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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환 총재 등 2020년 시무식 및 국립서울현충원 참배
전국여성회 신년하례회
박종환 총재 활동우수 회장 표창 등

한국자유총연맹(총재 박종환, 이하 자총)은 1

월 7일 서울 중구 남산에 위치한 자총 대강당에

서 ‘2020 전국여성회 신년하례회’를 개최했다.

이번 신년하례회에는 박종환 총재를 비롯해 

최선남 전국여성협의회장 등 전국여성회 관계

자 130여 명이 참석해 2020 한 해 국민 행복과 

국가 발전을 뜻하는 국리민복 가치관 확산을 

위해 더욱 정진할 것을 다짐했다.

이날 박종환 총재는 지재숙 서울 은평구지회 

여성회장 등 활동이 우수한 여성회장 16명에게 

총재표창을 수여했다. 

박 총재는 인사말을 통해 “올 한 해도 국리민

복 가치관을 바탕으로 사회의 분열과 갈등을 

치유하고 사회통합의 길로 나가야 함에 있어 

여성회의 역할은 더욱 중요해졌다”며 “앞으로 

우리 사회에서 실질적으로 사회갈등이 완화될 

수 있도록 여성회가 더욱 노력해 달라”고 당부

했다.

자유로 국민행복! 봉사로 사회통합!

2020년 경자년 새해를 맞아 한국자유총연맹(총재 박

종환, 이하 자총)은 ‘국리민복 가치확산 2020! 자유로 국

민행복! 봉사로 사회통합!’이라는 슬로건 아래 힘찬 발

걸음을 내딛었다. 

박종환 총재는 1월 2일 서울 장충동 자유센터에서 김

홍국 수석부총재 등 본부 임직원 100여 명과 함께 한 

2020년 시무식에서 “4·19혁명 60주년인 2020년을 맞

아 그 날의 열망과 정신을 기억해 국리민복 가치관을 널

리 확산시켜 나가는 희망찬 한 해를 만들어가자”고 당

부했다. 

이에 앞서 박 총재는 같은 날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

을 방문해 현충탑 앞에서 순국선열 및 호국영령들을 참

배했다. 이어 학도의용군무명용사탑과 역대 대통령 묘

역 및 경찰 충혼탑에도 참배를 마친 박 총재는 방명록에 

‘국리민복의 가치관은 우리 사회 통합의 근간입니다’라

는 글귀를 남겼다.

올해로 창립 66주년을 맞은 자총은 ‘국리민복 가치 확

산으로 자유민주주의 발전과 사회통합에 기여’, ‘봉사 

활동을 바탕으로 한 공존과 배려의 공동체 실현’이라는 

비전을 바탕으로 자유민주주의 및 헌법가치 수호, 공존

과 배려를 통한 자유민주 시민의식 함양 등의 활동을 펼

쳐나갈 계획이다.

박종환 총재를 비롯한 본부 임직원 100여 명은 1월 2일 국립서울현충원을 방문해 순국선열과 호국영령들을 참배했다.

2020년도 한국자유총연맹 비전 및 슬로건

박종환 총재가 1월 7일 전국여성회 신년하례회에서 
총재표창을 수여한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Ⅰ. 미션(Mission)

      자유민주주의 수호와 평화통일 추구
      사회통합을 통한 국민행복과 국가발전에 공헌

Ⅱ. 비전(Vision)

      국리민복 가치 확산으로 자유민주주의 발전과
      사회통합에 기여

      봉사 활동을 바탕으로 한 공존과 배려의 공동체 실현

Ⅲ. 슬로건
      국리민복 가치확산 2020! 자유로 국민행복! 봉사로 사회통합!

Ⅳ. 목표
      자유민주주의 및 헌법가치 수호
      국민행복과 국가발전을 위한 사회적가치의 공유와 확산
      봉사활동을 통한 갈등극복과 사회통합에 기여 
      공존과 배려를 바탕으로 한 자유민주 시민의식 함양
      한반도 평화와 국제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