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운정마을 주민대표 일행 청구동 방문

지난 3월8일 운정마을 대표 일행(김종우 운정마을 대표, 

김상열 운정마을 노인회장, 김대석 진천1리 이장, 조영

민 진천2리 이장)과 운정마을 기념관 추진위원회 이만

섭 회장 일행이 청구동 자택을 예방하여 문안 인사와 환

담을 나누었다.

이 자리에서 운정마을  대표들은 김 총재님이 50년 전 

베풀어주신 도움에 지금까지도 모든 주민이 감사함을 

잊지않고 있다며, 더욱 백수를 누리시도록 건강하셔서 

내년에 시작될 기념관 완성도 보시라면서, 이제 한번 더 

세 번째로 운정마을을 찾아 주시기를 간곡히 청했다.

김 총재는 조만간 방문하겠다고 화답하고 50년전 당시 

운정마을을 찾았던 일과 1999년 방문하여 주민들과 꽹

가리를 치며 흥겨운 자리를 가졌던 일을 되돌아 보면서 

주민들의 최근 생활상을 묻는 등 오랫동안 환담을 나누

었다.

주민들은 1980년 5.17 광주사태 당시 광주에서 이곳까

지 피해온 시위학생, 시민들을 잡으러 쫓아온 군인들에 

의해 기념식수 나무를 자르고 기념비석까지 부셔 없앴

으나 이후 잘려진 나무를 의자로 만들어 그 자리에 놓

고, 비석도 새로 세운 사실 등을 증언하며, 특히 주민들

은 김대중 전 대통령은 JP 때문에 대통령이 되었음을 기

억하며 고마움을 잊지 않고 있다고 전했다. 

이날 주민대표들은 나주 특산 배와 며칠전 탈곡한 쌀을 

기념으로 가져 왔으며, JP는 ‘운정화보집’을 한권씩 기증

했다.

박경자, 김옥심, 박연자 후원금 50만원 희사

한편 이날 모임에는 평소 JP를 존경해오던 박경자 작가, 

김옥심(고 허장강 영화배우 부인), 박연자(고 최용안 국

회의원 부인)씨 함께 자리하여 JP와의 옛 인연 등을 밝

히며 담소를 나누었다. 

한편 박경자, 김옥심, 박연자 일동은 재단 후원금으로 

일금 50만원을 기부하였다.

2018년도 운정재단 1차 이사회 개최

2017년도 재단 회계 결산 및 업무보고와 2018년도 사

업계획 및 운영사항을 보고하는 2018년도 1차이사회

를 지난 3월6일 재단 회의실에서 개최했다.

김진봉 이사장의 인사와 개회사에 이어 신문영 사무

총장은 2017회계연도의 재무상태를 보고하고 김상윤 

감사의 감사보고가 있었으며, 2017년도 법인과 후원

왼쪽부터 김종우 운정마을 대표, 김대석 진천1리 이장, 김상열 운정마을 노인회
장, 이만섭 전 동아일보 기자.

왼쪽부터 박경자, 박연자, 김옥심 씨.

운정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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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계 방향으로)이재환 이사, 김상윤 감사, 조용직 이사, 김진봉 이사장, 김진 
이사, 김무환 이사, 신문영 사무총장.

운정뉴스

회원의 정기 및 일시 후원 내역, 운정지 발간과 홈페

이지 운영, 김종필 총재 사료 보존처리 등의 사업 실

적과 2018년도 사업 및 예산 계획을 보고하였다. 이사

장과 이사들은 운정재단의 목적사업을 보다 심도있게 

추진하기 위한 국가기록원의 지원과 후원 회원들이 

적극적인 참여를 위해 함께 노력하기로 의견을 모았

다. 한편 이사회를 마친 후 이사 일동은 청구동 자택

을 방문하여 JP와 환담을 나누기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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