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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회팔순기념(12.3) 고문간담회(12.7) 헌정회이사회및운 위원회워크샵(12.23) 

정책세미나(의장이상희) (12.22) 역사특위(위원장박명환) (12.21) 여성위원회(위원장 오양순) 송년간담회 (12.17)

편집회의(의장박권흠) (12.16) 법정관개정소위원회(위원장변정일) (12.2) 송년차담회에서명예차인상을받은신경식회장(12.14)

청송문화축제에헌정회원들을초청한황병우회원(12.7) 7대국회의원회(회장윤재명) (12.9) 

14대국회의원회(회장김문기) (12.8) 18대 국회의원회(회장 박종근) (12.4) 헌정회를내방한TMA(기업회생협회)일행 (12.11)

‘廣場’은헌정회원들의각종활동및경조사등을
알리는공간입니다. 적극적인참여바랍니다.
연락처 : 편집실(☎)786-2881~2헌정廣廣場場廣廣場場

세계여성단체협의회 회장에 당선된 김정숙회원에게
공로패를 수여한 신경식 회장(12.17)

헌정회 각종모임



2016. 1 141

반탁투쟁 승리 70주년 기념대회 개최

李李哲哲承承((77選選))헌정회원로회의의장, 한국

반탁반공학생운동기념사업회 총재는

12월28일한국기독교회관대강당에서

열린‘신탁통치 반대투쟁 승리 70주년

기념대회’를주관했다. 이총재는기념사에서박근

혜대통령의‘통일대박론’은1945년신탁통치반대

운동처럼전국민적운동이일어날때가능하다고

말했다. 한편이의장은지난해정론을펴온월간

「경제풍월」의배병휴대표에게격려금을전달했다. 

일한친선협회 창립 40주년 기념식 참석

金金守守漢漢((66選選)) 前 국회의장, 한일친선협

회중앙회회장은 12월 3일일본宮崎

縣(미야자키현) 일한친선협회 창립

40주년 기념식에 초청되어 양국의 관

계복원과협력의중요성에대해강연했다.  

왕인문화원 창립 기념식 및 문체부 장관
표창 받아

尹尹在在明明((77,,88,,1100)) 헌정회 원로위원, 7대

국회의원회회장은최근일본오사카

히라가타(枚方)시에서 한일문화친선

협회 부설 왕인문화원 창립 39주년 기

념식과백제문건립9주년기념식을가진데이어

12월 24일에는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표창을 받

았다. 윤 회장은 고대 일본에 천자문과 논어를

전한 백제 왕인 박사의 정신을 기리는 백제문을

2006년 건립하는 등 왕인 박사와 관련한 각종

기념사업을벌여왔다. 

제62주년 기념 감사 예배

金金玉玉仙仙((77,,99,,1122)) 사회복지법인 에벤에

셀모자원설립및장항동부교회창립

자는지난12월8일모자원설립과교

회창립제62주년을맞아기념감사예

배를드렸다.  

생활속 작은 웅 24명에 웅패 수여

韓韓光光玉玉((1111,,1133,,1144,,1155))국민대통합위원회위

원장은 최근‘생활속 작은 웅’24명

에대한 웅패수상식을가졌다. 이날

웅패 수상자들은 스토리 공모전을 통

해 추천된 작은 웅들로 웅심사위원회의 심사

및추가검증을통해최종선정·발표됐다. 전역을

연기한장병민간인을구하다가순직한 故정연승

상사등에게 웅패를수여했다.

경남언론포럼 고문으로 추대

金金順順圭圭((1111)) 前 경남신문 대표이사 회

장은 최근 서울 한국프레스센타에서

개최된 한국신문발행인 송년포럼에

참석한데 이어 12월 8일에는 경남 마

산종합경기장 강당에서 열린 사단법인 경남언

론포럼 제2회 정기총회에서 고문으로 추대되

었다.

한국 롤러스포츠 43년사 출판기념
및 2015 롤러인의 밤 개최

柳柳晙晙相相((1111~~1144)) 한국정보기술연구원원

장, 대한롤러경기연맹회장은지난 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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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서울올림픽파크텔1층올림피아홀에서“한

국 롤러스포츠 43년사 출판기념 및 2015 롤러인

의밤”행사를개최했다.

국민보고회 참석 격려

朴朴明明煥煥((1144~~1166)) 헌정회 역사바로세우

기 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지난 12월

21일프레스센터에서열린검인정한

국사교과서의 북한교과서 표절의혹 국

민 보고회에 참석하여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박

위원장은 격려사를 통해“자랑스럽고 광스런

조국 의 역사를 폄하 왜곡 비하하고 있는 현행

검인정교과서를바로잡기위해국정화가필수적

이며 새로운 국정교과서는 공정하고 사실에 입

각한 정직한 역사기록을 수록하는 교과서가 되

어야 하며 우리 조국 대한민국의 미래를 짊어져

야할 후세들이 바른 역사관을 갖게 하며 그들에

게 긍지를 심어줄 수 있는 교과서로 재탄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역사바로세우기 특별위원회

의 이성근 부위원장 곽정현, 김송자, 김 숙, 조

한천위원과김의재간사등이참석했다.

‘여성선도상’수상

金金貞貞淑淑((1144~~1166)) 세계여성단체협의회 회

장은 최근 삼성생명 콘퍼런스홀에서

삼성행복대상‘여성선도상’을받았다.

삼성생명공익재단이 주관하고 여성가

족부가 공식 후원하는 삼성행복대상의 여성선도

상은여성권익과지위향상및사회공익에기여

한여성에게주는상이며올해로127년역사를갖

고있다.

사)한국바른말연구원허가등록후포부밝혀

원원광광호호((1144대대))헌정회이사는지난12월

18일 여의도 연구원에서 소속교수,연

구위원등이참석한자리에서40년동

안 운 해오던 연구원을 12월 7일자로

사단법인 한국바른말연구원으로 허가등록을 마

치고 명실공히 세계에서 으뜸가는 한국어보급

교육단체로서 한국어 교재 개발과 교사 양성은

물론교사자격심의, 해외파견, 외국인위탁교육

을목표로새롭게출발한다고포부를밝혔다.

정책토론회 개최

尹尹漢漢道道((1155,,1166)) 새누리당 국책자문위원

회 위원장은 지난 12월 15일 새누리

당 당사 회의실에서 저 출산 고령화

에대한여성가족부정책의필연성과정

책대안으로일. 가정양립현실과향후추진방향

이란주제로정책토론을가졌다.

출판기념회 개최

鄭鄭鎬鎬宣宣((1155)) 참좋은국회의원세우기국민

운동수석상임대표는 1월 11일국회도

서관대강당에서「내가 대통령이라면」

북콘서트출판기념회를개최했다.

출판기념회 개최

朴朴振振((1166~~1188)) 헌정회 통일문제연구특별

위원회간사는최근세종문화회관에서

출판기념회를개최했다. ‘박진의종로

이야기’를 비롯해 2권이 더 소개되었으

며‘박진의종로이야기’는박전의원이태어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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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둥지 大吉 하시길…

정리=이형순

자라고살고있는대한민국1번지종로에대한각

별한 사랑과 개인적인 에피소드, 역사문화 탐방

록, 맛집소개및미래발전상등을그렸다.

부산지역 유권자 토론회 개최

尹尹元元昊昊((1177)) 한국여성의정 상임대표는

12월 17일 부산시의회 대회의실에서

「유권자가 보는 여성정치인」이라는

주제로 부산지역의 유권자 단체와 함

께토론회를개최했다.

여성연대 출범 및 범여성계 결의대회 개최

羅羅卿卿瑗瑗((1177~~1199))한국여성의정공동대표는

12월15일국회도서관대강당에서20대

총선을앞두고지역구여성30%실현을

위한한국여성단체협의회등495개여성

단체와함께범여성계결의대회를개최했다.

대통령 표창 수상

郭郭成成文文((1177))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사

장은 최근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2015년 창조경제 벤처·창업대전’

에서대통령표창을수상했다.

토론회 개최

文文姬姬((1177)) 새누리당 국책자문위원회 여

성분과위원장은지난 12월 15일새누

리당 국책자문위원회 주최 여성분과

주관으로 심각해지고 있는 저출산문제

해법인「일과가정양립현실과향후추진방향」

에대해토론회를개최했다.

삼가고인의명복을빕니다

李李起起彬彬((1133)) 서울 동대문구 천호대로2길 23-5

(신설동,1층)  사839-0001, H) 011-281-1001

車車秀秀明明((1144,,1155))서울서초구명달로11길20 상지리츠빌

서초5차202호 자)544-2007, H)011-9768-6200

金金民民錫錫((1155,,1166))서울양천구목동중앙북로8길94 한

강빌라401호 자)2651-1369, H)010-9832-6662

洪洪在在馨馨((1166~~1188)) 서울 용산구 이촌로 347 신동아

A 7/401  자)749-9005, H)010-8546-1467

張張聖聖萬萬((1111,,1122)) 회원이 12월6일숙환

으로별세했다. 부산에서태어난고

인은일본오사카성서신학교와미국

신시내티신학대학원을졸업한뒤국

내에서목회활동을하다1965년동서기독교실업

학교(현경남정보대학교)와동서공과대학(현동서

대)과2001년동서사이버대학교(현부산디지털대)

를설립했다. 고인은1981년민주정의당창당발기

인으로 정계에 입문해 85년 민정당 정책위의장,

87년국회부의장을역임했다. 향년83세.

魯魯興興俊俊((1133)) 회원이 12월 1일 지병으

로 별세했다. 서울에서 태어난 고인

은부산고와한양대를졸업하고한국

정치사상연구원 이사장, 사회복지법

인미래나라재단이사장, 옥스퍼드대학교맨체스

터칼리지종신명예교수등을지냈다. 향년70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