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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정과 본 재단 

김진봉 이사장

이 지난 4월2

1일 수운회관

에서 全國漢

字敎育推進

總聯合會가 

개최한 初等

學校 漢字敎

育 실시 慶祝

大會에서 한

자교육 復活에 기여한 업적을 기리는 功勞牌를 받

았다.

총연합회 陳泰夏 이사장은 인사말씀에서 운정 김

종필 전 총리가 한자교육의 부활復活과 한자를 국

자國字로서 병행竝行하여 사용케 하는데 지대한 대

공大功을 세워 주셨다며 “1999년 주민등록증을 

경신하는데, 한자 성명을 한글로 바꾸어 모두 인쇄

된 것을 시정하도록 김 총리에게 청하였더니, 즉

시 총리 직 사임까지 걸고 강력히 대통령에게 건의

하여 이미 찍어 놓은 주민등록증을 모두 폐기하고 

한글과 한자로 병기倂記하여 다시 만들도록 하셨

다”고 아래와 같이 비화를 소개(운정지 2017년 본

호 참조)하여 모든 참석자들의 박수를 받았다.

또한 본 재단 김 이사장은 한자교육 부활을 경축하

는 축사를 맡았으며, 이날 부득히 참석하지 못한 

운정을 대리하여 공로패를 받고 이어 자신의 공로

패도 수여 받았다. 

■漢字敎育 부활과 운정의 업적 요약

첫째로 雲庭 선생께서는 우리 나라의 유구한 역사 

전통문화의 기초를 이루고 있는 漢字문화를 사랑

하여, 늘 古典을 涉獵섭렵하여 爲政의 良識을 삼아 

近代 어떤 政治人보다도 적절한 漢文名句와 四字

成語를 引用하여 國民을 啓導계도하고, 知性이 호

응하여 언론에 話題가 된 일이 많아 直間接으로 漢

字敎育 실시에 그 영향이 지대하였다.

 (이하 중략)

결론적으로 2019년부터 初等學校의 정교육과정

에서 漢字敎育이 실시되도록 결정된 과정에는 金

鍾泌 前總理님의 功勞가 至大함을 충심으로 감사

하며, 이 紙面을 빌어 全國民에게 역사적인 중대한 

사실을 알리는 바이다.

雲庭, 본 재단 金振鳳 이사장
‘漢子敎育 復活’ 記念 功勞牌

본 재단 金振鳳 이사장이 총연합회 陳泰夏 이사장과 함께 공로패 

수상 기념 촬영.

2017.4.21. 수운회관에서 개최한 初等學校 漢字敎育 실시 경축대회 

장면.

운정이 받은 공로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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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정뉴스

국가발전을 도모하는 11개 애국시민단체 연합에

서, 운정이 ‘국가도약, 경제기적 창조와 안보질

서 수립’으로 한민족의 우수성을 세계사에 영원

히 기록되게 하였음을 기리는 ‘한민족감사패’

를 수여하였다.

지난 5월26일 국방컨벤션센터에서 나라미래준비

모임 이건개 대표, 충청미래정책포럼 강용구 회

장, 아이넷방송 박준희 회장 등 20여 단체장이 참

석한 가운데 감사패 수여식을 갖고, 운정을 대리

하여 본 재단 김진봉 이사장이 11개 단체 공동 명의

와 아이넷방송 명의 ‘한민족감사패’를 수여받

았다. 한편 일행은 수여식을 마치고 청구동 자택

을 방문하여 감사패 수여 취지를 설명하고 다과회

를 가졌다.

11개 단체는 나라미래준비모임, 초당파개국연대, 

나라만들기지도자회의, 충청미래정책포럼, 전국

청년대표자연합, 청년기업인연대, 언론시민연대, 

올바른교육시민연합, 국정방향감시센터, 대한참

사랑봉사회, 한미친선문화교류협의회 등이다.

운정, ‘한민족감사패’ 수여받아

이건개 대표가 운정을 대리하여 김진봉 이사장에게 ‘한민족감사패’

를 수여하고 있다.(가운데 아이넷방송 박준희 사장)

민족중흥동지회 회장단이 운정을 예방  환담하고 있다. 운정 우

측으로 정재호 회장, 남재한 부회장, 좌측으로 심국무 감사, 김유

상 사무총장, 조현상 부회장

감사패 수여 단체 대표들이 청구동 자택을 방문하여 취지를 설명

하고 있다.

민족중흥동지회 신임 회장단이 지난 6월 5일 김

종필 전 국무총리를 청구동 자택으로 예방하였다. 

함명수 전 회장의 서거로 공석이던 회장으로 정재

호 전 의원을 추대하였다. 이날 예방에는 정재호 

회장을 비롯하여 남재한, 조현상 부회장과 심국무 

감사, 김유상 사무총장이 동행하였다. 

민족중흥동지회 정재호 회장, 신임 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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