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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총재, 남북산림협력국민공감대확산활동약속

창립65주년유공직원해외연수

전국사무처26명‘민족의성산’백두산올라

한국자유총연맹(총재 박종환)은 8월 27~31일, 4박 5

일에걸쳐백두산과고구려유적지, 항일독립운동유적

지를견학하는창립65주년기념유공직원해외연수를

실시했다.

본부 직원, 시∙도지부 사무처장, 시∙군∙구지회 사무

국장 등 유공직원 26명으로 구성된 해외연수단은 8월

27일연길과용정을거쳐28일‘민족의성산’백두산에

올랐다. 이어 해외연수단은 셋째 날인 29일 집안시의

광개토 왕비 등 고구려 유적지를 찾아 당시 동아시아

의강자로군림했던고구려의웅혼한기상을되새겼다. 

해외연수단은 단동으로 이동, 31일 안중근, 신채호,

이회 등 많은 우국지사들이 옥고를 치르거나 순국한

장소인 항일독립운동의 유적지, 여순감옥을 찾아 참배

하고순국선열들의숭고한숨결을느꼈다.

한편해외연수단은이날저녁‘해외에서바라본우리

자총인의발전적인자세’를주제로토론회를갖고자유

민주주의발전을위한활동을결의했다.

이번 해외 연수에 참여한 윤성혜 경북 청도군지회 사

무국장은“이번 연수는 뜻깊고 찬란했던 역사, 아픈 과

거사를 모두 경험할 수 있었던 잊지 못할 값진 기회가

됐다”고소감을말했다. <관련기사 12면>

‘숲으로만드는평화와번영’에350만힘보태

한국자유총연맹(총재 박종환)은 9월 19일 강원도 고

성군 토성면에서 산림청 주최로 개최된 9∙19 평양 공

동선언1주년기념‘숲으로만드는평화와번 , 새산새

숲’행사에 동참, ‘남북 산림 협력’을 위한 민간 차원의

국민공감 확산활동에집중할것임을선언했다. 

강원 고성 산불피해 지역의 신속한 복구와 산림 경관

회복과 숲으로 만드는 평화와 번 을 기원하기 위해 마

련된이날행사에는박종환총재를비롯해한승경, 전인

범, 허상호, 이연주 부총재 등 임원들과 이 석 서울시

지부 회장 등 시∙도지부 회장단, 김복규 서울 중구지회

회장 등 시∙군∙구지회 회장과 유재일 강원 고성군지회

회장을 비롯한 고성군지회 회원 70여 명이 참석해 국민

과 함께하는 숲속의 한반도를 만들어 평화와 번 이 이

뤄지길기원했다. 

이날 기념식에서 박종환 총재는 격려사를 통해 자유

총연맹은‘한반도 숲 가꾸기’추진단을 전국적으로 구

성해 역점 추진하고 있고“9∙19 평양 공동선언에서 남

북 두 정상은 남북 간 신뢰를 공고히 하고 남북관계를

진전시켜나갈 중 한 전환점으로‘남북산림 협력’을

합의한 바 있다”며“황폐해진 북한 산림을 복구하는 것

은 통일시 를 비한 한반도 국토관리의 핵심 과제이

기도하다”며향후적극적활동을약속했다.

◊박종환총재가 9월 19일 강원도고성군토성면용촌리에서개최된산림청주최‘숲으로만드는평화와번영, 새산새숲’

개막식에서격려사를하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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