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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정회는 지난 12월 3일 여의도

켄싱턴호텔에서 헌정회

‘八旬기념’행사를가졌다. 2015년세모(歲暮)에

함박눈이 흩날리는 가운데 치뤄진 이날 행사에

는올해팔순회원45명가운데22명이참석했

고회원1백여명도나와축하연이이어졌다. 

辛辛卿卿植植 회회장장은 인사말을 통해“오늘 팔순이

되신분들은파란만장한과거사를몸소체험한

장본인들이십니다. 어려운역경을이겨내고국

가를위한공복(公服)으로서경제와민주주의를

위해희생을해오신분들입니다. 그결과오늘

날경제11위, 민주화, 지자체실시등의놀라운

발전 속에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보루, 정치의

선봉이셨던 자랑스러운 분들이십니다. 100세

시대에 팔순은 이제부터 시작을 의미합니다.

아무쪼록 만수무강(萬壽無疆)을 기원합니다”라

고축하했다.

이날 여야협상 주재로 바쁜 일정을 쪼개 참

석한鄭鄭義義和和국국회회의의장장은축사를통해“제가의

사 출신입니다만, 건강이 중요합니다. 헌정회

원로님들과회원님들건강하시고특히오늘팔

순 선배님들 건강하시고 만수무강하시기를 바

란다”고축원했다. 

李李哲哲承承 원원로로회회의의 의의장장은기념사를통해“오

늘 불원천리(不遠千里)하고 왔습니다. 헌정회

하면어른정치기관의중심이라고하는데사실

상그역할을제대로하고있는지자문해볼필

요가 있습니다. 혹시나‘무위도식(無爲徒食)’

‘허명무실(虛名無實)’하지나 않는지 뼈아프게

반성해야 합니다. 오늘 팔순을 맞은 후배들은

우리나라가가장어려운시기에열심히일했기

에발전된오늘날의대한민국이있게되었습니

다.”며축하겸당부의말을했다.

金金鍾鍾基基 고고문문은 팔순 회원들을 축하하는‘헌

정회원의자화상’이란시를낭송했다. 

이어李李在在奐奐사사무무총총장장은행사개요설명과함

께이날참석한팔순회원들을한명씩호명소개

했다. 

팔순회원들을대표해睦堯相전회장이팔순

기념패와기념품을받았다. 睦전회장은“팔순

회원들을 이렇게 챙겨주신 헌정회에 감사드립

니다. 오늘 팔순을 맞은 동료회원들은 과거 어

려운 고비를 넘겨 오신 분들입니다. 일제시대,

8.15의 혼란, 6.25, 4.19, 5.16 등등 한 세대를

살며 이 많은 고비들을 헤쳐 나오신 분들입니

다. 국가의경제발전과민주화를위해몸을던

“어려운시기국가公服으로
경제와민주주의위해희생하신분들”



져대한민국의기초를닦으신분들입니다. 요즘

백세시대라고들하는데65세는청년, 65∼80세

까지는 장년, 80세 이상은 노년이라고들 합니

다. 이제부터 노년의 시작입니다. 멋진 시기를

건강하게장식하시기바란다.”고말했다.

이어 장은 동아방송예술대 교수의 축가

‘Moon River’‘우정의 노래’열창으로 분

위기가 한껏 달아올랐다. 이어 이철승 원로

회의 의장을 비롯, 신경식 회장, 정의화 국회

의장, 팔순 참석 대상자들이 연단에 올라 축

하 케이크 커팅 후 기념사진을 촬 했다. 黃

漢洙 운 위원회 의장과 權翊鉉 원로의 건배

제의로 이어진 오찬에서 회원들은 축하의 인

사를 나눴다. 오찬중 愼順範 회원이 아코디

온을 메고 나와‘내 나이가 어때서’를 연주

해 박수를 받았다.

이날행사에는박근혜대통령의축하화환과

금일봉·손목시계, 정의화 국회의장의 축하화

환과 홍삼세트, 황교안 국무총리의 축하 화환

과 금일봉,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와 문재인 새

정치민주연합 대표의 축하 화환 등이 답지했

다. 박근혜 대통령을 대신해 청와대 정무비서

관, 황교안 국무총리를 대신해 국무총리실 정

무비서관,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를 대신해 권

성동전략기획본부장등이대리참석했다. 

팔순회원명단은다음과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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