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세계 국가 원수, 지도자 

40년 만에 다시 보는 연하장 (1976-1978년)

교황청, 요한 바오로 2세(Joannes Paulus II, 1920-2005) 264대 교황(1978-2005년 재위) 

1976년은 운정이 국무총리를 그만둔 (1975.12.19. 국무총리 사임) 그 이듬 해 이었다. 1979년 11월 공화당 총재로 선임되기까지 3년 동

안은 국회의원의 신분으로 지냈다. 이 기간에 세계 각국에서 운정이 받은 크리스마스 카드와 연하장은 지금으로부터 40년 전의 운정

의 국제적 네트웍 세력과 교류관계를 보여주는 징표이자 상징이다. 한해에 수백통의 카드와 연하장을 받게되는데, 이중 문화적인 면

에서 특성을 보여주는 시대적 연하장을 소개한다. (無順, 게재되지 않은 다수의 카드와 연하장들은 홈페이지 www.kimjongpil.com에

서 보실수 있습니다.) 

태국, 푸미폰
(Bhumibol Adulyadej, 

1927-2016) 국왕
(1946-2016년11월, 

70년간 재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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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발터 셸(Water Scheel, 1919-2016) 대통령(1974-1979년 재임) 아르헨티나, 호르헤 라파엘 버델라레돈도
(Jorge Rafael Videla Redondo, 1925-2013)대통령(1976-1981재임)

요르단 르단 후세인(Hussein Ibn Talal, 1935-1999) 국왕(1952-1999년 재위) 

쿠웨이트, 알 사바
(Jaber Al Ahmed Al Sabah, 
1926-2006) 국왕 (1977-2006 재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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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제르, 세이니 쿤체
(Seyni Kountche, 1931-1987) 
대통령 (1974-1987년 재임)

프랑스, 지스카르 데스텡
(Valery Giscard d'Estaing, 1926- ) 

대통령 (1974-1981년 재임) 

통가, 타우파 하우 투포우 4세
(Taufa Ahau Topou IV,1918-2006)  
국왕(1965-2006년 재위) 

말라위, 반다
(Hastings Kamuzu Banda, 
1906-1997) 대통령
(1971-1994년 재임)

세계 국가 원수, 지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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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리셔스, 람구람(Seewoosagur Ramgoolam, 1900-1985) 수상 (1968-1982년 재임) 

레바논, 사르키스(Elias Sarkis, 1924-1985)  대통령(1976-1982년 재임) 

대만, 옌자간(嚴家凎, 1905-1993) 총통(1975-1978년 재임)

필리핀, 마르코스(Ferdinand Edralin Marcos 1917-1989) 대통령
(1955-1986년 재임)

일본, 기시 노부스케(岸信介, 1896-1987) 수상(1957-1960년 재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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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뜨디브와르, 야코(Yaco) 국회의장

프랑스, 알랭 포에르(Alain Poher, 1909-1996) 대통령 권한대행
(1969, 1974년 2회) 프랑스, 쟈크 샤방 델마(Jacgues Chaban Delmas 1915-2000) 수상

(1969-1972년 재임)

튜니지아, 누이라(Hedi Amara Nouira, 1911-1993) 수상 
(1970-1980년 재임)

일본, 오부찌 게이조(小渕惠三, 1937-2000) 총리(1998-2000년 재임)

세계 국가 원수, 지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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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리 그래험 (Billy Graham, 1918 - ) 미국의 침례교 목사로 아이젠하워 대통령 이
후 미국 대통령들의 영적 조언자였다. 그레이엄은 역사상 존재했던 개신교도 중
에서 전 세계에 있는 가장 많은 사람들에게 설교한 목사로 꼽힌다. 1973방한하여 
여의도광장에서 50여만명이 모인 전도집회를 가졌다.

2. 미국 각계 주요인사

토마스 폴리(Thomas Foley, 1929-2013) 전 미 하원의장

존 머피(John M. Murphy, 1929-2015) 미 전 공화당 
하원의원(1963-1981년 재임)

프랭크 파시(Frank F. Fasi, 1920-2010) 약 50년간 
여섯 번의 호놀루루 시장과 의원을 지낸 장수 정치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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밥 플루어(Bob Fluor) 플루어 
(Fluor Corporation, Ltd) 회장

Ahmel J. Ozbudun, 전 UNCURK 사무국장) 

조지 디이터(George Dieter) 플루어(Fluor Corporation, Ltd) 부회장

아더 트루도 (Arthur G. Trudeau) 미국 Gulf Research Development Co. Ltd 사장, 예비역 육군중장 (6.25 당시 7사단장)

미국 각계 주요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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몬티(Montie) 정확한 신원은 미상이나, 서신 내용이 친분이 두터운 것으로 추정됨

기드니 2세(H.A. Gidney Jr) 전 대한석유공사 고문

Jack E. Harbaugh필립 안(Philip Ahn, 1905-1978) 도산 안창호의 큰아들, 전 헐리우드 배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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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티 김, 가수

韓東一 (1941- ) 피아니스트, 1954년 리벤트리트 국제음악콩쿠르 우승

3. 미국 거주 한국인

金炯旭(1925-1979) 전 중앙정보부장

吳致成(1926-) 전 내무부장관 

石正善, 육사8기 동기생

Daniel T. Ch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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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프리트(James Van Fleet, 1892-1992) 전 주한 유엔군 사령관

 4. 주한 미군 지휘관

멕코리(W.W. McCaory) 제독

베시(John W. Vessy Jr.) 주한유엔군사령관
휠러 (Wheeleer) 연합사 사령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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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차드 노우레스
(Richard T. Knowles) 장군

 올리버 스트리트 3세(Oliver D. Street III)  주한 미합동군사령관

콘(Cone) 대령

사운더스(Sounders) 대령

푸엘 조지(Fuel George) 중령, 미 군사고문단

주한 미군 지휘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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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다 우이찌(野田卯一) 건설청장관후지다 요시로(藤田義郞) 바바 요시미쓰(馬場嘉光) 일한의원연맹 사무총장

5. 일본 정, 관계 주요인사

야마다 히사나리(山田久就) 환경청장관가나야마 마사히데(金山政英) 2대 주한 일본대사(1968-1972년) 
"나의 시신을 한국 땅에 묻어 달라. 나는 죽어서도 한일간의 친선과 친화를 돕고 지켜보고 싶다." 
유언으로 경기도 파주 하늘묘원에 묘소가 있다.

핫토리 야스시(服部安司) 우정상 사꾸라우찌 요시오(櫻內義雄) 자민당 간사장, 건설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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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시야마 아키라(西山 昭) 주한 일본대사. 기무라 무쓰오(木村睦男) 우정장관

소노다 스나오(園田直) 외무대신우시로쿠 도라오(後宮虎郞) 교토국제교류회 전무 이가와 가쓰이(井川克己) 시모노세키 시장

무토 가분(武藤嘉文) 농림, 수산장관하야시 유키오(林田悠紀夫) 참의원의원, 도꾜 부지사 이나가키 지쓰오(稻垣實男) 중의원의원, 방위청장관 

일본 정, 관계 주요인사

 85재단법인



나까무라 가까이(中村弘海) 중의원의원 나다오 히로기찌(灘尾弘吉) 자민당 부총재, 중의원의원

후나다 나카(船田中) 일한친선협회장

스즈키 마사오(鈴木正) 국방협회 상무이사가네마루 신(金丸信) 방위청장관

가토 무쓰키(加藤六月) 국토청장관

하나시 노부유키(葉梨信行) 자치상

40년 만에 다시 보는 연하장

86  JPArchives Foundation  



6. 일본 재계 주요인사

나가노 시게오 (永野重雄) 일본상공회의소 회장오야 신조(大屋晋三)  데이진 사장

후지노 주지로(藤野忠次郞) 미쓰비시 회장 세지마 류조(瀨島龍三, 1911-2007)  이토추상사 부사장

도자키 세이키(戸崎誠喜) 이토추상사 회장 도코 도시오(土光敏夫) 도시바 회장, 경단련 회장

오가와 기미야스 박사(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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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에무라 고고로(植村 甲午 ) 경단련 회장

야마자키 다쿠오(山崎達夫) 박사

가토 세이시(加藤精司) 도요다 자동차 판매(주) 사장  
No more three Putts in 1977라는 표지 문구가 이채롭다

시카나이 노부다까(鹿内信隆) 산케이 신문 사장 

마치이 히사유키(町井久之),한국명 鄭建永(1923-2002)
동아상호기업(주) 사장

지바 사부로(千葉三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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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일본 거류민단 

張聰明 중앙본부 의장

金信三 재일대한부인회 중앙본부 고문

曺寧柱 중앙본부 단장

康民善 靜岡縣 지방본부 의장

朴成準 중앙본부 부단장

許弼奭 재일한국인 상공회연합회 회장

姜小德 佐賀縣 지방본부 단장 張熙日 京都部본부 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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姜且生 富山縣지방본부 단장張斗玉宮崎縣 지방본부 단장

趙判湜 群馬縣 지방본부 단장 金斗甲 山口縣지방단장 朴点圭 神奈川縣 川崎지부 단장

宋堯勝 神奈川縣  湘南서부지부 李吉燮 동경 三多摩 지방본부 단장 趙鏞珠 山形縣지방본부 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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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재일동포, 재일인사

李熙健 大阪興銀 이사장

金容載 大阪興銀 부이사장

金正柱李彩雨

金中源 한미문화협회 
한국본부 일본지부 회장

朴勝完 신일본공업(주) 대표

安奭珪 李善熙 재일한국인본국투자협회 상근부회장

趙萬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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趙鏞玉 일한친선간담회 회장 李壽成 전 국무총리 朴三俊 6대 국회의원
(도꾜 국립병원 입원 중)

黃孔煥 神戶商銀 이사장 辛格浩 롯데 회장

崔書勉 한국연구원장 孫基禎 (1912-2002) 베를린올림픽 마라톤 금메달리스트

李吉鉉 삼성물산 동경지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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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대만 주요인사

谷正綱(1901-93) 사법부장, 세계반공연맹 명예회장 宋長志 해군 참모총장, 국방장관

宋時選 청년반공구국단장

沈昌煥 외교부장

馬紀壯 국민당 비서장

謝國棟 체육인  文亞 입법원장 

楊西崑 외교부 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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鄭爲元 경비총사령관

趙自齊 국민당 정책비서장

劉侃如 장군 劉順福 외교부 張  群(1889-1990) 국민당 당수

蔣緯國(1916-1997) 장군, 장개석 총통 차남, 국가안전회의 비서장

鄭彦芬 장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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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언론인

에머슨 채핀(Emerson Chapin) 뉴욕타임스 
주일특파원 

조지 컬렌(George Cullen), 전 미 내셔날 프레스클럽 회장, (奉斗玩, 전 중앙일보 주미특파
원이 전달), 영어로 할머니 & 할아버지라고 괄호 안에 쓴 것이 재미있다.

P. 브리자드(P. Brisard) AFP 주일특파원 한스 E. 프링스하임(Hans E. Pringsheim) 주일특파원

어윈 채프만(Irwin Chapman) 
미 ABC 동경지국장
자신의 이름을 한글로 새긴 
낙관이 이채롭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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大鹿雅志  세계일보사 서울지국장

金泰雄 한국일보 주미특파원

제임스 월레스(James Wallace) U.S. News & World Report 주일특파원

李福衡 합동통신사 주일특파원

朴澈 일본 동양경제일보 사장 崔性圭 부산일보사 주일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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金寅權(1926-2007) 주 페루 대사 文哲淳(1924- ) 주 터키 대사

金桂元(1923-2016) 주중화민국 대사, 육군참모총장, 중앙정보부장 역임

金永善(1918-1987) 주일대사, 국회의원, 국토통일원 장관

盧信永(1930- ) 주 제네바 대사, 외무장관 역임

金溶植(1913-1995) 주미대사, 외무부장관, 
국토통일원장관 역임

申尙澈(1924- ) 주 스페인 대사, 체신부 장관 역임 文德周(1920-1990) 주 유엔대표부 대사 

11. 재외공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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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錫憲(1922- ) 
주 프랑스 대사, 
외무부차관 역임

延河龜 주 화란 대사 玉滿鎬(1925-2011) 주 콜럼비아 대사, 공군참모총장, 윤영오 주 스리랑카 대사 

윤호근(1925- ) 주 뉴욕 총영사 李起周(1936- ) 주 사우디아라비아 대사 李相玉(1934- ) 주 싱가폴 대사, 외무장관 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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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允熙 주 시에라레온 대사

李南基(1931- ) 주 과테마라 대사 李春成(1923- ) 주 뉴질랜드 대사

李文洙(1926- ) 수리남 대리대사

李澤根(1929-1997) 주 모로코 대사 

李範錫(1925-1983) 주 인도대사, 외무장관 
역임, 아웅산에서 순직

李元洪(1929- ) 주일대사관 공사, 
문화공보부 장관 역임

재외공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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千炳圭(1918-1993) 주 스위스대사 崔奭信(1929- ) 주 파나마 대사 

韓丙起(1931- ) 주 카나다 대사 韓豹頊(1916-2003) 주 영국 대사 洪性澈(1926-2004) 주미대사관 공사, 
내무부장관 국토통일원장관 역임

曺相鎬(1926-2007) 주이태리  대사, 체육부장관, 국회의원

張志良(1924-2015) 주 에티오피아 대사, 공군참모총장, 국회의원 역임 

40년 만에 다시 보는 연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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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둘라만 알바이쯔(Abdulrahman Albaiz) 주한 사우디 아라비아 대사

朱撫松 주한 대만 대사

안토니오 델 기우디코(Antonio del Guiudico) 주한 교황청대사

벤귀트 오데발(Bengt Odevall) 주한 스웨덴 대사

12. 주한외교사절

R. A. 피체이(R. A. Peachey) 주한 호주 대사 멜리 에르친(Melih Ercin) 주한 터키 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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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랄드 쟈퀘(Gerard Jacgues) 주한 벨지움 대사

Henrick S. Wessels 주한 알젠틴 대사

칼 로이테리테스(Karl Leuterites) 주한 독일대사

40년 만에 다시 보는 연하장

羅英德 주한 대만 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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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레데리코 C. 카르나우바 (Frederico C. Carnauba) 주한 브라질 대사

주한 인도 대사

윌리암 H. 글라이스틴 (William H. Gleysteen) 주한 미국 대사 피엘 넬슨 코피(Pierre Nelson Coffi) 주한 코뜨디브와르 대사

주한외교사절

스리스워드 푼크라신(Srisward Punkrasin) 주한 태국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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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헨티나,  崔永相 부에노스아이레스

영국,  Paul Cambell 런던

파라과이, Alejandro Fretes Davalos 장군 

13. 기 타

벨지움, 샤베르(Jos Chabert) 교통장관(1974-80) 

사우디아라비아, 아드난 캬쇼키(Adnan M. Khashoggi) 카나다, 吳俊洙 카나다연방정부 자원국 계량경제정책국장

40년 만에 다시 보는 연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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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년간 운정재단을 후원해 주신 후원자 여러분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과 함께 

댁내 행운과 다복하심을 기원합니다.

재단법인   이사장 김진봉  . 임직원 일동

독일, 마인즈 이영자 작곡가프랑스, 姜貴姬 Kahes Equipment 사장

사우디아라비아,  金圭三 제다 독일,  趙雄基 른

기 타

근하신년

새해를 맞이하여 행운과 평안을

기원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