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운정의 91세 생신 축하 모임을 지난 1월 7일 12시 

시내 퍼시픽호텔 1층 미라보 별실에서 운정재단의 

임원들과 함께 가졌다. 91세를 의미하는 촛불을 끄

는 운정의 모습은 지난 해 졸수연 때보다도 훨씬 

더 건강해 보였다. 건배 순서를 맡은 이태섭 부이

사장은 구구팔팔을 연호하면서 100세까지가 아닌 

120세 까지 건강하게 장수하실 것을 참석자들과 

함께 기원하였다.  

운정재단 2017년도 1차이사회 

운정재단 2017년도 이사회가 지난 1월 7일 12시 

시내 퍼시픽호텔 1층 미라보 회의실에서 개최되

었다. 신문영 사무총장의 성원보고에 이어 김진

봉 이사장은 지난 2016년 1년 동안 재단의 운영에 

협조해준 이사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하는 인사말

을 하였다. 이어진 업무보고에는 2016년 추진해

온 아카이빙 및 스캔닝 작업 등의 성과와 4회에 

걸쳐 발행된 운정지 및 홈페이지 운영에 대한 보

고가 있었다. 또한 2017년 사업계획으로는 재단

박영옥 여사 2주기 추모

지난 2015년 2월21일 향년 86세로 작고한 박영옥

(운정 부인) 여사 2주기 추모 모임을 부여군 외산

면 가덕리 묘소에서 운정을 비롯 가족과 친지들이 

모인 가운데 조촐하게 가졌다.

이날 추모 모임은 박형규 전 의원이 집례를 맡아 

참석자들이 돌아가며 제주를 올리고 축문을 낭독

하는 순으로 진행하고 묘소를 돌아보는 것으로 마

쳤다. 이 자리에는 한갑수 전 농림장관, 이태섭 전 

박형규 전 의원이 집례를 맡아 참석자들이 돌아가며 제주를 올리고 

축문을 낭독하고있다

묘소앞에서 묵상하는 모습

운정, 91세 생신 축하 모임

김진봉 이사장, 이태섭 부이사장과 함께 촛불을 끄고 있다.

운정뉴스

과기처장관, 정진석의원, 김무환 전 부여군수 등

이 함께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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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필요 소요예산을 가급적 정부의 추경예산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자는 의견 개진이 있었

다. 2016년도 결산 및 2017년도 사업계획과 예

산안은 다음 이사회에 상정하여 의결하기로 하

였다.

이날 이사회에는 해외출장중인 정진석 이사를 제

외한 김진봉 이사장, 이태섭 부이사장, 김무환 이

사. 김진 이사, 김희용 이사, 이재환 이사, 조용직 

이사, 신문영 상임이사와 김상윤 감사, 원철희 감

사 등이 모두 참석하였다. 

회무보고를 검토하고 있는 김진봉 이사장과 이태섭 부이사장

카드 자료 약 3,300여점과 고 박정희 대통령 앨범 

사진 800여점에 대해 스캔 및 디지털 작업분을 명

지대학교 사진자료연구소가 평가액으로 산출한 

6억34백만원이다. 

이 외에 2017년도 아카이빙 사업으로 국가기록원

에 신청할 추가경정예산 요구 사업제안서 설명도 

가졌다. (결산 회계자료, 후원금, 홈페이지 이용 

현황, 운정지 발간 실적, 2017년도 사업계획서 및 

국가기록원 사업제안서 별도 참조)

김진봉 이사장이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오른쪽 위부터 김진봉 이사
장, 이태섭 부이사장, 이재환 이사, 원철희 감사(가려짐), 신문영 사
무총장, 김상윤 감사(뒷 모습)

2017년도 제2차 이사회가 지난 3월2일 본 재단 회

의실에서 개최되었다. 

이날 이사회는 본 재단의 1차 사업년도인 2016년

도 결산 보고와 감사보고에 이어 홈페이지 이용 

현황과 후원금 입금 현황, 운정지 발간 보고가 있

었으며, 출연금 증액에 따른 자산 총액 변경(5억

원에서 10억 94백만원으로 증액)과 이에 관한 정

관 변경 의결의 순으로 진행되었다. 자산 증가분

은 김 진 이사가 자산으로 출연한 운정 관련 사진, 

2017년도 2차 이사회 개최

신문영 사무총장이 안건을 보고하고 있다. 왼쪽 위부터 신문영 사무
총장, 원철희 감사, 이재환 이사, 이태섭 부이사장, 김진봉 이사장, 
조용직 이사(뒷 모습), 김상윤 감사(가려짐)

운정뉴스

♡ 후원회 계좌 구좌번호 ♡

KEB하나은행  262 -910016 -32504  (재)운정재단
NH농협은행   301 -0185 -9589 -91  (재)운정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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