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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서울현충원 참배

제59회 스피치대회 심사위 간담회

전국여성협의회(회장 정영

순)는 6월 7일 본부 회의실에

서 17개 시․도지부 여성협의회

장 등 15명이 참석한 가운데 

월례회의를 가졌다. 

이날 정영순 회장과 참석자

들은 한국외대에 재학중인 아

프가니스탄 대학생에게 장학

금을 전달하고 여성협의회 워

크숍 준비 등 현안사항에 대한 

진지한 토의를 가졌다.

한국자유총연맹(총재 송영

무)은 6월 14일 장충동 자유센

터 강당에서 ‘중앙운영위원 위

촉식’을 가졌다. 이날 위촉식

은 개회사, 홍보동영상 시청, 

내빈소개, 위촉장 수여, 인사

말, 운영계획 보고, 기념촬영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송영무 총재는 인사말을 통

해 “우리사회 각 분야에서 존

경받는 분들과 새로운 인연을 

맺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한

다”며 “앞으로 중앙운영위원

회가 자유의 가치를 확산하고 

발전시키는데 앞장서 주길 바

란다”고 말했다. 재정비된 중

앙운영위원회는 오웅필 위원

장을 비롯 부위원장과 각 분과

위원장, 위원 간사 등 총 30여 

명으로 구성됐다. 

다음은 중앙운영위 명단. 

▶위원장 오웅필 ▶고문 박

순학 ▶부위원장 김판영 ▶간

사 김유리 ▶통일안보분과 : 

이동기(위원장), 윤상필, 오정

현, 최원담 ▶사회문화분과 : 

정병수(위원장), 임남규 ▶복

지환경분과 : 류영수(위원장), 

선금화, 김용수, 서현철 ▶미

래정보분과 : 김태환(위원장), 

류이석, 이재훈, 김대동, 이태

훈, 박진원, 장예준 ▶청년분

과 : 정한솔(위원장), 오중근, 

최경호, 김지영, 정병곤, 김세

호, 김성중 ▶특별위원 : 조익

성, 이명로, 장재철.

한국자유총연맹(총재 송영무)은 6월 2일 동작동 국립서울현

충원 참배행사를 가졌다. 이날 송영무 총재, 이정희 부총재, 변

봉우 사무총장 직대 등 본부 임직원과 서울시지부 간부, 한전산

업개발 임원 등 100여 명은 현충탑에 헌화하고 순국선열 및 호

국영령의 넋을 기렸다.

전국청년협 월례회의…DMZ대장정 등 논의
전국청년협의회(회장 김택

선)는 6월 10일 본부 회의실에

서 17개 시․도지부 청년협의회 

회장 등 20여 명이 참석한 가

운데 월례회의를 가졌다. 

이날 회의에선 DMZ평화둘

레길대장정 사업 지원 및 청년

협의회 워크숍 등 현안사항을 

논의했다.

중앙운영위원 위촉식중앙운영위원 위촉식
신규회원 30여 명 임명…자유의 가치 확산에 앞장

총연맹은 6월 8일 장충동 자

유센터 대회의실에서 제59회 

대통령배 전국나라사랑스피치

대회 심사위원 간담회를 개최

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유애리 위원

장(전 KBS 아나운서)을 비롯해 

신중섭(강원대 윤리교육과 명예

교수), 황정옥(전 민주화운동기

념사업회 민주시민교육센터 소

장), 배진환(전 홍익대 광고홍보

학과 교수), 김혜연 위원(티브로

드 방송 아나운서)과 본부 관계

자 등 10여 명이 참석, 대회 활성

화 방안과 심사 기준 조항 조정 

등 다양한 의견을 교환했다.

전국여성협…아프간 대학생 장학금 전달 등전국여성협…아프간 대학생 장학금 전달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