민족이 됐다는 의미”라

고 말했다.-

　 

재외동포재단의 통계가 2011년 기준이니 

지금은 최소 750만 명의 한국인이 전 세계

에 걸쳐서 살고 있다고 봐야 한다. 미국에

도 수백만, 일본, 중국 ,유럽, 남미 등 한국인

이 없는 곳이 없다. 전 세계 어느 곳에서 경

기를 하든 경기장에는 한국동포들이 태극기

를 흔들고 있다.  

브리태니카 백과사전에서 말하는 한국인

은 한반도에 살고 있는 것이 아니라 분명하

게 전세계에 살고 있다. 이제 한국인의 생활

무대는 좁은 한반도가 아니라 전 세계 지구

촌이며, 그 가운데 가장 기회가 큰 곳이 미국

이고 미국 어디든 한국인이 살면 그곳이 곧 

한국 땅이므로 기회가 되는대로 부동산을 사

두어야 한다. 그것이 이 시대의 신광개토대

왕의 개념이다.

이와 같이 한국인은 전 세계에 걸쳐서 살

고 있다. 미국에도 수백만, 일본, 중국 ,유럽, 

남미 등 한국인이 없는 곳이 없다. 전 세계 

어느 곳에서 경기를 하든 경기장에는 한국동

포들이 태극기를 흔들고 있다. 

브리태니카 백과사전에서 말하는 한국인

은 한반도에 살고 있는 것이 아니라 분명하

게 전세계에 살고 있다. 이제 한국인의 생활

무대는 좁은 한반도가 아니라 전 세계이며, 

그 가운데 가장 기회가 큰 곳이 미국이다.

통일 한국을 생각한다면 미국으로!
근래 남북 대립시대에 살고 있어 통일이

야기가 멀리 들려지지만 조만간 우리는‘통일 

한국’을 생각하지 않을 수없는 시대에 살고 

있다. ‘통일 한국’이 된다면 당장에 북한주

민들을 도와야 하고 구 소련 땅인 우즈베키

스탄, 카자흐스탄, 우크라이나, 그리고 연해

주 등지에서 살고 있는 상당수의 고려족과 

중국 땅에 살고 있는 적지 않은 조선족의 귀

화에 대비해야 한다.  

그러나 이에 못지 않게 병행해야 할 것이 

있다. 그 지역 한국계 젊은이들에게는 그 지

역에서 성공할 수 있도록 국가에서 거시적인 

지원을 하여 각자의 개성에 따라 그 나라 정

부 공무원이나 정치인이 될 수 있도록 협조·

계발해 줄 뿐 아니라 좋은 업체에 취업, 혹은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국가적인 정책을 만들

어 집행해야 할 것이다. 

그래서 세계 각지에 코리안 네트워크를 만

들어 국가 자산화가 되도록 조직화해야 한다.

              (다음 호에 계속됩니다.) 

라스베가스 한인뉴스 / 컬럼

한국인이 살면 
      그곳이 한국 땅!! (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