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헌정회 신년하례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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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정회는 지난 1월 6일 여의도

래드호텔 대연회장에

서신년하례식을가졌다. 이날신년인사회에는

헌정회원200여명이참석한가운데, 이석현국

회부의장, 김무성새누리당대표, 김학용새누

리당 대표 비서실장, 박형준 국회 사무총장 등

이참석, 성황을이뤘다. 

신신경경식식 회회장장은 새해 인사말을 다음과 같이

했다. “헌정회 원로와 회원님들이 많이 참석하

고 귀한 외빈들이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립니

다. 김대표는몸이열개라도모자랄판인데도

불구하고참석해주셨고정의화의장은참석하

시기로 되었으나 어제 늦게 불가피한 일로 참

석치 못한다고 연락이 와 대신 이석현 국회 부

의장님께서참석해주셨습니다. 오늘아침9시

30분 동작동 국립현충원을 다녀왔는데, 헌정

회가 날이 갈수록 변화되는 느낌을 받습니다.

예전 같으면 버스 한 대로 가능했지만, 오늘은

버스 두 대에 가득 타고서 다녀왔습니다. 이제

헌정회가서로단합하고뭔가기여하겠다는생

각들을 가지신 것 같습니다. 헌정회가 이렇게

구심점을 갖고 과거 경험을 살려 도움이 되겠

다는 생각으로 결집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

다. 제가당선소감에서밝혔던‘헌정회위상높

이기’입니다. 많은 언론에서도 관심을 갖고 많

은 회원님들도 관심을 갖고 조금씩 진전을 이

뤄나가고 있습니다. 헌정회가 과거 이야기를

나누는 친목단체가 아니라, 연부역강(年富力

强) 해서나라와국민을위한모임이되길간곡

히부탁드립니다. 헌정회에서역사교과서국정

화에 발 벗고 나서서 주장 한 결과, 국정화가

된 점 등은 중요하다고 봅니다. 개인적으로 공

원묘지 건립 문제 등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문

제들입니다. 헌정회 공원묘지특별위원회 유용

태 위원장과 정창현 위원이 대전 산림청을 방

문, 심도있는논의를한것으로압니다만차후

진전된 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또한 헌정

회에서중국의독립유적지역사탐방을했습니

다. 그런데 독립유적지 흔적이 있지 않아 헌정

회의의견을모아행정자치부와외교부에건의

사항을공문으로보냈습니다. 헌정회의건의사

항을충분히이해한다면서최선을다해조치하

겠다는 회신을 해왔습니다. 헌정회는 일만 벌

려놓지 않고 이처럼 매듭짓도록 하겠습니다.

새해 벽두 회원님들 건강하시고 복 많이 받으

시고가정에도행복하시길바라겠습니다.”

“헌정회가나라와국민을위해앞장서자”다짐
국회고위인사들“국회가제대로일하게따끔한질책을해달라”



이이석석현현 국국회회부부의의장장도새해인사말을통해

“원로님과 선배님들 건강하시고 나라 위한 질

책을 부탁드립니다. 국회가 제대로 일 할 수

있도록 따끔한

질책을 부탁드

립니다. 화합·

공감·소통의

정치가 되도록

후배들이 힘쓰

겠습니다. 헌정

회 공원묘지는

관심을 갖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헌정회 선

배님들이 관심을 갖고 혼내 주시고 질책해주

시기를바랍니다”고말했다. 

김김무무성성 새새누누리리당당 대대표표는“헌정회 원로 선

배님들을 한 분 한 분 찾아뵙고 세배해야 하는

데, 여기서단체로세배드립니다.(연단에서세

배함) 건강하신 모습 뵈니 감사합니다. 선배님

께 야단맞을 일 생각하니 오기 싫었습니다. 국

회현안들을매듭짓지못해국민들과선배님께

죄송스럽습니다. 선거구획정을아직까지못해

전국의 선거구들이 무효 상황입니다. 여야 대

표가 만나 협상을 했지만 아직까지 못한 어려

운 일입니다. 현재 IMF 경제 위기까지는 아니

지만, 이대로가면먼미래우리경제가어려워

질 것이란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한편에선

이게 경제 위기냐 아니냐의 견해 차이가 큽니

다. 과거에는 의장이 직권 상정을 하면 처리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의장이 준전시 상

태에서만가능하도록되어있지만직권상정이

아니면 안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집권여당

대표도 정치력으

로못풀고있습니

다. 국회선진화법

은야당의동의없

이아무것도할수

가 없습니다. 이

법은 망국법 입니

다. 헌재에 위헌

소송중인데 1월 28일이나 돼야 판결이 날 것

같습니다. 선배님들 아무쪼록 건강하십시오.”

라고했다. 

이어 신경식 회장, 이철승, 원로회의 의장,

황한수 운 위 의장, 김수한·박희태 전 국회

의장, 장경순·목요상·왕상은·신 균 원로

위원, 이석현국회부의장, 김무성새누리당대

표등이연단에올라신년케익커팅을하고기

념촬 을했다. 

건배사를한김김수수한한 전전국국회회의의장장은“희망

차고 보람찬 새해가 되고 모두 소원 성취하

고, 헌정회도 발전하고, 성공하는 대한민국이

되길 기원 한다”고 새해 소망을 밝히면서“건

배”라고 외쳤다. 참석한 헌정회원들은 새해

덕담을나누며서로신년인사를나눴다. 

이날 김종기 고문은‘새해에 바라는 소원

시’를낭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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