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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장(Award of Freedom)

■봉사장(Award of Service)

세계자유민주연맹(WLFD) 포상

▶이이 (강동구지회부회장) ▶이이

숙숙(마포구지회 운 위원) ▶김김

문문규규(구로구지회 운 위원) ▶윤윤옥옥분분(중랑구 상

봉1동분회 회장) ▶육육동동수수(송파구 송파1동분회

회장) ▶송송필필식식(동작구 상도1동분회 고문) ▶김김

순순애애(강북구 번2동분회 감사) ▶김김철철식식(용산구

이촌2동분회 회원) ▶손손병병현현(용산구 원효2동분

회회원) ▶김김옥옥희희(성동구송정동분회여성회장)

▶박박은은숙숙(은평구불광1동분회여성회장) ▶김김소소

정정(강서구 화곡6동분회 여성회장) ▶이이재재선선(

등포구 림3동분회 여성회장) ▶차차금금환환(동

문구 장안1동분회 여성회 총무) ▶박박초초월월(관악

구 미성동분회 여성회 회원) ▶이이동동규규(용산구

이촌2동분회 청년회장) ▶이이병병찬찬(광진구 군자

동분회 청년회장) ▶강강석석률률(노원구 공릉2동분

회청년회장) 

▶홍홍성성수수(지부 관리주임) ▶손손귀귀복복

(중구 중앙동분회 고문) ▶고고재재훈훈

(서구동 신2동분회부회장) ▶윤윤순순옥옥(동구초량

6동분회여성회장) ▶김김완완호호( 도구봉래1동분회

회원) ▶황황미미야야(부산진구지회 부회장) ▶이이찬찬권권

(동래구지회 청년회 총무) ▶안안기기웅웅(남구지회 운

위원) ▶김김인인수수(북구지회 청년회 고문) ▶박박호호

정정(해운 구 반송2동분회 회장) ▶김김봉봉조조(사하구

하단2동분회 회장) ▶이이희희완완(금정구 서2동분회

부회장) ▶박박규규리리(강서구 명지동분회 회원) ▶이이

석석태태(연제구거제2동분회회장) ▶황황성성필필(수 구

지회부회장) ▶황황기기연연(사상구모라1동분회여성

회장) ▶유유 순순(기장군지회여성회장) 

▶이이미미선선(지부 운 위원) ▶이이차차

연연(중구 남산4동분회 회원) ▶김김

봉봉경경(동구 방촌동분회 회장) ▶이이송송규규(서구지

회 부회장) ▶서서태태희희(남구지회 여성회 부회장)

▶진진현현지지(북구 국우동분회 여성회장) ▶박박성성자자

(수성구 중동분회 여성회장) ▶주주용용환환(달서구

지회 운 위원) ▶박박경경숙숙(달성군 화원읍분회

여성회장) 

▶김김동동만만(중구 신포동분회 회원)

▶손손경경언언(동구 송림3∙5동분회 회

장) ▶이이미미자자(미추홀구문학동분회부회장) ▶안안

정정심심(연수구 선학동분회 여성회 총무) ▶이이문문호호

(남동구지회 부회장) ▶김김현현순순(부평구 청천2동

분회 감사) ▶방방병병훈훈(계양구 계양3동분회 회장)

▶박박연연희희(서구석남1동분회여성회장) ▶전전학학현현

(강화군 강화읍분회 여성회장) ▶이이창창 (옹진군

흥면분회회장)

▶송송명명수수(동구지회회장) ▶김김남남순순

(서구 금호동분회 여성회장) ▶정정

삼삼례례(남구지회여성회원) ▶문문숙숙(북구지회여성

회원) ▶김김명명자자(광산구지회여성회원) 

▶김김도도진진(동구 삼성동분회 회장)

▶정정갑갑수수(동구 홍도동분회 회장)

▶임임 옥옥(중구 태평동분회 여성회 부회장) ▶이이

길길중중(중구 은행선화동분회 청년회장) ▶박박선선희희

(서구 둔산3동분회 회장) ▶현현춘춘옥옥(유성구 구즉

동 여성회장) ▶김김성성이이( 덕구지회 운 위원)

▶오오건건진진( 덕구신탄진동분회회장)

▶서서점점분분(중구 반구1동분회 여성

회장) ▶전전 훈훈(남구지회 사무국

장) ▶이이숙숙자자(북구 송정동분회 회원) ▶방방 환환

(울주군청량읍분회회장) ▶공공도도경경(지부청년협

의회이사) 

▶민민경경렬렬(지부 청년협의회 부회

장) ▶백백란란주주(조치원읍분회회원) 

▶김김용용국국(고양시지회 청년회 총

무) ▶신신순순옥옥(과천시지회 운 위

원) ▶이이종종필필(광명시지회 자문위원) ▶조조옥옥순순(구

리시지회 여성회원) ▶김김보보경경(남양주시지회 여

성회원) ▶오오안안식식(동두천시지회 상임고문) ▶김김

희희옥옥(부천시지회 운 위원) ▶전전경경모모(성남시지

회여성회원) ▶윤윤 묵묵(수원시연무동분회회장)

▶김김태태원원(시흥시지회 청년회 부회장) ▶김김세세환환

(안산시지회 부회장) ▶피피은은희희(양주시지회 여성

회장) ▶이이미미숙숙(양평군지회 여성회 총무) ▶이이

춘춘이이(여주시지회 여성회원) ▶오오현현진진(연천군지

회 청년회원) ▶양양성성미미(오산시지회 여성회장)

▶이이세세원원(용인시지회 부회장) ▶윤윤 노노(의정부

시 신곡2동분회 고문) ▶주주현현정정(이천시 증포동

분회 회원) ▶서서상상분분(파주시 탄현면분회 여성

회장) ▶박박지지훈훈(평택시지회 청년회원) ▶김김 도도

(하남시지회운 위원)

▶김김회회수수(강릉시지회 사무국장)

▶김김윤윤식식(고성군지회 청년회장)

▶길길희희남남(동해시지회 청년회장) ▶박박재재웅웅(삼척

시지회 운 위원) ▶이이화화주주(삼척시지회 여성회

원) ▶김김동동선선(삼척시 가곡면분회 회장) ▶신신귀귀숙숙

(속초시지회 여성회장) ▶유유흥흥곤곤(양구군 동면분

회회장) ▶김김순순희희(양양군지회여성회감사) ▶전전

옥옥자자(인제군지회 회원) ▶나나병병구구(정선군지회 운

위원) 신신동동석석(홍천군 남면분회 회장) ▶강강명명

희희(화천군 화천읍분회 여성회원) ▶민민남남순순(화천

군지회 여성회원) ▶김김현현종종(횡성군지회 청년회

총무) ▶김김지지하하( 월군지회운 위원) 

▶한한필필수수(청주시지회 부회장) ▶오오

종종봉봉(청주시 운천신봉동분회 회

장) ▶윤윤재재식식(충주시호암직동분회회장) ▶박박병병

남남(제천시지회 부회장) ▶이이인인순순(보은군지회 여

성회원) ▶서서진진순순(옥천군옥천읍분회회원) ▶박박

태태갑갑( 동군 동읍분회 회원) ▶심심규규복복(증평군

지회 부회장) ▶홍홍명명희희(진천군지회 여성회원)

▶서서경경원원(괴산군지회 청년회원) ▶추추문문식식(음성

군 감곡면분회 회장) ▶이이숙숙희희(단양군 단성면

분회회장) 

▶유유용용춘춘(도지부 운 위원) ▶전전

수수학학(천안시지회 청년회장) ▶남남

경경희희(공주시지회 여성회원) ▶임임천천 자자(보령시

지회 여성회원) ▶이이봉봉득득(아산시지회 여성회

총무) ▶전전 미미(아산시지회 총무과장) ▶이이상상애애

(서산시지회 여성회 총무) ▶김김성성숙숙(논산시지

회 여성회원) ▶정정미미정정(당진시지회 총무부장)

▶최최은은경경(금산군지회 여성회장) ▶정정희희옥옥(부

여군지회 여성회 총무) ▶김김진진국국(청양군 정산

면분회 청년회장) ▶김김구구환환(홍성군지회 회원)

▶한한 교교(홍성군지회 회원) ▶고고판판임임(태안군

소원면분회 여성회장) 

▶고고평평곤곤(군산시지회 부회장) ▶하하

태태(군산시조촌동분회회장) ▶전전

정정자자(익산시지회 여성회원) ▶이이정정희희(정읍시지

회 여성회원) ▶소소재재두두(남원시 보절면분회 회장)

▶강강정정순순(남원시지회여성회원) ▶유유순순덕덕(김제시

지회 여성회원) ▶김김 기기(완주군지회 청년회장)

▶정정삼삼순순(완주군 용진읍분회 여성회장) ▶유유지지

서서(진안군 진안읍분회 여성회장) ▶임임종종예예(진

안군 정천면분회 여성회장) ▶안안오오목목(장수군지

회 여성회원) ▶노노원원택택(임실군 삼계면분회 회

장) ▶김김 신신(고창군 산면분회여성회장) ▶장장

임임(부안군 주산면분회 총무) ▶안안화화순순(김제시

지회 여성회원) ▶장장정정애애(부안군 변산면분회 여

성회장) 

▶송송순순이이(담양군 어머니포순이봉

사단원) ▶임임 례례(함평군지회 여

성회원) ▶김김경경화화(강진군지회 운 위원) ▶주주란란

희희(보성군지회 사무국장) ▶장장순순희희(나주시지회

여성회장) ▶정정순순화화(나주시 송월동분회 여성회

장) ▶김김양양순순( 암군도포면분회여성회장) ▶김김

정정아아(광양시지회 여성회원) ▶조조윤윤제제(강진군 옴

천면분회 회장) ▶주주행행용용(강진군 병 면분회

회장) ▶남남상상인인(화순군지회 부회장) ▶문문장장한한

( 광군 낙월면분회 청년회장) ▶유유례례순순(구례

군지회 여성회원) ▶신신맹맹숙숙(고흥군 동강면분회

여성회원) ▶손손연연숙숙(진도군지회 여성회원) ▶윤윤

석석근근(구례군지회 운 위원) ▶곽곽행행례례(곡성군

곡성읍분회 여성회원) ▶문문경경애애(순천시지회 여

성회원) ▶박박래래섭섭(장성군지회 분회회장협의회

장) ▶민민 옥옥(순천시장천동분회회장) ▶정정지지우우

(광양시지회 여성회 총무) ▶강강문문선선(무안군 일

로읍분회 회장) ▶신신주주 (해남군지회 사무국장)

▶조조인인휘휘(목포시 용해동분회 청년회장) ▶이이현현

만만(여수시지회청년회장)

▶김김하하 (포항시 환여동분회 여성

회원) ▶문문 인인(김천시평화남산동

분회 회장) ▶최최준준근근(김천시지회 청년회장) ▶박박

외외선선(김천시 향면분회 여성회원) ▶김김순순자자(경

주시 불국동분회 여성회원) ▶최최정정철철(경주시 황

오동분회 청년회원) ▶최최정정우우(구미시 고아읍분

회회장) ▶이이현현옥옥(구미시지회여성회총무) ▶조조

진진숙숙( 천시지회 사무국장) ▶이이송송이이(상주시지

회 담당) ▶김김분분자자(문경시지회 여성회장) ▶최최선선

희희(울진군지회 사무국장) ▶이이숙숙희희(의성군 의성

읍분회 여성회원) ▶김김기기섭섭(청송군지회 청년회

장) ▶이이 희희(청송군지회 여성회장) ▶김김옥옥자자(청

도군지회 여성회 총무) ▶배배혜혜숙숙(고령군지회 여

성회원) ▶김김옥옥분분(성주군지회 여성회 부회장)

▶김김태태희희(칠곡군 지천면분회 여성회장) ▶장장현현

종종(칠곡군지회 운 위원) ▶한한정정희희(지부 여성

협의회총무) 

▶정정원원기기(창원시지회 청년회장)

▶박박연연자자(진주시 성북동분회 회

원) ▶설설경경화화(통 시지회여성회원) ▶최최봉봉길길(사

천시 사남면분회 회장) ▶서서현현숙숙(김해시 동면

분회 회원) ▶정정선선희희( 양시 가곡면분회 회원)

▶이이경경희희(양산시지회 여성회원) ▶정정청청수수(의령

군 의령읍분회 회장) ▶이이호호렬렬(함안군 법수면분

회회장) ▶노노태태문문(창녕군이방면분회회장) ▶김김

석석원원(고성군 고성읍분회 청년회장) ▶정정 민민(남

해군지회 부회장) ▶정정연연황황(하동군 고전면분회

회장) ▶정정홍홍두두(산청군 신등면분회 회장) ▶윤윤명명

자자(함양군지회 여성회원) ▶유유 준준(거창군 남하

면분회회장) ▶이이석석화화(합천군가야면분회회장) 

▶강강인인수수(도지부 운 위원) ▶오오정정

숙숙(서귀포시남원읍분회여성회장)

총재표창

서울 광주

대전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울산

세종

경기

강원

부산

대구

인천

이이범범철철(부산광역시청행정자치국장) 배배기기철철( 구동구구청장) 이이용용범범(인천광역시의회의장) 장장종종태태( 전서구구청장) 

이이성성룡룡((재)경암문화장학재단이사장) 권권 화화(경기평택시의회의장) 박박세세복복(충북 동군수) 김김덕덕준준(육군32사단97연 3 장)

이이강강오오(전북도청 외협력국장) 김김철철우우(전남보성군수) 이이승승율율(경북청도군수) 김김지지수수(경상남도의회의장) 

강강성성균균(제주도의회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김김선선희희((사)한국이용사회중앙회회장)

구구 원원(부산강서구지회회장) 이이석석열열( 구시지부회장) 김김철철수수(인천동구지회회장) 채채선선필필(광주남구지회회장) 

김김근근수수( 전유성구지회사무국장) 박박민민호호(울산시지부회장) 곽곽덕덕자자(경기성남시지회여성회장) 박박태태근근(강원동해시지회부회장) 

노노석석순순(충북음성군지회여성회원) 이이계계협협(충남도지부부회장) 김김상상중중(전남장성군지회청년회장) 윤윤청청자자(경북지부여성협의회회장) 

문문종종해해(제주도지부운 위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