父母에게 孝道하고 兄弟間
에 友愛있으며, 孝誠을 다하
여 節介와 義理를 지킴을 말함

2017년 9월 1일 금요일 (음력 丁酉 7월 11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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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충비•독립유공자비 제막 및 대종회관 준공식 거행
2017년 6월 10일(토) 함안조씨대종회(경남
함안군 군북면 명관로 4) 에서 13충비•독립유
공자비 제막을 하고 이어서 대종회관 준공식을
거행하였다.
화창한 만춘의 뜨거운 날씨속에서도 약
1,500여명의 종원이 참석하고 함안군수 권한
대행 김종화 부군수를 비롯하여 엄용수 국회의
원, 조경태 국회 기획재정위원장등 많은 내외
빈이 참석한 가운데 전국화수회 협의회 조용득
회장의 사회로 진행되었다.

제막 전에 거행된 13충 고유제는 초헌관
조동휘 대종회 회장, 아헌관 조성도(대종회고
문) 종헌관 조연규(도암공파 종회장), 축 조현
판(대소헌공파 종회장)이 맡아 조문규 대종회
전례위원의 집례로 시행하였으며, 독립유공자
고유제는 초헌관 조현준(수비추진위원장), 아
헌관 조금세(독립유공자 후손 대표), 종헌관
조성래(대종회 직전회장), 축 조홍래(수비추진
위원)이 맡아 조종연 부산화수회 전통문화원
장의 집례로 시행하였다.

인 사 말 씀
오늘 유서깊은 군북면 원
북리 전서공 선조 이하 누
대 선영의 영혼이 잠들어 계
시고 정절공을 비롯한 생육
신을 모신 서산서원과 채미
정이 있는 방어산 남록에서
13충비와 독립유공자비의
제막식과 신축 대종회관 준
인사말씀하시는 조동휘 대종회 회장
공식을 거행하게 된 것을 매
우 뜻 있게 생각하며 진심으
인사말씀하시는 조동휘 대종회 회장
로 감사드립니다.
더욱이 공사다망하심에도 함안군수권한대행 드립니다. 3대 사업은 우리 함조의 정성의 결
이신 김종화 부군수님과 김주석 군의회 의장님 정체입니다. 앞으로도 전종원이 십시일반의
그리고 유림의 여러 원로 어른들께서 무더운 정신으로 합심하면 어떠한 큰 일이라도 무난
날씨에도 불구하고 많이 참석하시어 자리를 빛 히 해 낼 수 있을 것으로 믿습니다.
종원 여러분! 우리는 오늘부터 새로운 각오
나게 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또한 의정활동에 다망하심에도 불구하고 참 로 새 출발을 하여야 합니다. 양대 공적비와
석하여 주신 이 지역 출신 엄용수 국회의원, 문 대종회관은 장식용도 아니고 과시용도 아닙니
중의 경태 국회의원, 정제 전 해양수산부 장관, 다. 공적비는 우리 세대와 다음 세대를 위한
홍래 전 정무장관, 진래 전 국회의원을 비롯한 국가의식, 민족의식, 이웃의식을 달리하는 교
많은 종원님께서 참석하여 주시어 대단히 감 육의 도장이 되어야 하고 회관은 백세청풍의
굳건한 정신으로 어떻게 하면 선조를 진정으
사합니다.
작년 초부터 구상하여 연말까지 완성을 목 로 숭상하고 유훈을 실천하느냐, 또 종원간에
표로 하였습니다만은 여러분들께서도 잘 알고 어떻게 하면 더 친목하고 더 화합하느냐, 또
계시는 바와 같이 이 지역은 문화재 보호구역 어떻게 하면 타 문중도 배려하고 모범이 되며
이므로 건물의 높이, 크기, 용도, 외양 및 토지 선망의 대상이 되느냐를 논의하는 격조 높은
의 이용등 여러 가지 제약이 많았습니다. 설계 도장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인생은 짧고 예술은 길다’라는 서양의 격
를 무려 세 번이나 변경하였으며, 비석의 석
재도 국내에서 구하기가 곤란하여 외국에서 구 언이 있지요. 이 격언은 만고의 진리입니다.
해 오느라 공기가 많이 지연되어 대단히 송구 사람의 생명은 유한하지만 예술 즉 업적은 영
원한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만고의 업적을
스럽게 생각합니다.
종원 여러분 금번 우리 가문에서 완성한 세 만들어 봅시다. 회관을 많이 많이 선용하고,
가지 사업을 함에 있어 정부의 지원이나 공공 2세들에게는 비문을 하루 한번 꼭 암송시키도
기관 등 외부 지원은 전혀 없이 우리의 힘으로 록 간곡히 권합니다. 암송을 장기간 반복하면
이루어 냈습니다. 많은 종원님들이 적게는 몇 그 정신을 이어받게 된다고 합니다.
3가지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많은 종원들
만원, 많게는 몇 천만원도 헌성금을 즐겁게 내
이 이루 말할 수 없는 희생과 수고를 하셨습니
어 주셨습니다.
효성그룹의 석래 회장님과 특별히 부산의 많 다. 사업에는 그 부지 확보가 관건인데 대종회
은 종원님들께서는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물 직전 성래 회장님께서 고생 끝에 넓고 좋은 부
심양면으로 많은 협찬을 하여 주시어 3대 사업 지를 확보해 두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감
추진에 큰 기여를 해 주셨습니다. 깊이 감사 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어서 13충비 및 독립유공자비 제막과 헌
화, 분향을 실시하였으며 장소를 대종회관으
로 이동하여 청송문화원장이신 조용하 대종
회 수석부회장의 개회선언을 시작으로 대종회
관 건립 준공식를 거행하였다.
13충비 및 독립유공자비의 수비에 힘써 주
신 조현준 수비추진위원장과 조욱래 대종회
관건립추진위원장을 비롯한 수비 및 회관건립
에 도움을 주신 18명의 종원에게 표창장 및 감
사장을 수여하였다.
양대 수비를 책임지고 추진한 전 부산화수
회 회장이신 현준 종원, 회관건립 조성의 책임
과 자금 조성의 책임을 진 대종회 상임부회장
인 욱래 종원, 여러 가지 준비와 주선을 해 주
신 용득, 근제, 성삼 종원들은 1년동안 거의
매일같이 현장에 출근하여 자기 업을 전폐할
정도로 고생하였으며, 대종회 효제 사무총장
을 비롯한 직원들, 그 외 종원 여러분이 뒷바
라지에 많은 수고를 하였습니다. 우리 문중에
이와 같이 열성적이고 희생적인 종원이 많이
있는 것은 참으로 자랑스럽고 자부심을 갖게
합니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양대 비를 각별한 성의로 제작해 준 현영 종
원, 회관을 휼륭하게 지어준 원광건설의 성제
종원, 세번이나 변경하여 아름답게 설계해 준
원형건축의 영래 종원, 휼륭한 조경을 해 주신
최현순 사장님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끝으로 오늘 참석해 주신 귀하신 내빈 여러
분과 종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가정에 언제나 행운이 함께하시고 태
양이 날마다 찬란하게 비치듯이 송백이 늘 푸
르듯이 수와 복을 오래 오래 누리시기를 기원
합니다. 감사합니다.

-운 영 위 원 회 개 최 -

운영위원회 회의광경

지난 7월 7일 42회기 제2차 운영위원회가
대종회 대회의실에서 개최되었다. 이날 운영
위원회에서 회관건립 경과보고와 어계고택 및
시정공 휘 안 선조묘역, 정절공 휘 려 선조 묘
역, 채미정의 안내판을 함안군 문화재의 규정
에 따라 새로 제작하기 위한 입간판 문안 감수
가 있었고, 응암묘역 주변의 정비사업에 대한
협의가 있었다.

2017년 9월 1일 금요일 (음력 丁酉 7월 11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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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충•독립유공자비
및 회관건립 준공식

화환 보내주신분들
참판공파 종회장 조훈제 대종친회 회 장 조필제
집의공파 종회장 조민제 서산서원 이사장 조성훈
우후공파 종회장 조욱래 서울화수회 회장 조민래
내헌공파 종회장 조용하 대구화수회 회장 조용래
절도사공파 종회장 조말래 창원화수회 회장 조정제
방호공파 종회장 조은제 진주화수회 회장 조숙래
동계공파 종회장 조정래
도암공파 종회장 조연규
어모공파 삼송공 문중
집의공파 부산무진회 일동
청장년협의회 회원일동
간송당공파 전영국대사 조윤제
대원석유(주) 대표이사 조재환
㈜박약회 대구광역시 지회장 조국래
경남FC 대표이사 조기호
㈜코렌스 회장 조용국
학봉선생 기념사업회 제15대 종손 김종길
흥국시멘트상사 대표 조현익
내곁에 재가 장기요양센터장 조민준
한국장애인 농축산기술협회 중앙회장 홍귀표
안동친우일동

2017년 9월 1일 금요일 (음력 丁酉 7월 11일) <

도움을 주신 화수회
조용득 전국화수회 협의회 회장
조근제 본향화수회 회장
조창제 부산화수회 회장
조용래 대구화수회 회장
조정제 창원화수회 회장
조용수 울산화수회 회장
조숙래 진주화수회 회장
조종수 합천화수회 회장
조우제 밀양화수회 회장
조홍래 창녕화수회 회장
조충억 문경•예천화수회 회장
조점래 본향화수회 청장년회장
본향 가야 며느리계
본향 가야 딸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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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로패 받으신 분
조욱래
조현준
조영규
조종련
조홍래
조성삼
조효제
조석래

대종회관건립 총괄
수비추진 총괄 및 헌성금 1천만원 기부
수비추진 업무
수비추진 업무
수비추진 업무
수비추진 업무
헌신적 종사운영
효성그룹 전 회장 대종회관건립
(군북면 덕대리) 부지 기부
조성제 부산상공회의소 회장 헌성금 3천만원 기부
조창제 ㈜대성강재 대표이사 헌성금 2천만원 기부
조백제 ㈜동진테크윈 회장 헌성금 1천만원 기부
조희래 ㈜보경티엘 대표이사 헌성금 1천만원 기부
조용국 ㈜코렌스 회장 헌성금 1천만원 기부
조은희 위니코니㈜ 대표이사 헌성금 1천만원 기부
조성제 원광중합건설㈜ 대표이사
헌성금 1천만원기부 및 대종회관 건립
김용덕 원광종합건설(주)대종회관건립 현장소장
조덕제 대종회관 건립 설비책임
조현영 13충비와 독립유공자비를 도안 설계

서산서원소식
生六臣菊薦祭奉享
2017.10.29.(음9월9일)10시30

(사)서산서원 표지석 정비
(사)서산서원 표지석을 지난 6월 사업비 8백
5십만원(조창제 : 부산화수회회장 6백만, 대
종회 경비 2백5십만원)으로 새로 건립하고
기존 표지석은 서원 입구에 이전 설치하였다.

앞마당 정비

지난 6월 대종회에서 사업비 1천만원을 지
원하여 양정당 및 상의제 앞마당에 잔디 및 조
경수를 철거하고 마사토로 교체 정비하였다.

홍살문 및 안내판 교체

-축 시-

서산서원 회비
및 협찬금 명세
(2017. 1. 1.~8.30,

단위:천원)

지난 6월 함안군비 1천만원을 지원받아 서
산서원 입구 홍살문과 안내판을 교체 설치하
였다.

• 충의사 마루 및 제상 교체
현재 함안군비 6천만원 지원을 받아 충
의사 마루와 제상을 교체중에 있으며,10
월중 완공 예정이다.

• 제례복 구입
지난 6월 함안군비 3백5십만원, 자부담
5십만 원으로 제례복 5벌을 새로 구
당일 행사 축하를 위해 경북 안동에서 참
석하신 기영회(耆英會)회원님들께서 서산
서원(원장 이정균)을 방문하고 지어 주셨다.

입하였다.

2017년 9월 1일 금요일 (음력 丁酉 7월 11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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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 만원

2017년 9월 1일 금요일 (음력 丁酉 7월 11일) <

대종회장 자서전 발간
함안조씨대종회 조동휘(趙東輝)회장
님의 자서전이 2017년 6월 19일 발간
되었다.
초판을 500부 발간하여 종원 및 지인
들에게 배포하였고, 종원들의 성원과 필
요로 하는 분이 많아 8월 1일 500부를
더 증판, 반질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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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난 목판을 찾다.
작년 문화재관리청에서 우리
문중의 도난 문화재에 대하여 반
환 의사에 따라 금년 6월 문화재
관리청으로부터 목판 26점을 반
환받았다.
월계집 10점 덕곡선생집 7점
남계공집 2점 어모공집 5점
첨정공집 1점 한천집
1권

2017년 9월 1일 금요일 (음력 丁酉 7월 11일) <

정절공 조묘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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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의공파 정기총회

내헌공 후 4파 정기총회 개최

2017년 3월 30일 11시에 함안군 산인면
송정리 소재 송정재(松亭齋, 栗軒公 후 同知
公派 宗齋)에서 내헌공(耐軒公) 후 4파 정기
총회가 개최되었다.
東輝 대종회 회장과 鏞河 내헌공파 종회장
이 내빈으로 참석하고, 貞濟 4파 화수회장을
비롯한 180여명의 종원이 참석하여 그야말로
좌석이 부족할 정도로 대성황을 이루었다.
특히 貞濟 회장의「4파종계(四派宗契)의 창
립에서 오늘에 이르기까지」, 鏞河 내헌공파
종회장의「내헌공(耐軒公) 청송입향(靑松入
2017(丁酉)年 3月 31日(陰 3月 4日 初丁) 鄕) 열력(閱歷)」에 관한 내용의 인사말씀이
지난 5월 13일(토) 경남 함안군 소재 무진
경남 함안군 군북면 원북리 원북재 조묘에서 종원들의 마음에 닿아 우렁찬 박수를 받았다.
정 괴산재에서 종원 약 40여명이 참석한 가운
우천(雨天)에도 불구하고 70여명이 참석한 가
데 집의공파(종회장 趙民濟)의 정기총회가 개
운데 조묘제가 봉향되었다.
최되었다.
이날 봉향은 초헌관 종손 재우(在宇)를 비롯
하여 아헌관 용진(鏞鎭, 澗松堂公派), 종헌관 정
제(貞濟, 澗松堂公派), 집례 문규(文奎, 韜巖公
派), 축 정규(井奎, 節度使公派) 종원이 맡아 추
원(追遠)의 예를 다하였다.

절도사공파 정기총회

조묘제 협찬

(단위:천원)

참고로 내헌공(耐軒公 휘 淵)의 자(子) 참판
공(參判公 휘 庭彦) 후로 검암공(劍巖公 휘 堣)
망운정공 (望雲亭公 휘 址) 율헌공(栗軒公 휘
墿) 입암공(立巖公 휘 埴) 도암공(韜巖公 휘 坦)
두암공(斗巖公 휘 垹) 내헌공의 여섯 손자 중
에서 검암공과 망운정공 후손은 청송(靑松)에
지난 5월 13일(토) 11시 함안조씨대종회
세거하고 있고, 함안(咸安)에 세거하고 있는
대회의실에서 종원 약 120명이 참석한가운데
율헌공, 입암공, 도암공, 두암공 후손들의 모
절도사공파(종회장 趙末來)의 정기총회가 개
임이 4파(四派) 화수회이다.
최되었다.
※우리의 종계는 선조의 유덕을 받들고..... 6
파가 나뉘어져 함안과 청송으로 떨어져 있어
근원은 깊고 끊어지지 않았지만.... 갑인(甲寅
1914)년 봄에 비로소 서로 모여 함안조씨 4
파종계라 제하였다. - 창립 사파종계서(四派
宗契序) 중에서(척암집 권지4) - 이 화수회는
4파가 윤번으로 정기총회를 주관하는데 금년
에는 율헌공파(栗軒公派)에서 맡아 진행하
였다.

판결사공파 정기총회

서산서당 석채례 봉향

지난 5월 13일(토) 경북 고령군 다산면 강
나루 식당에서 약 70여명이 참석한가운데 판
결사공파(종회장 趙仲奎)의 정기총회가 개최
되었다.
정절공(貞節公) 휘 旅 선조를 비롯한 생육
신(生六臣)을 추원(追遠)하는 미천채제(薇薦
菜祭)가 2017(丁酉)년 4월 10일(음 3월 14
일, 中丁) 경남 함안군 군북면 사촌리 서산서
당(원장 趙聖來)에서 거행되었다.
이날 헌관에 안석무(安碩武, 함안 가야읍),
집례 조문규(趙文奎, 함안 산인면), 축 조동제
(趙東濟, 창원시 마산회원) 유림이 맡아 60여
명의 참례객과 함께 엄숙하게 행하여 졌다.

丁酉年 함안 3先所 묘향일정
원북
하림
하림
응암

선
典書公
寺正公
縣監公
貞節公

소
諱悅
諱安
諱寧
諱旅

墓域
墓域
墓域
墓域

2017년
2017년
2017년
2017년

11월
11월
11월
11월

일
정
28일(음.10월
28일(음.10월
28일(음.10월
29일(음.10월

11일)
11일)
11일)
12일)

10시
13시
13시
10시

2017년 9월 1일 금요일 (음력 丁酉 7월 11일) <

- 화수회 소식 대구화수회 정기총회 개최

대구화수회 회장 조용래제51회 정기총회가
5월 20일 대구 그랜드호텔에서 容來 회장을
비롯한 각계 내빈과 종원 300여명이 모여 성
대하게 개최되었다. 이날 容來 회장은 인사말
에서 선조에 대한 숭조목종의 정신 함양과 후
손들에게 예절과 모임에 적극 동참할 것을 강
조하시고 오찬과 여흥으로 즐거운 하루가 되
었다.

서울화수회 정기총회

서울화수회(회장 趙官濟) 제41회 정기총회
가 지난 5월 14일 11시 송파구 삼전동 배명고
교 과학관에서 官濟 회장을 비롯하여 鏞玩 전
화수회 총연합회 회장, 倉濟 부산화수회 회장,
性纘 : 禎 ∙ 鏞可 ∙ 전 서울회장, 昶濟 배명학원
회보 편집위원장 등 많은 종원이 참석한 가운
데 개최되었다.
이날 官濟 회장은 인사말에서 신록의 계절
에 오늘 서울화수회 총회를 갖게 된 것을 영광
스럽게 생각하며 오늘 행사를 위해 물심양면
으로 동참해 주신 일가분들에 감사 말씀을 드
리면서 반백년의 서울화수회가 앞으로 더욱
더 발전하여 갈 수 있도록 많은 성원을 부탁하
였다. 또한 건강상으로 부득이 회장직을 연임
할 수 없음을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나름대로
열심히 하려고 최선을 다 하였으나 여의치 못
한 부분이 많아 안타까운 생각으로 미안한 마
음을 전했다.
학교 학생식당에서 뷔페로 점심식사를 하면
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2부 행사로 과학관
앞에서 경품행사와 신발 던지기 등 게임시간
을 가졌다. 접수 때 나누어 준 번호표가 불릴
때마다 환호와 박수 소리가 진동하고 신발이
날아가서 과녁에 떨어질 때 마다 탄성을 울리
면서 참석한 종원 모두가 가정에서 필요한 생
필품을 하나씩 가지고 가는 즐거운 시간을 가
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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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丁酉)년 8월 19일(음6월28일)少尹
公(휘 忠)의 단(壇)이 세워졌다. 경남 함안군
군북면 소재 伯夷山 산록에 모셔져 있는 公의
증손 漢元 (13世 禦侮上將成)의 壇域에 파조
開成少尹(휘 忠), 공의 子 司憲府 執義(휘 種
智), 孫事(휘 珩) 세 분의 壇을 세워 派祖 이하
4代 선조가 함께 묘서진 성역이 마련되었다.
이날 除幕 告由祭는 30여명의 종원이 참석
한 가운데 초헌관에 煐來(전 少尹公派宗會長)
아헌관에 鏞成(參議公派) 종헌관에 顯峻(斗巖
公派)이 獻爵하였고 碑文은 후손 來洙가 撰하
지난 6월 24일 11시 울산광역시 남구 목화 였다.
참고로 祭享日은 매년 음력 11월 1일이다.
웨딩홀에서 鏞洙(고성공파) 회장을 비롯하여
대종회 동휘 회장을 대신하여 욱래 우후공파
종회장, 용득 지역화수회 협의회 회장, 종래
상임고문, 인규 직전회장 그리고 임원 및 이
사 화수회원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대
하게 개최되었다.
1부 정기총회에서 현욱 현 재무국장이 수
석부회장 겸 재무국장으로 추대되었고 신임
이사로 창술, 명제, 래욱, 길래 회원이 위촉장
을 받았다. 용수회장은 인사말에서 일가간의
대동단결과 화목을 강조하였고 선조님의 숭
고한 뜻을 받들며 양반의 칭호를 최고의 가치
로 삼으며 화수회의 발전에 최선을 다하겠다
고 했다. 2부에서는 눈높이 안과 서정원 원장
의 눈 건강에 관한 강의가 있었고, 이어서 조
2017년 5월 29일 영남지역 화수회 친선골
이플란트 조현태 원장의 치아관리에 관한 설
명이 있었다. 3부에서는 여흥 및 오찬으로 화 프대회가 대구화수회(회장 趙容來) 주최로 파
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용수회장의 색소폰 미힐스CC에서 대구, 부산, 창원, 진주 지역의
연주가 있었다. 오찬 후 노래자랑 및 행운권 골프회원 12개팀 48명이 참석하여 각자의 기
추첨 등으로 푸짐한 상품을 받았으며, 일가의 량과 족의를 다졌으며, 대회가 끝나고 대구화
정을 마음껏 누린 최고의 행사를 하고 헤어졌 수회 조용래 회장의 인사로 시작된 건배사와
지역별 소개 및 인사를 나누며 화기애애한 분
다. (자료제공:울산화수회 사무국장 광제)
위기 속에 숭조목종의 종훈을 더욱 빛내는 참
다운 자리가 되었다. 또한 대구청풍회 회장
형래 일가님이 성주 참외 1상자씩을 선물하여
자리를 풍성하게 하였다.

울산화수회 정기총회

영남지역화수회
친선 골프대회 개최

진주화수회 개최

한국 국학진흥원 초청
-간송당 후손 간담회 개최-

지난 5월 27일 진주 남도붜페에서 제39차
진주화수회가 개최되었다. 식전행사로 고전
무용 공연이 있었으며, 100여명이 참석한 가
운데 회장 이취임식이 있었다. 이날 신임 회
장에 趙叔(집의공파) 종원이 선출되었다.

- 少尹公 휘 忠 先祖 祭壇除幕 -

지난 6월30일 함안조씨대종회 간송당공 후
손 초청 간담회를 한국 국학진흥원에서 개최
하였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대종회 조동휘 회장, 조
성래 직전회장, 서산서원 조성훈 이사장 그리
고 4파 종회(간송당공파) 조정제 종회장외 40
여명이 참석하여 성황리에 마쳤다.
간담회를 마친 후 도산서원, 군자마을 경북
독립기념관등을 견학하고 대종회장님께서 저
녁을 대접하셨다.

2017년 9월 1일 금요일 (음력 丁酉 7월 11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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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곡재 준공

함안문화원 문화답사

종회보협찬금 명단

작년 11월 착공을 한 범곡재가 준공을 눈앞
에 두고있다. 일가분들의 많은 관심에 감사드
립니다

8월 29일 함안문화원(원장 김동균) 임원진
이 문화답사를 하면서 청령포 어계(漁溪, 휘
旅)선조 호도비(虎道碑)를 참배하였다.

- 부음(訃音) -

인물동정
조

현

배

= 1960년생

雲菴 趙鏞敏

= 경남 창원 출생
= 경찰청 기획조정관에
서 부산경찰청 청장으

대종회 고문이시며 서예
대가 雲菴 鏞敏(절도사공후
인계공파)께서 지난 4월 7
일 향년 92세로 별세하셨다.

松溪 趙鏞燮
대종회 전 사무총장 松溪
鏞燮(절도사공 후 도사공파)
께서 지난 6월12일 향년 80
세로 별세하셨다.

로 승진 전보발령

조

현

명

= 1962년생
= 경남 함안 군북출신
= 우후공파후참의공파
= 양산시 부시장에서
경남상도 행정국장으
로 영전

조

현

栢川 趙栢濟
대종회 고문이시며 ㈜ 동
진테크윈 회장 栢川 栢濟(남
계공 후 대소헌공파)께서 지
난 7월24일 향년 78세로 별
세하셨다.

松園 趙良濟
대종회 부회장이시고 서각
의 대가이신 松園 良濟(판결
사공파)께서 지난 8월 3일
향년 80세로 별세하셨다.

철

= 1945년생
= 경남 함안 군북출신

종회보계좌번호 : 농협 351-0703-4075-73

= 우후공 후 참의공파
종래의 子

함안조씨 대종회

= 73세에 전북대학교에
서 경영학박사 학위취득

임원•이사회 〃: 농협 177441-51-001861
함안조씨 대종회

= 서울에서회계컨셜팅
및 경영진단사무소 운영

조

정

환

= 1977년생
= 경남 창원 출신
= 우후공 후 부사공파
용길의 子
= 2008년경북대학교
공학박사 학위취득
= 미국하바드대학졸업

김
=
=
=
=

진

희

19 년생
경북 구미 출신
집의공파정래의자부
2016년 동아대학교
에서 간호학박사 학
위취득
= 2017年 동아대학교
의과대학 간호학과
교수취임

〈임원•이사회비〉
(2017년2월1일~8월31일까지 입금순
단위:천원)

趙相律
趙出來
趙萬濟
趙瀅來
趙正雄
趙彧濟
趙廣濟
趙局來
趙魯濟
趙錫奎
趙顯益
趙顯國
趙鏞輔
趙在鴻
趙顯旭
趙鏞哲
趙鍊奎
趙聖來

대구
대구
경남
경남
경남
경남
울산
대구
경남
서울
대구
서울
경남
대구
울산
부산
경남
창원

남구(이사)
수성구(자문위원)
창원마산(자문위원)
함안군(이사)
창원마산(자문위원)
함안군(자문위원)
남구(이사)
수성구(자문위원)
함안군(이사)
송파구(자문위원)
남구(이사)
서초구(이사)
창원(이사)
북구(이사)
중구(이사)
부산진구(고문)
함안군 산인면(고문)
마산합포구(고문)

100
200
100
100
200
200
100
100
100
500
100
100
100
100
100
300
100
300

(2017년2월1일~8월31일까지 입금순
단위:천원)

조용수
조쌍시
조성래
조상율
조용수
조용백
조병선
조현태
조일래
조만수
조현래
조경래
조기성
조현철
조창래
조현배
조일호
조현모
조만제
조상규
조병수
조동제
조개남
조용우

경남
경남
충남
대구
경남
경남
경남
경북
경남
부산
부산
대구
전남
서울
경남
경북
경남
대구
경남
부산
경북
경남
전남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함안군 가야읍
아산시 범곡동
남구 대명동
창원시 마산합포구
함안군 군북면
함안군 산인면
칠곡군 약목면
창원시 내서읍
사하구 낙동대로
연제구 법원로
서구
광양시
양천구 목동
창원시
청도군 풍각면
함안군 대산면
수성구 범어동
창원시 내서읍
부산진구
안동시 길안면
합천군 대양면
고흥군 포두면
함안군 군북면

100
50
100
100
100
50
50
30
50
30
100
10
20
50
50
10
50
50
100
50
30
50
20
30

조방제 대구 북구 사이버대학
조맹제 경남 고성군 거류면
조욱래 대구 수성구 만촌동
조종선 경남 산청군 단성면
조문현 대구 달서구 한실
조상길 부산 연제구 거제동
조명제 경북 영천시
조정범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조영래 경북 고령군 성산면
조윤제 충북 진천군 진천읍
조용백 경남 함안군 대산면
조화제 경남 함안군 산인면
조용철 부산 수영구 수영로
조경일 대구 수성구 신천동
조현관 경남 진주시 평기로
조형근 부산 영도구 동삼동
조효창 대구 수성구 신천동
조내관 서울 마포구 임정로
조경제 경남 함안군 가야읍
조석제 경남 함안군 함안면
조춘래 대구 남구 봉덕동
조기래 대구 중구 남산로
조현식 경북 안동시 공단로
조헌제 서울 서대문구 북가좌동
조동화 인천 계양구
조인용 대구 북구 산격동
조정님 경남 함안군 산인면
조현제 경남 함안군 가야읍
조 은 경남 거제시 일운면
조재원 대구 남구 봉덕동
조병구 대구 남구 봉덕동
조재범 대구 남구 봉덕동
조선규 부산 동래구 금강로
조용현 경남 함안군 가야읍
미상불명
조현태 경남 함안군 기야읍
조경제 대구 서구 도마동
조현욱 대구 서구 침산동
조세진 대구 달서구 한실
조백제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조경래 대구 동구 동북로460
조현욱 울산 중구 유곡로10
조점현 경북 안동시
조용철 부산 진구 엄광로68
조직현 충북 충주시 살미면
조진규 경남 산청군 시천면원리
조용태 경남 창원 진동면
조현갑 경남 진주 이반성면
조무제 부산 서구 부민동
조연규 경남 함안군 산인면

30
50
30
50
50
50
30
50
50
100
50
10
30
30
50
100
30
30
130
30
20
20
100
100
30
50
100
50
100
100
100
100
100
30
20
50
50
30
20
50
10
50
50
100
30
50
50
50
400
5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