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www.koreaff.or.kr 2020년 11월 16일 월요일  I  Tel. 070-7122-8048제212호 <월간·등록번호 서울 아 01215>

발 행 처 I                       (서울 중구 장충단로 72)
발행·편집인 I 박종환
등 록 일 I 2010년 4월 21일

평화통일 실현 의지 함양 위해 협력키로

코로나19 방역 및 환경정화 캠페인

연말 활동계획 논의 및 환경정화 봉사 … 전국청년협, 충남서 11월 월례회의

자유총연맹-통일부 통일교육원 업무협약 체결

임직원 및 중앙운영위원, 남한산성 일대서 봉사활동

한국자유총연맹(총재 박종환, 이하 

자총)은 11월 4일 서울 중구 자유센

터 회의실에서 통일부 통일교육원(원

장 백준기, 이하 통일교육원)과 자유

민주적 기본 질서에 입각한 평화통일

의 실현 의지 함양을 위한 통일교육 

활성화 및 국리민복 가치 구현을 추

구하는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업무 협약식에는 자총 박종환 총재, 

최역 사무총장과 통일교육원 백준기 

원장, 추석용 교육협력부장 등 양 기

관의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자총과 통일교육원은 업무협약을 

통해 ▲통일공감대 확산을 위한 강

사진 양성, 강좌 개설 등 평화·통일

교육 실시 협력 ▲강사진, 교육 콘텐

츠 제공 등 교육운영 협력 ▲통일공

감대 조성을 위한 사회 통일교육 네

트워크 구축 등을 상호 협력해 나가

기로 했다.

자총 박종환 총재는 인사말을 통해 

“오늘의 협약은 우수한 강사진 양성, 

좋은 콘텐츠 제작 등을 활발하게 해 

자총이 실시하는 민주시민교육이 국

민을 행복하게 하고 국가 발전에 도

움 되는 평화와 통일의 인재 양성에 

더욱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이

번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이 더욱 활발

하게 협력하여 발전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국자유총연맹(총재 박종환, 이하 

자총) 임직원 및 중앙운영위원회 위원

들은 지난 11월 10일 남한산성 일대에

서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봉사 

및 환경정화 캠페인을 펼쳤다.

이날 캠페인에는 자총의 박종환 총

재, 최역 사무총장 및 임직원, 중앙운

영위원회 오웅필 위원장 및 위원 90여 

명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그동안 전국 각지에서 

이뤄진 코로나19 방역 봉사 및 환경

정화 활동 내용을 서로 공유하는 시간

을 가졌으며, 이후 남한산성 일대의 

쾌적한 환경 조성을 위한 캠페인을 실

시했다.

박종환 총재를 비롯한 봉사자들은 

코로나19 방역 및 환경정화 활동 캠페

인 중 행락객들에게 행정안전부 후원

으로 마련한 마스크 1000개와 국리민

복 홍보물 200개를 배포하며 코로나

19 방역 및 환경정화에 대한 경각심을 

다졌다. 

이 자리에서 자총 박종환 총재는 “코

로나19로 인한 위기를 새로운 기회로 

바꾸기 위해서는 시대의 변화를 과감

히 수용하는 발상의 전환과 각고의 노

력, 그리고 전략적 실천이 필요하다”

며 “자총은 그동안 쌓인 봉사활동 노

하우를 바탕으로 앞으로는 봉사활동

을 보다 세밀화하고, 여러 봉사단체와 

봉사자들을 봉사활동의 수혜자와 연

결해 주는 새로운 시도를 적극 추진하

자”고 당부했다.

전국 시․도청년협의회(회장 이승우)

는 11월 13일 충남지부(충남 공주시 

소재) 사무처에서 청년협의회 회원 

17명이 참석해 월례회의를 개최했다. 

회의에서는 우선 연말 동절기 봉사

활동 계획으로 ‘국리민복 사랑의 쌀 

전달식’과 다일공동체의 밥퍼 나눔 

운동본부와 함께 하는 ‘밥퍼나눔 봉

사활동’ 등이 활동 안으로 다뤄졌다. 

둘째 안건으로는 시·도지부 우수 

대학생 장학금 지원 사업으로 당해 

글로벌리더연합 시도별 회원 모집 결

과 활동 우수 대학생 3명을 선발, 장

학금 수여 방법과 수여 일정 등을 심

의했다. 

셋째로는 2021년도 ‘전국 청년회장 

합동연수’ 계획이 다뤄져 연수 일정

과 장소 등이 논의됐으며, 코로나 사

태에 따른 방역생활 수칙 단계에 따

라 합동연수 규모와 범위 등을 제한

할 계획이다. 

청년협의회는 회의를 마친 후 공주시 

제민천 일대에서 환경정화 활동을 펼

쳤다.

한국자유

총연맹 박종

환  총 재 는 

11월 3일 백

성호 연변대 

국제대학원 교수(사진)를 신임 

자유평화연구원 원장으로 임

명했다. 

백성호 신임 연구원장은 (주)

동춘항운 법정관리인과 민주

평통 상임위원, UNDP 운영위

원 및 동북아 물류운송 조정

관, 중국 연변과기대 객원교수

를 지냈고, 현재 동북아물류연

구원장, 중국 연변대 조선반도

연구원 국제대학원 교수, 중국 

연변주정부 경제고문, 대통령 

직속 북방경제협력위원회 전

문위원으로 재직 중이다.

자유평화연구원장 
백성호 연변대 교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