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www.koreaff.or.kr 2018년 10월 16일 화요일 |  Tel. 070-7122-8042제187호〈월간·등록번호서울아 01215〉

발행처 | (서울중구장충단로 72)

발행·편집인 |박종환

‘2018년도유공회원포상식’…김부겸장관등500여명

2018 전국 시·도 및

시·군·구 여성회장 워크숍
강원평창에서실시…박종환총재등360여명

한가위맞이

‘사랑의쌀나눔’

한국자유총연맹(총재 박종환)

은 10월 2일 서울 중구 장충동

자유센터 야외광장에서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 등 내빈과 박

종환 총재를 비롯한 부총재단,

이사, 김평환사무총장, 시∙도지

부 및 시∙군∙구지회 회장 등

5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8년도 유공회원 포상식’을

실시했다. 이날 행사에선 국리

민복정신을바탕으로 한민국

헌법의 숭고한 가치를 위해 헌

신한 유공자 150명이 정부 포상

을받았다. 

행사는 국민의례, 총재 인사

말, 정부포상, 장관 축사, 세계자

유민주연맹(WLFD) 자유장∙봉

사장 전수, 총재 표창, 기념촬

등의순으로진행됐다. 

박종환 총재는 인사말을 통해

“오늘 수상하신 여러분은 한

민국 헌법의 숭고한 가치인 절

제와 배려, 관용의 미덕을 통해

자유를향유하기위한전제조건

인 공동체의 유지∙발전을 위해

어려운 이웃을 앞장서 살폈다”

며“지역사회에서 맡은 바 사명

을다하면서자유민주주의발전

에 주춧돌이 되고자 하는 여러

분들이야말로 국리민복의 시

정신을 구현하는 주역”이라고

감사의 뜻을 전했다. 이어 김부

겸 장관은 축사를 통해“정부는

350만 한국자유총연맹 회원 여

러분의 노고에 감사함은 물론

앞으로도 국리민복의 정신으로

신국민운동을 펼치는 여러분들

의 노력을 힘껏 응원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정부포상에서는

차종환 서울 중구 사무국장 외

3명이 국민훈장을, 허정옥 전

서구지회 여성회장 외 6명이 국

민포장을각각수상했다. 

이 밖에 염태규 경기 양평군

지회장 외 15명이 통령 표창

을, 조 희 서울시지부 조직부

장 외 22명이 국무총리 표창을,

박용운서울관악구지회운 위

원 외 99명이 행정안전부 장관

표창을 받았다. 세계자유민주연

맹(WLFD) 포상인 자유장은 이

경훈 전 부산 사하구청장 외 9

명, 봉사장은 정한호 부산시지

부부회장외11명이받았다.

한편 유공자포상에 앞서 제3

차임시총회가있었다. 제3차임

시총회에선 정관 제4조의 2에

‘정치적 중립’을 신설하고 김홍

국(부총재), 허상호(부총재), 최

종헌(감사) 씨를 신임 임원으로

선출했다.

<관련기사 2·3·4·12면>

‘2018 전국 시∙도 및 시∙군∙

구 여성회장 워크숍’이 10월

15~16일 강원 평창군 관령면

알펜시아리조트에서박종환총

재를 비롯해 송석두 강원 행정

부지사, 한왕기 평창군수, 장문

혁 평창군의회 의장 등 내빈과

최선남 전국시∙도여성협의회

장과 각 시∙군∙구지회 여성회

장 등 360여 명이 참석한 가운

데개최됐다. 

이번 워크숍은 어머니포순이

봉사단및동네행복지킴이활동

에 한 현황점검과 정보교류

등을목적으로열렸다.

워크숍은 개회에 앞서 조미

강사의 특강(주제:그들이 사는

세상), 안경철 표의특강(주제:

나를 위한 생활‘웃음’)으로 시

작됐다. 이어 유공자 표창(총재

표창, 여성협회장 표창), 장학금

전달, 총재 특강(주제:국리민복

을 향한 여성회의 역할)이 있었

다. 2일차교육에선박노국상지

교수의 강연 등의 프로그램

이진행됐다.

한국자유총연맹과 한전산업

개발 임∙직원으로 구성된 합동

봉사단이 9월 20일 답십리동 밥

퍼나눔운동본부에서 한가위를

맞아‘사랑의 쌀 나눔’행사를

갖고 소외계층에게 사랑을 전달

했다. 이날 30여 명의 봉사단원

들은 아침부터 밥, 반찬만들기,

점심 배식, 설거지, 청소 등 무료

급식봉사를펼쳤다.

◊2018년도유공회원포상식에서수상자들이단체촬영을하고있다.

정치중립심사평가위출범

평양공동선언지지현수막

한국자유총연맹은 9월 28일

서울장충동자유센터접견실에

서 자총의 정치적 중립성 보장

과 공정성 확보 계기를 마련키

위해‘정치중립심사평가위원

회’발족식 및 신규위원 위촉식

을가졌다. 

이날 출범한 정치중립심사평

가위원회의위원장은강원택서

울 정치외교학과교수가맡았

으며, 위원으로는 임성학 서울

시립 국제관계학과 교수, 서

현진 성신여 사회교육과 교

수, 최준 인하 정치외교학

과 교수, 한정훈 서울 국제

학원교수가각각위촉됐다.

한국자유총연맹은 9월 20일 서울 중구장충동자유센터정문에
9월평양공동선언을지지하는현수막을걸었다.

감사실장김김호호윤윤(2018. 10.2)

자유평화연구원연구처장
김김인인성성(2018. 10.5)

본부 인사

정부포상 150명·WLFD포상 22명·총재상 223명

임시총회‘정치적 중립’정관 신설·신임 임원선출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