父母에게 孝道하고 兄弟間
에 友愛있으며, 忠誠을 다하
여 節介와 義理를 지킴을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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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절공 조묘향례와 대종회 정기총회
2016년 병신년(丙申年)
4월 15일(음 3월 9일, 初
丁) 경남 함안군 군북면 원
북리 정절공(貞節公) 어계
(漁溪, 휘 旅)고택에서 70
여 명이 참석한 조묘전 향
례가 엄숙하게 거행되었는
데, 헌관은 다음과 같다.
초헌관 宗孫 조재우(趙
在宇), 아헌관 조성오(趙性
五, 同知公派), 종헌관 조영
제(趙英濟, 執義公派), 축관
조정제(趙貞濟, 澗松堂公
派), 집례 조동제(趙東濟,
斗巖公派) 종원이 맡아 엄
숙하게 거행 했다.
원북재에서 조묘전 향례
를 마치고 서산서원으로 자
리를 옮겨 대종회 제41회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안건
으로 상정 된 전년도 결산
승인과 사업계획 및 예산
승인 건은 원안대로 순조롭
게 통과되었고, 회장 임기
가 만료되어 임원개선에 들

어갔다. 총회 전에 열린 운
영위원회서 회관건립 등 큰
사업을 하는 도중에 임기 2
년으로 회장직을 물러나면
안 된다는 결의가 있었다는
말에 조동휘(趙東輝) 회장
의 연임 안이 통과되었고,
이와 함께 임원 전원이 유
임되었다.
조동휘 회장은 수락의 말
에서“능력과 힘은 없지만,
사리사욕 없이 문중 일을
보겠으니, 서로 신뢰하면 좋
겠습니다. 그리고 문중의 분
위기가 가족적인 분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라
는 요지의 말을 했다.
안건 토의 전에 함조의
성지라 할 수 있는 백이산
을 중장비를 동원해 무단으
로 훼손한 건(件)과 함안조
씨 대표성 문제가 쉽게 대
화로 해결되지 않을 것 같
아 법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일가끼리 송사

회장 연임 수락인사를 하는 조동휘(趙東輝 禦侮公派) 회장

는 무조건 안 된다는 주장 되었다.
기타 토의에서 회관건립
으로 한 때 소란과 고성이
오가기도 했으나, 다시 질 자금 확보를 위해 일부 종
서를 잡고 회의는 잘 진행 원들이 협찬금을 거두지 말

대전 뿌리공원 함안조씨 유래비 제막
문중 일가 1,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지난 6월 12
일 오전 대전 중구 침산동
대전 뿌리공원에서 함안조
씨 유래비 제막식이 성황리
에 열렸다. 이 날 행사에 초
헌관은 조필제(趙弼濟), 아
헌관은 조성도(趙性道), 종
헌관은 조재중(趙在中), 집
례 조수남(趙秀男), 축관 조
종련(趙鍾連) 종원이 맡아
엄숙하게 진행했다.
부산화수회 자문위원 이
고 세무사를 하고 있는 조영
규(趙榮奎) 종원이 참석자

들에게 시간을 내어 비문해
설을 했다. 좁은 공간에 비
문을 맞추다보니까 너무 간
략하게 되어 있어 풀어서
보충 설명하여 참석자들에
게 많은 도움을 주었다.
우리 함안조씨는 전국
280여 성씨 중 대성으로,
고려 말 두문동 현인 2분,
조선시대 생육신 중 한 분
인 정절공(貞節公) 조려(趙
旅) 선생, 임진·정유난 같
은 국난에 13명 충신 배출,
일제 강점기 많은 독립 유
공자 배출로 타 성씨에 충

·효에 귀감이 되고 있다.
뿌리공원은 효를 바탕으
로, 모든 사람들에게 자신의
뿌리를 알게 하며 경로효친
사상을 함양시키고 한겨레
의 자손임을 일깨우기 위해
만들어진 충·효의 산 교육
장이다.
성씨를 상징하는 조각품
·각종 편의시설을 갖추고
효를 주제로, 1997년 11월
1일에 개장한 테마공원이
다. 올해로 226개(2015년
136개) 문중 조형물이 들
어선다.

고 100% 토지처분으로 하
면 좋겠다는 의견이 제시되
기도 했으나. 참고 사항으
로 하기로 했다.

생육신(生六臣) 채례 봉향

2016년 생육신께 올리
는 미천재(薇薦祭) 채례(采
禮) 봉향이 4월 25일(음 3
월 19일, 中丁) 경남 함안
군 군북면 서산서당(西山書
堂)에서 참례객이 모인 가
운데 엄숙하게 진행되었다.

헌관에 최균도(崔均道,
칠서면 회산), 집례 박경주
(朴慶柱, 법수면 백산), 축
관은 이상조(李相祚, 가야
읍 도항) 유림이 맡았다.

등록번호 : 함안 바, 0 0 0 0 1
등록일자 : 2012년 8월 16일  
정 정 보 도
대종회보 67호
6 면 정절공 어계 조려선조 학술대회에 화환
을 보낸 곳 * 함안 청풍회
8 면 * 조청태→조청래
제막식 후 기념 촬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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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종회 회관 건립에 즈음하여 드리는 말씀
전국 각지에 계시는 종원
여러분 이 무더운 장마철에
가족과 함께 모두 편안하신
지요. 먼저 이 지면을 통하
여 인사드립니다.
드릴 말씀은 그동안 문중
의 숙원사업이었던 대종회
관 건립에 관한 진행 상황
을 알려드리고 도움을 요
청하고자 함입니다. 그동안
선대에서부터 회관건립의
필요성에 관한 논의가 수차
례 있어왔고, 근년에는 회
관 예정부지를 기증 받기도
하였지만 용도에 적합지 않
아서 기존의 건물은 매입하
는 방안 등, 여러 방면으로
운영위원회에서 조사 검토
후에 논의한 결과 2012년
6월 종론으로 회관 신축을
위해 채미정 앞 현 예정 부
지를 취득한 바 있었습니다.
금번에 불초(不肖)가 대

종회장을 맡은 후에 그 부
지에 조속히 회관을 건립하
고자하는 종원들의 여론이
있었고 그리고 불초 또한
재임기간 동안 휼륭한 선대
를 이어 후대를 위해 무엇
인가 문중을 위해 기여하고
자 하는 마음이 있던 차에,
곧 바로 대종회 산하에 회
관건립 추진위원회를 구성
하고 소요예산 조달 방안과

다른 성씨들의 운
영 현황을 참고하
면서 적합한 규모
를 검토하게 하였
습니다. 몇 차례
의 조사와 논의를
통해 규모와 구조
를 확정하고 그에
따른 예산의 산출
과 조달 방안을강
구한 결과 소요액
의 대부분은 기존
대종회 보유 토지중 부실
(등기 등의 문제로 소유권
유지가 어려운 토지 등)종
토를 매각하여 충당하고(약
6억원) 나머지 부족한 부
분은 종원들의 협찬을 구하
는 방안을 수립하였는데 이
는 이미 총회에서도 의결 한
바 있습니다.
회관건립 추진 위원회에
서는 지금 소 문중 단위나

종원 개인별 협찬금을 받고
있으며 현재까지 모금된 금
액은 약 8천만원입니다. 그
리고 설계 또한 마무리 되어
건축허가 후 곧 착공할 예정
으로 있습니다.
향후 대종회관이 완공된
다면 이곳에서 ①훌륭한 선
조님들의 자취를 되새기게
하고 ② 미래 세대에 대한
올바른 교육, ③원근에 사시
는 일가간의 화합과 만남의
장소 ④각종 선적과 선대의
제사 이어가며 ⑤종론을 논
의하는 등의 중심장소가 될
것이며 인근 서산서원. 채
미정, 원북재, 등과 더불어
또 하나의 명소가 될 것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전국 각 지역 각 분야에
임하시어 계시는 종원 여러
분 불초가 미력하나마 선두
에 서서 추진위원들과 함께

이일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마는 후대에 물려줄 대종회
관의 건립은 아무래도 후손
의 정성과 지지 속에 성사
되어야 할 일인지라, 금액
의 많고 적음에 관계없이
종원 여러분의 관심과 협
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
니다.
그리고 불초는 추진위원
들과 함께 회관건축의 전과
정을 책임감을 갖고 투명하
고 올바르게 관리해 나갈
것은 물론이며, 부디 훌륭
한 회관이 지어져서 종원
여러분과 함께 기쁘게 뵈올
것을 기약 드립니다.
종원 여러분의 가정에 건
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고 하
시는 사업 잘 이루어지기를
기원 드립니다.
2016. 7.

.

함안조씨 대종회
회장 조동휘 배상

대종회 회관 8월 5일착공
-가까운 시일에 시조단과 13충비도 세워대종회보 67호를 통해 회
관건립 확정을 보도하였으
나, 후보지 주위에 우리 문
중과 관련된 여러 문화재로
인해 고도제한에 걸려 설계
도를 다시 그려 허가를 받
으면서 시일이 지연되었다.
회관 1층에는 사무실, 소
사무실, 문서고 등이 들어
가고 반 지하에는 대회의실,
소회의실, 숙박실, 식당(다
용도실) 등이 들어간다. 특

히 대회의실에는 빔 프로젝
트를 설치해 그 동안 축적
한 영상 자료를 교육용으로
십분 활용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 창원에 소재한 원광
종합건설과 계약을 맺었고
8월 중순에 착공된다. 대종
회 회관건립 후 가까운 시
일 내 시조단(始祖壇)과
13忠碑도 세워 명실상부한
함안조씨 본향의 성지로 만
들 계획을 하고 있다.

조선의 대마도 정벌과 시정공 조안
사복시(司僕寺) 증(贈)
시정공(寺正公) 조안(趙安)
선조에 대해서는 재상을 지
낸 성산이씨 이역(李懌)의
따님과 결혼을 했고 일찍 작
고했다는 언급 외는 여러
원로들에게 물어봐도 전해
들은 바가 전혀 없다고 말
한다. 산소가 있는 곳은 풍
, 칼끝 터’
수지리상‘칼 터’‘
, ‘호랑이 입 터’라 성묘를
하면 죽는다는 말은 필자도
어려서부터 들었다. 1664
년(갑진보) 이후 여러 차례
간행 된 족보 어디에도 출생
과 작고에 대한 기록은 찾을
수가 없다. 가족관계를 보
면 어버지와 할아버지가 재
상급으로 유명인사 였고 형
님과 조카는 문과에 합격해
이종무의 대마도 정벌, 사진원본 서울신문
실록에 나올 정도로 활동했
으며, 아들은 생육신 조려 다는 생각을 가지고 혹시 실 등장한다.
1418년(태종 18년)에
(趙旅)이고 손자들도 당대 록에 나올까 검색을 하자
명사들이었다. 그런데 이 어 이종무(李從茂,1360~142 대마도에 큰 흉년이 들자
른에 대해서만, 허무할 정도 5, 본 長水) 장군의 대마도 대마도의 왜구들이 식량을
로 알려진 바가 없어 이상하 정벌과 관계된 곳 한 군데 약탈하기 위해 명나라로 가

건립 될 회관의 정면도

는 도중 조선의 남해안 일대
를 먼저 노략질을 하고 쑥대
밭으로 만들자, 조정에서는
적을 공격하기로 결정한다.
조정에서 명나라에서 돌
아오는 적을 중간에서 기습
하자는 안(案)과 주력이 빠
진 도적의 소굴인 대마도를
직접가서 소탕하자는 안이
제기된다.
최종안으로 본거지 소탕
전이 채택 되어 이종무가
삼군 도체찰사가 되어 경상
도·전라도·충청도에서
선발 된 병사 1만 7천여 명
과 병선 227척으로 1419
년(세종 1년) 6월 20일 대
마도에 도착하여 왜구 100
여 명을 참수하고 2천여 가
옥을 불태우고 131명의 명
나라 포로를 찾아내어 석방
한다. 6월 29일에는 70여
가옥을 불태우고 명나라인
15명과 조선인 8명을 구출
한 후 석방한다. 이 전투에
서 조선군도 180여 명 전
사자가 있었으나, 도적들의
소굴이던 대마도에 치명적

인 타격을 가하고 7월 3일
거제도로 돌아온다.
이종무의 출병을 결정하
는 시기인 태종말 세종초는
무력 쿠데타로 조선을 건국
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시기
였고 권력쟁취를 위해 형제
끼리 피 튀기는 싸움이었던
왕자의 난을 일으킨 주인공
인 태종(이방원, 세종 4년
사망)이 살아있던 시기라
조금만 의심스러운 혐의만
있으며, 가차 없이 역모로
다스려 죽이는 살벌한 시대
였다. 이종무 장군이 출병
하면서 뚜렷한 역모의 혐의
도 없이 어떤 사건에 연루
되어 출세를 못하던 김훈
(金訓, 본 永同)과 노이(盧
異)를 세종에게 명예 회복
의 기회를 한번 주자고 말
하여 출병 전에 허락을 받
고 종군을 하게 한다. 특히
김훈은 문무를 갖추었고,
용맹하여 이종무에게 꼭 필
요했던 인물이었다.
적의 소탕전에 두 사람은
기대에 어긋나지 않게 활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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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펼쳤던 것으로 보인다.
이종무가 대마도 정벌에
성공하고 돌아오자 문신들
은 기다렸다는 듯이 끝임
없이 김훈과 노이를 벌주
자는 상소와 함께 이종무까
지 파직시키고 역모에 연루
시키고자 탄핵의 상소를 올
린다. 결국 이종무는 의금
부에 하옥되는 수모를 당하
고 도성밖에 거주하라는 벌
을 받게 된다.
『조선왕조실록』1420년
(세종 2년, 庚子)4월 16일
조의 대사헌 홍여방 등이 상
소한 내용중에“.....김훈 노
이는 죄가 불충에 관련되었
거늘, 이종무가 그네들과
같이 다니고...양해(梁該)
조안(趙安) 한천기(韓天
奇) ... 등은 모두 용서 할
수 없는 죄범이지만, 전날
에 관대하고 인자하신 뜻으
로 가벼운 법으로 다스렸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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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 이제 또 특별히 용서하
신다......“『조선왕조실록』
의 기록을 참고로 할 때 시
정공은 젊은날 이종무를 따
라 종군했던 것으로 보인다.
조선 후기로 내려오면 증
직 벼슬을 쉽게 살수 있었
지만, 조선초와 중기에는
증직도 쉽게 주지 않았던
점과 조안 선조에 증직 된
사복시 시정이란 관직이 병
조에 소속 된 말을 관장했
던 부서임과 이름이 실록에
나오는 것으로 보아 일정한
활약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
다. 이종무 사건에 연루되
었던 사람들이 세종의 명에
의해 복권 되던 1420년(세
종 2년) 경자년(庚子年)은
정절공 어계선조가 탄생한
해이기도 하다. 시정공은
젏은 날 이종무를 따라 대
마도 정벌에 참전했다가 보
상은커녕 어처구니없게 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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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함안군 군북면 하림 소재 조안 묘역(경남 기념물 제34호)

모로 엮는 작태에 실망하고
출사를 단념한 것 같다.
대마도에서 큰 공을 세우
고 돌아온 60세 노장군 이
종무가 법정에서 하늘을 우
러러 보며 “늙은 놈이 전

조소앙기념관 개관 및 동상 제막

왼쪽에서 두번째가 대종회 회장 조동휘

죽포(竹圃) 조공이 타계
(他界)한 지가 벌써 사백여
년이 되었으나 아직까지 묘
소에 비석을 세우지 못하였
으므로 그 사손(嗣孫) 장
규(璋奎)가 시간이 오래되
면 사적(事蹟)도 따라서 없
어질까 염려하여 비석을 세
우려고 그 묘갈명(墓碣銘)
을 불초(不肖)에게 청했었
다.
생각건대 만생(晩生)의
천학(淺學)이 어찌 해낼 수
있을지? 삼가 살펴보니
공의 휘는 욱(昱)이요 자
는 자명(子明)이며 본관은
함안으로 고려대장군 휘 정
(鼎)이 그의 시조이다.
정당문학(政堂文學) 휘
열(烈), 삼사좌윤(三司左
尹) 휘 희(禧), 계림부(鷄
林府)) 참군(參軍) 휘 지흥
(之興), 판도판서(版圖判
書) 휘 천계(天啓)는 곧 공
의 증조(曾祖). 고조(高祖)

쟁에서 죽어 돌아오지 않 않아 젊은 나이에 작고한
는 것이 옳았다”고 탄식했 것으로 추측된다.
다 한다.
(편집부 조평래)
1420년은 시정공이 누명
도 벗고 아들도 탄생하는
복 된 해였지만, 얼마 되지
조소앙 선생 기념관 개관
및 동상제막식이 2016년
5월 25일 14시 경기도 양
주시 남면 황방리 24-7에
서 대종회장 조동휘 외 문
중 및 관계자가 80여 명이
모인 가운데 열렸다.
소앙(素昻)은 조용은(趙
鏞殷, 참판공파, 1887. 4.
30～1958. 9. 10) 선생의
호이다. 경기도 파주에서
출생한 선생은 일제 강점기
의 독립운동가이자 교육자
이며, 일본 명치대학 유학
중 무오독립선언서의 기초
에 참여하였고, 1919년 이
후 임시정부 외무부장, 한
국독립당 당수 등으로 활동
했다. 광복 후 고국에 돌아
와 1948년 4월에 김구, 김

규식 등과 남북협상에 참여
하였고, 남북협상 실패 후에
는 바로 노선을 바꾸어 대한
민국 단독정부를 찬성하고
지지하였다.
1950년 제2회 국회의원
선거에서 성북구에 출마하
여 전국 최다득표로 국회의
원에 당선되었지만, 1950
년 한국전쟁 당시 납북되었
다. 어려서 할아버지 조성
룡에세 글을 배웠고, 삼균
주의 사상가이자 육성교 창
시자였다. 저서로『동유약
초』,『소앙집』,『한국문
원(1932)』, 『유방집(19
38)』이 있다. 경기도 양주
시에서 70억원을 지원으로
기념관과 동상을 건립하고
기념공원을 조성했다.

통정대부 병조참지 함안 조공 묘갈명 병서
오대(五代) 육대조(六代祖)
이다.
조부(祖父)는 휘 열(悅)
호는 금은(琴隱)으로 벼슬
이 공조전서(工曹典書)였
는데 고려의 국운이 다됨을
알고 함안군 군북면 명관리
에 은거(隱居)하였다가 다
시 원북동으로 옮겨 거문고
를 타며 그림 그리기를 즐
기며 살았다.
홍만은(洪晩隱). 이모은
(李茅隱). 김단구(金丹邱)
제현과 더불어 운구(雲衢)
에 모여 슬프게 노래를 부
르며 시를 읊었다. 조선 태
조(太祖)가 여러 차례 불렀
으나 나아가지 않았었다.
아버지의 휘는 영(寧)으
로 대소과(大小科)에 급제
(及第)하여 관직이 의령현
감(宜寧縣監)이었고 어머
니는 전주 최(崔)씨 완산군

재(宰)의 따님으로 꿈에 규
성(奎星)을 삼켜 잉태(孕
胎)하여 세종(世宗) 임자
년 정월 초사일에 공을 낳
았었다.
어려서부터 총명하고 지
혜가 뛰어나서 책을 한번
보면 빠짐없이 기억하였었
다. 아홉살 적에 능히 글을
지우니 사람들이 조부인 전
서공(典書公)의 풍의(風儀)
라 하였으며 약관(弱冠)에
문장이 성취(成就)되었었
다. 종형 어계(漁溪)선생
이 꿈에 호랑이 세 마리가
북을 한번 치니 뒷산에서
집으로 굴러 내리는 것을
보고서는 공에게 해몽(解
夢)의 글을 지으라고 이르
기를
“고인(古人)은 발(鉢)을
한번 치는 동안에 글을 지
었다 하는데 나 또한 동기

(銅器)를 세 번 칠 터이니
그동안에 글를 짓겠느냐?”
물으니 응낙하고 소리를 세
번 나기에 앞서 드디어 삼
백팔십여언을 지었었다.
일찍이 어계선생께서 칭
찬의 시를 지어 이르기를
“정자(正字)”의 능한
문장 스스로 일가견을 이루
어 붓 끝에 호협(豪俠)한
기상 하채(霞彩)처럼 빛나
도다. 천길 깊은 창해(滄海)
속에 우뢰 같은 큰 음향이
요 만길 높은 남전(藍田)
에 훈훈한 햇살이네. 뛰어
난 그대 재능 옛날에도 드
물었고, 어리석은 내 성품
세상에 많지 않네. 일문의
자제들이 모두 성취하였음
은 베풀었던 훈도(訓導)의
감화(感化) 그 얼마나 컸었
는가 ! 이와 같이 추중(推
重)하고 칭찬함이 대개 이

러하였다. 기사(己巳)년에
사마시(司馬試)에 합격하
였고 단종(端宗) 계유(癸
酉)년에 문과(文科)에 급
제하였었다. 일찍이 경륜
(經綸)을 펼처 조정에서 성
예(聲譽)가 높았고 또한 천
문학(天文學)에 능했었다.
을해(乙亥)년에 세조(世
祖)가 왕위를 선위(禪位)
받자 벼슬에 뜻이 없어 물
러나 은거하면서 의분(義
憤)에 넘친 충심이 한결 정
절(貞節)공과 같았고 단종
(端宗)이 승하(昇遐)함에
삼년을 복상(服喪)하고 육
신(六臣)들과는 노소를 불
구하고 교제하였으며. 점필
재(佔畢齋) 김종직(金宗直)
과는 또한 도의(道義)로 새
긴 사이였다. 일찍 경주(慶
州) 진주(晋州) 교수(敎授)
를 지냈고, 또 안동(安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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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면에서 연속 ~
교수였을 때 마침 향시(鄕
試)를 보였는데 그 마지막
날에 개제(改題)가 번거로
웠었다. 날은 또한 저물어
시험관이 방도가 없어 서로
가 고심(苦心)하던 중 어떤
사람이 이르기를”조욱(趙
昱)과 같은 박식(博識)한
자가 아니면 신속(神速)히
처리할 수 없다“고 하여
이에 공에게 청했더니 즉시
(卽時) 해결하여 시험관을
탄복케 하였으며 저작랑(著
作郞)1)에 천거되었었다.
성종(成宗)이 즉위하자
통정대부(通政大夫) 병조
참지(兵曹參知)에 승진(昇
進)되었으나 숙배(肅拜)사
양(辭讓)하고 안동(安東)
의 운안리(雲安里)에 복거
(卜居)하여 화원(花園) 찾
아 즐기며 풍월(風月)의 흥
(興)을 읊으니 천진교(天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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橋)의 소옹(邵雍)2)이요 형
악산(衡岳山)의 종병(宗炳)
3)과 같았다.
회갑(回甲)년 유월 초칠
일에 세상을 버려 안동부
서쪽 두곡촌 뒷산 해좌(亥
坐)에 안장하였다. 배위 숙
부인(淑夫人) 양성 이씨(李
氏)는 현감(縣監) 중신(仲
臣)의 따님으로 공보다 4년
후에 별세하여 공의 묘와
합부(合祔)이다. 2남 4녀
를 두었는데 아들은 무동
(武銅)과 도재(道宰)이고
사위는 정종우(鄭宗祐). 정
내언( 鄭來彦). 박유(朴蕤
). 이경손(李敬孫)이다.
무동(武銅)은 2남을 두었
는데 영(英)과 화(華)이고
도재(道宰)도 2남을 두니
규(珪)와 각(珏)이다. 증손
이하는 너무 많아 다 기록
하지 못했었다. 오호라 공
의 재학(才學)과 행적(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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蹟)을 함주지와 금라전신
록 및 국조방목(國朝榜目)
과 유사(遺事) 등에서 근근
이 수집한 것이 얼마 되지
않으나 모두가 거대(巨大)
한 행적(行蹟)과 기강(紀
綱)이요 관작(官爵)은 청
요직(淸要職)으로 봉사하
였고 문장과 시문은 남다르
게 뛰어났으나 소홀히 하여
고증(考證)할 문적이 없고
또 어계선생과 동시이면서
도 은전(恩典)이 같지 못
함은 비록 한(恨))스럽기는
하나 그런대도 두려웠던 병
란에도 민멸(泯滅)되지 않
고 누대로 자손이 불어나
창성(昌盛)하였음은 생각
건대 이는 성예(聲譽)와 종
덕(種德)의 천부적(天賦
的) 성품에서 우러난 것이
다. 이에 의거하여 명(銘)
을 지어 이르기를“대대로
빛난 세덕 천년이은 화벌

정기총회

(華閥)이라. 규성(奎星)의
정기(精氣) 받아 현몽(現
夢)으로 태어나 재질은 총
명하여 문장학식 높았었네.
양사옥당(兩司玉堂) 역임
하니 왕국의 의표(儀表)였
소. 외직에 나아가서 경륜
을 다했었고 물러나 은거함
은 장릉(莊陵)섬긴 충절이
라 일문에서 끼친 쌍절(雙
絶) 어옹(漁翁) 광채(光彩)
더했고 늦게 벼슬 응하여
관면(冠冕) 다시 빛났었다.
벼슬 두고 돌아와서 강호
우거(江湖寓居)즐겼었고
운안(雲安)에서 세상 떠나
두곡산에 묻혔도다. 현회
(顯晦)함은 잠시요 후손
번창 휄 수 없네. 나의 명
(銘) 자랑할 수 없으나 새
긴 글 영원히 이을진저!”
장사랑(將士郞) 전 혜릉(惠陵)마
참봉(參奉) 이중철(李中轍)4) 근
찬(謹撰)1) 저작(著作) : 교서관

1)저작(著作) : 교서관(校書館)
이나 승문원(承文院)의 종8품의
관직명 2)천진교(天津橋)의 소
옹(邵雍) : 남송의 성리학자 강
절소옹(邵雍)의 시에 천진교상
문두견(天津橋上聞杜鵑 : 천진의
다리위에서 두견새소리를 듣다.)
이 있다.
3)형악(衡岳)의 종병(宗炳) :
남송의 화가(畵家) 종병(宗炳)이
형악산(衡岳山)에 모옥(茅屋)을
지어 산 고사. 4)이중철(李中轍)
조선 말기 안동 지역에서 활동한
문신이자 의병. 본관은 진성(眞
城). 자는 중원(仲圓), 호는 효암
(曉庵). 할아버지는 이휘정(李彙
廷), 아버지는 이만유(李晩逌),
어머니는 의성김씨(義城金氏)로
승지를 지낸 김용락(金龍洛)의
딸이다.
묘소는 원당(元塘) 앞산인 효
잠산(孝岑山) 병좌(丙坐)의 언
덕에 있다.
1913년에 도산서원(陶山書
院) 원장이 되어『도산급문록(陶
山及門錄)』을 간행하였다.

집 의 공 파

  지역화수회 회장단협의회

2016년 5월 7일 함안군 함안면
괴산리 괴산재에서 60여 명 종원들
이 모인 가운데 집의공파(執義公派,
종회장 趙英濟) 정기총회가 개최 되
었다. 감사보고, 결산승인, 예산심

의가 있었다.
전 청와대 정무수석 조
홍래 종원과 경남경찰청장
조현배 종원이 참석해 눈
길을 끌었다.

대종회 사무실에서 조동휘 회장 사회로 회의를 진행하는 모습

2016년 3월 4일 11시
대종회 사무실에서 함안조
씨 지역화수회 창립총회가
있었다. 지역 10개 화수회
회장 및 임원단 25명이 참
석했다. 안건으로 ①지역
화수회 회장단 협의회 창립
②규약채택 ③중앙종친회

에 불참 결의서 채택 ④임
원 선정을 했는데 다음과
같다.
협의회장: 조용득
(趙鏞得, 본향 전 화수회
장)/ 부회장 : 조근제(趙根
濟, 본향), 조용래(趙容來.
대구), 조정제(趙貞濟, 창
원), 조용수(趙鏞洙,울산),

내 헌 공 파
내헌공파(耐軒公派,종회
장 趙鏞河) 종회가 지난 6
월 16일 11시 6파(派) 임
원 40여 명이 참석한 가운
데 영모재(永慕齋)에서 개
최되었다.
이날 회의는 종회장의 인
사말씀에 이어 2015년도
결산 및 사업보고가 조영태
(趙榮台, 來) 사무국장의
설명에 따라 승인되었고,
종사운영위원과 판공유사
가 파별로 선출되었는데
유임되거나 새로 선출된
명단을 보면 검암공파(劒巖
公派)조정래·조갑제, 망운

정공파(望雲亭公派) 조창
(望雲亭公派) 조창래·조
영태, 율헌공파(栗軒公派)
조용철·조현규, 입암공파
(立巖公派) 조용진·조용
덕, 도암공파(韜巖公派) 조
연규·조형래, 두암공파(斗
巖公派) 조성훈·조일래 종
원이다.
또, 내헌세고(耐軒世稿)
간행 건에 대하여는 그간
수집된 자료를 묶은 가본이
편찬위원에게 나뉘 어졌는
데 2개월 내에 교정을 봐
다시 위원회를 갖기로 했
다.

조상제(趙庠濟, 진
주) / 운영위원 : 창
녕, 청송, 안동, 진천,
안성, 칠곡, 문경, 포
항(각 회장) / 사무
국장: 조효제(趙曉濟, 본향)
/ 감사: 조영제(대구) 종원
이 선임 되었다.

격려사를 하는 전 청와대 정무수석 조홍래(趙洪來),
오른쪽이 조현배(趙顯培) 경남경찰청장

부 산 화 수 회 
2016년 5월 26일 18:30
부산서면 더죤부페에서 대
종회 회장 조동휘, 우후공
파 종회장 조욱래, 남계공
파 종회장 조수남, 서산서
원 이사장 조성훈, 본향화
수 회장 조근제, 대구화수
회장 조용래 창원화수회장
조정제 외 100여 명이 참
석한 가운데 제67주년 정
기총회가 성대하게 개최
되었다.
총회에서 조창제 회장의
연임이 결의 되었고,
1명씩 선발하여 합계 230
곧 이어 장학금 전달식이 만원을 전달했다.
있었는데 대학,전문대학,
화수회 발전에 기여한
고등학교, 중학교에서 각 공로패 수상에는 부산진구

지회장 조용덕, 남수영구
지회장 조수현, 청년회장
조용현 종원이 상장과 상
패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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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구 화 수 회 
2016년 5월 28일 11시
대구광역시 교통연수원에
서 제50차 정기 총회가 개
최 되었다.
대종회장 조동휘(趙東輝
), 우후공파 종회장 조욱
래(趙旭來), 지역 화수회
협의회장 조용득(趙鏞得),
창원 화수회장 조정제(趙
貞濟)등 많은 종원들이 참
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열
렸다.

진 주  화 수 회 

격려사를 하는 대종회 조동휘 회장

울산 화수회

2016년 5월 28일 10시
진주시 피앙세 웨딩 뷔페
에서 제38회 진주화수회
정기총회(회장 趙庠濟)를
개최했다.
대종회 조효제(趙曉濟)

사무총장, 본향화수 회장
조근제(趙根濟),창원화수
회회장 조정웅, 창원화수
회청장년 회장 조용근 등 많
은 일가들이 참석하여 축
하를 했다.

울산 화수회 직전회장, 그
리고 임원 및 이사 화수회
원 200여 명이 참석한 가
운데 성대하게 개최되었다.
1부 정기총회에서는 조용
수 회장과 임원 전원이 유
임되었고, 조용수 회장은 인
사말에서 일가간의 대동단
결과 화목을 강조하였고 선
조님의 숭고한 뜻을 받들어
2016년 6월 25일 11시 洙), 대종회 사무총장 조효 화수협의회 회장 조용득 화수회의 발전에 최선을 다
울산광역시 남구 목화웨딩 제(趙曉濟), 우후공파 종 (趙鏞得),대종회 상임고문 하겠다고 했다. 2부에서는
홀에서 회장 조용수(趙鏞 회장 조욱래(趙旭來),지역 조용하•조종래•조인규 눈높이 안과(眼科) 서정원

원장의 눈건강에 관한 강의
와 이어 조이플란트 조현태
원장의 치아관리에 관한 유
익한 강의가 있었다. 3부에
서는 여흥 및 오찬으로 일
가님의 고전무용, 울산아리
랑, 시조 노래가 이어졌고,
조용수 회장의 색소폰 연
주가 있었다. 오찬 후 노래
자랑 및 행운권 추첨 등으로
푸짐한 상품을 받았으며, 일
가의 정을 마음껏 누린 최
고의 행사를 치루었다.
   

우모정(寓慕亭)과 지악정
(芝嶽亭) 중수(重修) 및 지
악공파(芝嶽公派, 종회장 趙
炳來) 정기총회가 지난 6월
18일 11시 금대정사(金臺精
舍)에서 있었다.종원 180여
명이 참석한 이날 행사에 함
안조씨 대종회 회장 조동휘
(趙東輝)를 비롯한 각계에
서 많은 축하화환과 성금이
답지된 가운데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 진행되었는데,
조병래 종회장과 조창래(趙
昌來) 명예회장의 인사말씀
과 조용하(趙鏞河)내헌공

우모정·지악정 중수

파 종회장, 조성래(趙聖來)
대종회 상임고문의 축사에
이어 조특래(趙特來) 행사
준비위원장의 중수경과 보
고가 있었다. 또, 문중을 빛
낸 인물로 해군 준장인 조
완래(趙完來) 종원에게 기
념패(자랑스런 함조인 상)
가 수여되었고, 중식은 대
구시 달성군 가창면 삼산
리에서“큰나무집”식당을
경영하는 조갑련(趙甲蓮ᆞ
來) 종원이 삼계탕 200인
분을 행사장으로 옮겨와 무
위 식당은 이날뿐 아니라 은 협조를 해왔으며 대구시
상제공 하였다.
평소에도 문중 대소사에 많 선정 모범업소로“궁중 약

백숙”을 전문으로 하고있
으며, 국내외 미식가들이
많이 찾고 있는 업소이다.
우모정과 지약정 가운데 위
치한 금대정사는 망운정공
(望雲亭公 휘 地)의 큰아들
(휘.守道). 다섯째 아들(휘
東道)과 손자 함수(咸洙)
함신(咸新)등 4父子의 재
궁(齋宮)인데 조선(朝鮮)
영조(英祖) 12년(1736)
에 건립한 유서 깊은 건물
로 경북 유형문화재 제277
호이다.

간송당공파(澗松堂公派) 파보발간 연기
함안조씨 간송당공파에서 파보발간을 당초 마감일자 2016년 3월 31일을 1년(2017.3.31까지) 더 연기하
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연락이 닿지 않은 일가가 많아 본 지면
을 통해 공시하오니 아래 연락처로 연락바랍니다.
전(全) 종원 여러분은 빠짐없이 참여하시고, 정보를 접하지
못한 가까운 일가들에게도 독려와 홍보를 부탁드립니다.
2016. 7. .

간송당공파(澗松堂公派) 파보편찬위원회
위원장 조 용 진(趙鏞鎭)
연락처 공동편집 위원장
조 만 제(趙萬濟) H P 010-2580-1950
조 의 제(趙義濟) H P 010-7596-3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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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입향 400주년 회고
준비위원장 조장래(관명 良治)

연담공께서 대구 입향 한
지 400년 되는 2015년 가
을 대구 노곡동에 위치한
노원재에서 원대파 종원과
동계공 후손 및 하객 등 80
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입
향 400주년 기념비를 제막
하고 간단히 고유제를 거행
하였습니다.
연담공은 대구 원대파 입
향조 이시며 부친은 동계공
휘 형도(亨道)요 조부는 겸
암공 휘 우( )입니다.
동계공의 3자로 청송 안
덕에서 태어나 1615년 정
월 스물 이렛날 낙재 서산

원 선생의 남산 고택에서 선
생의 손녀와혼인을 하시고
이를 인연으로 대구에 정착
하시니 서원구기(舊基)가
됩니다. 모당 손처눌 문하에
서 수학하시었으며 22세에
생원시에 합격하였고“자질
이 뛰어나고, 학문이 넓으
며, 성리학을 깊이 연구하였
다”라고 영모당 통강 제자
록에 기록 되어 있습니다.
고려개국공신인 시조로
부터, 두문동 72현이시며
고려충신 전서공, 단종조 충
신으로 유림으로부터 추앙
받는 생육신 어계선조, 임

『조 명 하』

출 판

진왜란 병자호란의 공신 동
계공, 사도세자 죽음에 왕
명의 부당함을 온몸으로 항
거한 승와공, 청송 3.1 독립
운동을 주도하시고 순절하
신 독립운동가 목산공의 충
의 정신을 가장 중시하는
가문의 일원임을 자연스럽
게 생각합니다. 세월의 흐
름에 따라 번영과 쇄락의
기복은 있었으나 자손들은
조상의 덕으로 번창하였고
입향 400주년의 기념비를
세우고 종원들에게 자신을
돌아볼 거울로 삼고자하는
것이 행사의 주된 목적이었
습니다.

1928년 5월 14일 일본천황 히로히토의
장인 구니노미야 육군대장이 특명검열단 직
무 수행 차 대만 타이중주도서관 앞을 승용
차로 지나가자 군중 속에서 기회를 보며 기
다리던 조선인 24세 조명하(1905~1928)
청년이 재빨리 단검을 꺼내들고 승용차에 뛰
어 올라 자격을 시도했으나, 치명상을 입히
지는 못했다. 큰 사건이라 언론을 통해 조선
ᆞ일본ᆞ대만ᆞ중국에 널리 알려지게 되고,
조명하 의사는 1928년 10월 10일 타이베이
형무소에서 사형집행으로 순국하게 된다. 구
미노미야는 1929년 1월에 사망하게 되는데,
정확한 사인은 밝혀지지 않고 있다.
조명하 의사의 거사에 대해 문헌으로 정리
되지 않고 주로 구전으로 전해져 축소, 과장,
오류가 뒤섞여 역사적 의미와 가치가 조명
되지 못해 안타까움이 있었는데, 이 책의
저자 김주용 박사가 문헌과 철저한 답사를
기초로 하여 거사의 역사적 의미를 재해석
하고 있다. 2015년 12월 20일 출판사 역
사공간에서 간행하였다.

국역『澗松集』

한국고전번역원에서 간
송집이 번역되었다. 번역
작업은 경상대학교 한문학
과가 주축이 되었다. 간송
(澗松) 조임도(趙任道)는
1585년 경남 함안군 가야
읍 검암리에서 입암(立巖)
조식(趙埴)의 아들로 태어
나 반청(槃泉) 김중청(金中
淸),두곡(杜谷) 고응척(高

應陟), 여헌(旅軒) 장현광
(張顯光)에게 글을 배워 크
게 이루었다. 조정에서 이를
알고 대군사부(大君師傅),
공조좌랑(工曹佐郞)등의 관
직으로 3번이나 불렀으나
나가지 않고 학문에 힘썼다.
조선 중기 유학에 있어
영남의 양대 산맥인 남명학
파와 퇴계학파 간에 갈등이
있을 때 두 학파를 융합시
키고자 힘썼고, 많은 글을
남겼다. 문집이 연보, 원집
5권, 별집 2책, 속집 5권으
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번에
번역되어 한 눈에 볼 수 있
게 되었다. 해제는 경상대학
교 허권수 교수가 썼다. 20
15년 12월 30일 발행되었
고, 가격은 50,000원이다.

『검은 바다의 소용돌이』

인 물 동 정

조경태 국회의원 4선 당선
부산 사하 을구에서 새누
리당으로 출마한 부산대학
교 토막공학박사 출신 조경
태(趙慶泰, 參判公派, 항열
來) 종원이 4선에 도전하여
성공했다.
지난 6월 13일 새누리당
의원총회에서 기획재정위
원장 후보를 결정하기 위해

조승래 국회의원 초선 당선
충남대학교 평화안보대
학원을 졸업하고 노무현 대
통령 비서실 행정관과 안희
정 충남지자 비서 실장을
역임한 조승래(趙承來,斗巖
公派) 종원이 20대 국회의
원 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
으로 대전 유승갑에서 출마
해 당선 되었다.

청와대 교육행정관 경험
등 전문성을 인정받아 교육
·문화·체육·관광과 관
련된 국회 교육문화체육관
광위원회에서 활약 중이다.

경선을 실시했는데, 조경태
의원이 재석 114표 중 70
표를 얻어 상임위원장에 당
선되어 활약하고 있다.
기재위는 재정·경제정
책에 관한 국회의 의사 결
정기능을 실질적으로 수행
하는 국회의 중추적인 내부
기관이다.

함안군청 문화관광과 조
정래(趙丁來, 南溪公 후 忠
毅公派) 계장이 아라가야를
배경으로 하는 다섯 번째
역사소설 『검은 바다의 소
용돌이』을 출판했다. 함안
문협회장을 맡고 있으며 끊
임없는 고대사 공부를 바탕
으로 한 역사소설이라 고대
사 공부에도 많은 도움을 준
다. 도서출판 청암에서 201
6년 6월 25일 발행했고, 가
격은 10,000원이다.

조진래 경남개발공사 
     사장 취임
밀양·창녕·함안·의령
선거구 새누리당 후보 경선
에서 치열한 접전을 벌이며
경쟁을 했으나, 마지막에서
탈락한 조진래(趙辰來, 南
溪公 後 忠毅公派, 51) 전
경남도 정무부지사가 경남
개발공사 사장에 취임했다.
제18대 국회의원을 지낸
변호사 출신의 조 전 부지
사는 홍준표 경남지사 도정
1기와 2기 초반 정무부지
사와 정무특별보좌관을 역
임하기도 했다.그는 경남개
발공사 사장 공모 과정에서
제출한 자기소개서에서 "경
남개발공사를 우수 지방공
기업으로 재평가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경남도정

을 성공으로 이끄는 길이라
고 생각한다.
경남도의 낙후된 지역 기
반시설 구축을 위해 중앙국회-지방으로 이어지는
중추적 연결고리 역할을 하
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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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웅제 경남도 서기관 승진
경남 함안군 함안면 괴항
동 출신으로 마산용마고,창
원대학교 경영학과를 졸업
하고 지난 1989년 7급공
채에 합격하여 김해시청에
서 공직을 시작한 조웅제
(趙雄濟,斗巖公派) 종원이
지난 7월 7일 경상남도 인
사이동 때 사무관에서 4급
서기관으로 승진하여 경상
남도 여성능력개발센터 소
장으로 발령났다.
조소장은“경남도 여성
능력개발센터는 60년 이상

의 전통을 지닌 여성의 사
회참여 활성화를 위한 교육
의 전당인 만큼 시대에 맞
는 여성교육기관으로 자리
매김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면서
포부를 밝히기도 했다.
집안이 공무원가족으로
알려져 있는데 부인 이은숙
씨는 김해시청 복지행정계
장으로, 형 조노제 종원은
지난해 5급 행정사무관으
로 승진해 마산우체국 영업
과장으로 근무하고 있다

제(趙俊濟,가야) 여섯 명
이 대종회 회의실에서 창
립 모임을 가진지 어언 2년
반이 지난 지금은 조영규
(趙暎奎, 전 함안군수), 조
성래(趙聖來(전 대종회장),
조욱래(趙旭來, 우후공파
종회장)을 비롯한 조한제
(趙漢濟, 집의공파),조성삼
(趙性三, 동지공파).조정규
(趙井奎, 절도사공파), 조
점래(趙点來, 청풍회장)등
본향 족위들이 참여를 하면
서 성황을 이루고 있다.

주입식 강의가 아니고 강
독과 토론으로 학습발전에
큰 도움이 된다는 평을 받
고 있으며, 사방에서 오시
는 회원들 여건을 고려해서
지금은 가야읍에 소재한 동
지공파 사무실로 옮겨 매주
화요일 10시부터 12시까
지,직장에 다니는 젊은청풍
회 회원들을 위하여 금요일
저녁 7시에, 주 2회 운영되
고 있다.
(연락처 : 貞 濟
T. 010-9312-3487)

두암공파 묘역 정비

지난 7월 6일 함안군청
인사이동에 조정님(趙貞任,
同知公派, 濟) 종원이 함조
인 여성으로는 최초인 사무
관에 승진하여 산인면 면장
에 취임했다. 조사무관은
명문 마산여고, 경남대학교
에서 사회복지학 석사를 받
은 학구파로, 젊은 날 조홍
래(趙洪來) 전 국회의원 사
무실 사무원으로 근무하여
본향 일가들에게는 얼굴이
많이 알려져 있다.

조문래 해양공학 
  박사학위 취득

함전강회 소식

문중에 고전을 강론하는
모임이 활성화 되고 있어
본향(本鄕)의 일족들간에
화제가 되고 있다.
뜻을 가진 몇분이 진주 경
상대학 허권수(許捲洙) 교
수를 직접 방문하여 자필
호당(堂號)「함전강회(涵
典講會)」를 받아 2014년
2월 11일 조문규(趙文奎,
산인), 조용건(趙鏞健, 창
원), 조정제(趙貞濟,가야)
조동제(趙東濟,마산), 조
효제(趙曉濟.군북), 조준

조정님 함안군청 
  사무관 승진

부산 무진회(執義公派)
소속으로 시사, 총회, 이사
회 등 문중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빠짐없이 참석 해온
조해제(趙海濟) 종원의 차
남 조문래(趙文來) 종원이
경상대학교 2016년 2월 2
5일 전반기 학위 수여식에
서 해양식품공학으로 박사
학위를 받았다. 해양수산부
6급으로 근무하고 있고, 젊
은 나이에 전무 지식을 갖
추고 있어 많은 기대를 받
고 있다.

대종회 제42회기 임원진 구성

2016년 7월 6일 대종회
사무실에서 제42회기 임원
회의 결과 아래와 같이 당
회기동안 대종회를 이끌어
갈 임원ㆍ이사진 및 각 분
과 위원회가 구성되었다.
부회장ㆍ자문위원ㆍ 이
사 중에서 1934년(83세)
이전 출생하신 14명의 원로들이 고문
으로 추대 되었고, 조정제(趙正濟, 전
해수부 장관), 조현배(趙顯培,경남 경
찰청장), 조승래(趙承來, 더불어 민주

당 국회의원) 3명이 신임
고문에 추대 되었다. 이 이
외에 부회장 7명. 자문위원
6명. 신임이사 17명이 추가
로 선정 되었으며, 대종회
회관 건립 등 증가한 업무
처리를 위하여 회장을 보좌
하는 수석부회장에는 청송
문화원장 조용하(趙鏞河)
종원이, 상임부회장에는 조
용득(趙鏞得), 조욱래(趙旭
來) 종원이 추대 되었다.

운 영 위 원 회
묘역정비 사업 후 사진

2016년 01월 31일부터 동년 2
월 3일까지 두암공(斗巖公 휘 垹),
우제공(愚齋公 휘 趙衛道)의 묘역
정비, 비석 신도비 정화사업, 주변

의 잡목 제거 등을 대대적으로 했
다. 두암공파 종원들이 협찬한
3,000만원 기금으로 사업을 깔끔
하게 완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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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訃 告 대구에 거주하는 대종회
문안감수위원 조일래(趙一來, 耐軒公
후 新堂公派) 옹(翁이) 2016년 6월
25일 82세로 작고했다.
젊은 시절 사업을 하기도 했으나, 늦
게 한학을 공부하여 크게 이루었고『新
堂日錄』,『遯山文集』을 번역 하기도
했다.

임원·이사회비(협찬금)
(단위 : 千원)
<2016년 3월 01일~
2016년 07월 20일까지 입금순>
趙權濟
趙廣濟
趙俊濟
趙敬濟
趙萬濟
趙炳宣
趙顯讚
趙官濟
趙顯大
趙瀅來
趙顯國
趙鏞範
趙鏞秀
趙煐來
趙忠檍
趙在勝
趙在鴻

경남 함안군 가야읍(감사) 100
울산 남구 남산동(이사)--100
경남 함안 군북(자문위원) 100
경남 함안군 법수면(이사) 100
경남 창원시 내서읍(이사) 100
경남 함안군 산인면(이사) 100
경남 창원시 의창구(이사) 100
경기 용인시(이사)-----100
부산 해운대구(부회장) --200
경남 함안군 산인면(이사)-100
서울 서초구 사임당로(이사)100
부산 수영구(이사) ----100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이사)100
경북 안동시(부회장) ---100
경북 문경시(이사)----100
경남 진주시(고문) ----100
대구 북구(이사)------100

趙顯旭
趙鏞賢
趙鏞哲
趙東輝
趙京文
趙顯益
趙虎濟

울산 중구(이사) -----100
충북 진천읍(이사) ----100
부산 부산진구(고문)---300
경북 안동시(대종회장)-5,000
경남 고성읍(부회장) ---200
대구 남구(이사) -----100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자문)100

종회보협찬금 명단
(단위 : 千원)
<2016년 02월 24일~
2016년 07월 20일까지 입금순>
조권제
조형규
조개남
조현태
조경제
조석천
조영제
조완실
조상길
조상길

경남
경남
전남
경북
경남
경남
경남
경남
부산
부산

함안군
함안군
고흥군
칠곡군
함안군
함안군
함안군
남해군
연제구
연제구

가야읍 ----50
가야읍 ----50
포두면 ----20
약목면 ----30
군북면 ----30
가야읍 ----30
대산면 ----30
상동면 ----20
거제3동----50
거제3동----50

조만제 경남
조용주 경남
조만수 부산
조용철 부산
성명 주소
조완제 경북
조용운 경남
조정범 경남
조정래 대구
조강래 대구
조윤제 경기
조용주 경남
조문제 경북
조무현 경북
조용주 경남
조문제 경북
조무현 경북
조정업 부산
조성기 경남
조맹제 경남
조국래 대구
조동화 인천
조웅래 경남
조제선 경북
조헌제 서울
조현제 대구
조억래 경남
조종선 경남
조칠봉 전남
조현제 경남
조삼술 경남
조성래 충남
조성래 부산
조성제 경남
조철제 대구
조현관 경남
조제인 대구
조을제 경북
조경래 경남

창원시 내서읍----100
창원시 마산합포구 --50
사하구 낙동대로 ---30
수영구 수영로-----30
미상----------50
청송군 현서면-----10
거창군 대동리-----50
창원시 마산회원구 --50
동구 국채보상로 ---200
달서구 감만동 ----300
용인시 기흥구-----30
창원시 교방동 ----20
경주시 황성동 ----20
청도군 이서면 ----30
창원시 교방동 ----20
경주시 황성동 ----20
청도군 이서면 ----30
------------50
합천군 초계면 ----50
고성군 거류면 ----50
수성구 노변동 ----20
계양구 계양1동 ----30
통영시 원문로 ----50
영주시 풍기읍 ----30
서대문구 증가로 ---50
동구 신천동 -----20
함안군 --------50
산청군 단성면-----50
고흥군 포두면----100
함안군 법수면----100
합천군 가야면 ----50
아산시 법곡동 ----50
중구 보동길 -----10
창원시 진전면 ----50
달서구 두류동 ----20
진주시 새평거로 ---50
------------30
구미시 --------100
함안군 군북면 ---100

조직현 충북 충주시 살미면 ----30
조헌배 경북 청도군 풍각면 ----10
조병수 경북 안동시 길안면 ----30
조영래 경북 안동시 새골 -----50
조내관 서울 마포구 임정로 ----30
조강제 경남 진주시 진주대로---50
조원제 경남 함안군 대산면 ----50
조세진 대구 달서구 한실로 ----20
조경일 대구 동구 신천동 -----30
조진규 경남 산청군 시천면 ----50
조영래 경남 창원시 마산내서읍--20
조용범 부산 수영구 망미동 ----50
조현제 대구 서구 평리동 -----20
조용우 경남 함안군 군북면 ----30
조장래 대구 수성구 범어동 ---100
조문제 부산 부산진구 개금3동 --10
조용근 경남 창원시 내서읍 --- 100
조경제 대전 서구 도마1동-----50
조현욱 울산 중구 우정동 -----50
조동제 전남 완도 금당면-----100
조갑제 부산 부산진구 가야동 ---50
조용철 부산 부산진구 가야동 --100
조희제 부산 ------------50
조선제 대구 남구 이천동 -----20
조병구 대구 남구 봉덕로 -----100
조재원 대구 남구 봉덕로-----100
조민제 울산시----------- 50
조재범 대구시 봉덕로 ------100
간송당공파 파보발간 광고료(회장 조용진)-300

종회보계좌번호 : 농협
351-0703-4075-73
임원•이사회비 : 농협
177441-51-001861
각종 협찬금 입금시에 본인의 주소를
명확하게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불분명 기재로 소중한 정성이
‘주소 불명’으로 기록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