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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년 2월 26일 월요일 (음력 戊戌 1월 11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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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장님 신년사
戊戌 新年을 맞이하여 종원 여러분의 家庭
이 和平康寧하시고 萬福이 充滿하시고 소망하
시는 모든 일들이 如意하시기를 祝願합니다.
지난해에는 여러 가지로 어려운 일들이 많았
음에도 불구하시고 종회와 저에게 베풀어 주
신 은혜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금년에도
예년과 다름없이 많은 협조와 지도편달을 하
여주시기를 고대합니다.
지난해에는 十三忠과 獨立有功者의 기념비
를 건립하였고, 오랫동안 숙원사업이었던 회
관도 신축하였습니다. 참으로 어려운 사업이
었습니다마는 종원 여러분들의 진심어린 적극
적 협조로 무난히 이루어 냈습니다. 선두에서
추진하여주신 여러 종원님들을 비롯하여 모든
종원들에게 만강의 사의를 표하며 고마움 마
음을 잊지 않겠습니다.
종원 여러분! 우리가 삼대 사업을 잘 이루
어 냈다고 우리 종회 필수 사업이 끝이 난 것

다마는 앞으로 더욱 숭상하여 타의 모범이 되
어야 하겠으며 종원간의 친목은 아무리 강조
해도 모자랄 것입니다. 금년에는 특별한 관심
을 가지고 목종을 실천하여 가장 모범적인 한
해가 되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타 가문에 비유
하여 우리는 청장년의 조직이 미약합니다. 금
년부터는 청장년의 조직과 활동에도 각별한
관심과 노력을 하여야 하겠습니다.
모든 일이 쉽지않고 어려운 일입니다마는
人無不能 이라 하였습니다. 모든 종원이 일치
단결하여 소망하는 일을 이루어내는 한 해가
은 절대로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새해에는 첫 되었으면 합니다. 올해도 모든 종원님들 건승
째로 유적의 관리를 더욱 철저히 하여야겠습니 하시고 가정마다 행운이 충만하시기를 기원합
다. 백세청풍 숭조목종의 유훈을 철두철미 실 니다. 감사합니다.
대종회장 조 동 휘
천하는 한 해가 되어야겠습니다. 유적은 우리
가문의 소중한 재산이며 훌륭하게 관리 보존
하여 후손들에게 원형대로 물려주어야 합니다.
다음은 백세청풍 숭조목종의 유훈을 철두철미
실천하는 한 해가 되어야 합니다. 오랜 세월
조상을 숭상해온 것은 우리 집안의 자랑입니

戊戌年 하례회
2018년 2월 20일(음 1월 5일)
대종회관 대회의실에서 종원 100
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8 戊戌
年 신년 하례회을 가졌다.
이날 趙東輝 회장은 황금개띠를
맞이하여 종원 여러분의 가정에도
황금이 충만하기를 기원한다면서
백세청풍 숭조목종을 실천하는 한
해가 되도록 다 같이 노력하자고
했다. 또한 다음해부터는 더 많
은 종원이 참석할 수 있게 연구해
보라고 했다. 준비된 떡국과 다과를 먹으면서 종원간에 덕담을 나누었다.

무술년 신년하례회 협찬금 헌성자
(단위: 천원)

성명

금액

趙鏞珍
趙權濟
趙國濟
趙喆來
趙赫來
執義公派宗會

50
50
100
100
100
100

합계

500

비

고

함안 가야읍(節度使公派)
함안 가야읍(執義公派)
창원 마산회원구(參議公派)
함안 군북면(參議公派)
함안 군북면(執義公派)
종회장 趙民濟

2017年 墓 享

전서공(典書公 휘 悅) 묘향

시정공(寺正公 휘 安 ) 묘향

정절공(貞節公 휘 旅) 묘향

삼한을 비킨 포근한 날씨 속에서 함안 3선 위를 시작으로 시정공(寺正公 휘 安) 묘위, 11 숙하게 치루어졌다. 예년에 비하여 참례 종원
소 묘향이 거행되었다. 11월 28일(음 10월 월 29일(음10월 12일) 정절공(貞節公 휘 旅)묘 이 줄어들어 아쉬웠으며, 젊은 후손들이 많은
11일) 군북면 원북리 전서공(典書公 휘 悅) 묘 위에 이틀에 걸쳐 종원 300여명이 참석하여 엄 참여했으며 하는 바램이다.

謹 賀 新 年
        戊戌年 새해 福 많이 받으십시오.

지난해에 베풀어 주신 성원에 감사드리며
2018년에도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기원합니다.

咸安趙氏大宗會 회장 東 輝

(社) 서산서원 원장 李正均

수석부회장 鏞 河

이사장 性 勳

문안감수위원장 性 道

화수회 전국협의회장 鏞 得

전례위원회고문 鍊 奎

서산서당 원 장 聖 來

2018년 2월 26일 월요일 (음력 戊戌 1월 11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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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선소 묘향 헌성자 명단

丁酉年 3선소 묘향 집사분정
(단위:千원)

연번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성명

금액

趙性五
鶴奎
定奎
鏞河
鏞勳
正濟
德濟
壽濟
倉濟
國濟
洪來
炯來
官來
鍾來
炳來
正雄
亨來
喜來
忠檍
榮台
顯日
叅判公派
判決事公派
司果公派
榮昌公派
同知公派
울산화수회
三樹會

합계

28명

100
100
100
100
50
100
100
200
100
100
300
100
200
100
200
200
100
200
100
100
100
300
200
100
200
500
100
100

비 고
경남 김해(同知公派)
부산 동구(韜巖公派)
부산 사하구(節度使公派)
경북 청송(南浦公派)
경남 함안군(參議公派)
경남 함안군(參議公派)
부산 금정구(節度使公派)
경남 함안군(同知公派)
부산 남구(大笑軒公派)
경남 창원시(參議公派)
경기 의정부(執義公派)
서울(大笑軒公派)
경남 창녕군(司果公派)
경남 함안군(東溪公派)
경북 청송군(芝嶽公派)
경남 창원시(參議公派)
부산 북구(參議公派)
부산 연제구(韜巖公派)
경북 문경(禦侮公派)
대구 수성구(新堂公派)
부산 사상구(東隱公派)
서울(종회장 趙薰濟)
대구(종회장 趙仲奎)
창녕(종회장 趙官來)
파주(종회장 趙允來)
부산(종회장 趙鏞哲)
울산(회장 趙鏞洙)
부산 절도사공 후손
모임(회장 趙鏞範)

4,250

= 정정보도 =
대종회보 제70호 5면 회관건립 협찬자 명단
절도사공(후) 부윤공파 趙淳濟
→ 우후공(후)참의공파 趙淳濟

忠毅公 諱 宗道(大笑軒公)
黃石山城 追慕祭

區 分
典書公
(配 位)
院北 左 尹 公
判決事公
節度使公
寺正公
珍山公
霞林 參 判 公
虞侯公
參奉公
貞節公
江州
(配 位)
宣傳官公
山仁 禦 侮 公

初獻
在宇
性五
炯來
聖濟
根濟
在
在
顯
鏞
昱
在
鏞
正
在

宇
宇
鎭
勳
來
宇
河
濟
燦

亞獻
鏞槿
末來
百奎
敬奎
吉濟
鏞喆
甲來
晙光
承濟
國濟
炳來
鶴奎
正雄
均

終獻
榮台
旭來
倉濟
昌奎
定奎
相濟
鏞鎭
寅來
喜來
顯七
鍾來
壽濟
文來

執禮
東濟
〃
〃
〃
鏞洙
文奎
〃
〃
〃
〃
文奎
〃
〃

祝官
井奎
〃
〃
權濟
井奎
聖來
〃
〃
銘濟
〃
顯判
〃
〃

洪植

文奎

瑩來

21원파(原派)선조 묘향 일정표
통판공 음)10월 10일 전후 일요일
충순공 음)10월 10일
사인공 음)10월 15일 전후 일요일
고죽재공 음) 9월 15일 전후 주말
산원공 음)10월 1일
참지공 음) 9월 15일 전후 주말
참판공 음)10월 11일
어모공 음)10월 12일
집의공 음)10월 13일
판결사공 음)10월 11일
사과공 음)10월 15일
우후공 음)10월 11일
내헌공 음)10월 5일
남계공 음)10월 12일
절도사공 음)10월 11일
현감공 음)10월 15일 전후 일요일
참봉공 음)10월 10일
소윤공 음)10월 1일
제학공 음)10월 15일 전후 일요일
덕곡공 음)10월 15일
전서공 음) 4월 첫주

충의공 대소헌파
임시총회 개최

경남 함안군 함안면 파수
서울 추모공원
경남 함안군 대산면 귀동
경기 연천군 왕장면
경남 합천군 묘산면 반포
경북 안동시 풍산읍 막곡
경남 함안군 군북면 하림
경남 함안군 산인면 내인
경남 함안군 함안면 여항
경남 함안군 군북면 원북
경남 창녕군 계성면 명리
경남 함안군 군북면 하림
경북 구미시 신동 영모재
경남 함안군 군북면 하림
경남 함안군 군북면 원북
충북 진천군 오감
경남 함안군 군북면 서촌
충남 공주시 주봉재
경남 함양군 지곡면 보산
전북 남원시 운봉

전례위원회 개최

지난 10월 7일(토) 함양군 황석산성 황암
2017년 9월 22일 대종회관 회의실에서 충
사에서 忠毅公 諱 宗道의 제 240회 추모제가
지난해 10월 28일(토) 오후 1시부터 묘향
함양군수, 지역국회의원등 내외빈 250여명이 의공 대소헌파 임시총회가 종원 50여명이 참
참석하여 엄숙히 거행하고, 오후에는 산청 소 석한 가운데 충의공 대소헌공 추모제에 대한 준비를 위한 전례위원회를 개최하였다.
사항을 토의하였다.
남 고택에서 제사를 모셨다.

-행 사 알 림◈2018년 4월 25일(음 3월10일) 수요일
08시30분 漁溪先祖 祧廟享禮
-어계 고택

◈2018년 5월 5일(음 3월20일) 토요일

10시30분 제43회 대종회 정기총회
-대종회관

10시00분 생육신 釋菜禮
- 西山書堂

2018년 2월 26일 월요일 (음력 戊戌 1월 11일) <

문적총관 연재〈1〉
금은공(琴隱公) 휘 열(悅)

금은공(琴隱公) 휘 열(悅)
鼎…錫和-烈-禧-之興-天啓-悅
○ 삼사정당문학(三司政堂文學) 휘(諱) 열(烈)
의 현손이며, 계림부 참군(雞林府參軍) 휘
(諱) 지흥(之興)의 손자이며, 판도판서(版
圖判書) 휘(諱) 천계(天啓)의 아들이다.
○ 휘(諱)는 열(悅), 호(號)는 금은(琴隱)으로
고려 말에 태어나 관직이 공조전서(工曹典
書)에 올랐으나 생년월일, 관직과 이력은
세대가 멀어서 고증할 수 없다. 『조선왕
조실록』에는 세종 1년(1419) 겨울에 돌
아가신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배(配)는
정부인 곤양 전씨(貞夫人 昆陽田氏)이며,
후배(後配)는 정부인 아산 장씨(貞夫人牙
山蔣氏)이다.
○ 동강(東江) 김영한(金甯漢)과 고암(古庵)
조현규(趙顯奎)가 전후 서문을 찬한『금은
실기(琴隱實記)』1책이 전한다.
○ 묘갈명과 서문(墓碣銘竝序)
나라의 운명이 다하면 그 신하된 자는 제가
섬기던 나라를 잊지 않고, 지키던 지조를 바
꾸지 않으며, 새 나라에 벼슬을 하지 않은것
이 곧 의리이다. 이 의리를 처음으로 실행한
자는 은(殷)나라의 태사(太師) 기자(箕子)이
다. 기자는 말하기를 “우리 상(商)나라는 아
마도 망하리니, 나는 신복(臣僕)이 되지 않으
리라.” 하였고, 또 이르기를 “각자 선왕(先王)
에 대한 의리를 바치리라” 하였다. 엄숙한 말
이다.
금은선생(琴隱先生) 조공(趙公) 휘(諱) 열
(悅)은 고려조에 공조전서(工曹典書)를 지냈
다. 조선 태조(太祖)가 원주(原州)에 진(陣)을
치자, 공은 공양왕(恭讓王)에게 상소하여 미
리 대비하도록 청했으며, 태조(太祖)가 조선
(朝鮮)을 건국하여 옛적의 관작(官爵)으로 불
렀으나 응하지 않았다. 대개 또한 망복(罔僕)
과 정헌(靖獻)의 의리였던 것이다.
문정공(文貞公) 동포(東浦) 맹사성(孟思誠)
이 지은 만은(晩隱) 홍재공(洪載公)의 행장(行
狀)을 살펴보니 대략 이런 말이 있었다. 어느
날 밤에 판서 성만용(成萬庸), 평리사 변빈(卞
贇), 박사 정몽주(鄭夢周), 전서 김성목(金成
牧),대사성 이색(李穡) 등이 우연히 한 자리에
모여 술을 나누면서 회포를 풀었는데, 목은
(牧隱) 이색(李穡)이 말하기를,
“은(殷)나라 말기에 세 사람의 어진 이가 있었

菊薦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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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니, 비간(比干)은 죽임을 당했고, 미자(微子)
는 망명하였고, 기자(箕子)는 노복(奴僕)이 되
었다. 각자가 자신의 의지대로 행동하자.” 하
니, 모두가 받아들였다. 만은(晩隱)은 그대로
고향땅으로 돌아갈 것을 결심하여 삼가(三嘉)
의 대평(大坪) 마을에 터를 잡고, 여기를 두심
동(杜尋洞)이라고 불렀다. 함안인(咸安人) 전
서(典書) 조열(趙悅)과 진사(進士) 이오(李午)
가 죽장망혜(竹杖芒鞋)로 서로 왕래하면서 세
상사를 가슴 아프게 생각하였다. 고려조(高麗
朝)가 멸망하자 운구(雲衢) 땅에 함께 모여 서
로 위로하며 비창하게 노래를 부르고 애절하
게 시를 읊고 돌아가니, 주위에서는 「맥수채
미가(麥穗采薇歌)」와 같다고 하였다. 또 함
께 모여 지은 연구(聯句)에, “깊숙한 대나무밭
속 몇 떨기 꽃, 산촌 적막한 집 곱게도 꾸몄네.
방에 들어가 보니 두루미에 술이 가득, 벼슬
하고픈 생각 비단처럼 엷어졌다오.”라고 하였
다. 훗날 사람들이 그 의(義)를 추모하여 사당
(祠堂)을 건립하고 세 분의 향사(享祀)를 모셨
으니, 바로 운구서원(雲衢書院)이다.
생각해보면, 고려 말엽에 의리와 절개를 지
킨 분을 두문동(杜門洞)의 칠십이현(七十二賢)
이라고 지칭한다. 이 칠십이현(七十二賢)은
당시의 역사기록이 많이 누락되어 모두의 성
명을 고증하기가 어렵다. 다만 삼가(三嘉)의
두심동(杜尋洞)은 또한 송도(松都)의 두문동
(杜門洞)과 같아서 그 의의는 한 가지이다. 이
를 달리 보아서는 아니 될 것인데, 동포공(東
浦公)이 세 분의 성명과 행적을 기록한 것이
지금도 햇빛처럼 밝아 세월이 오래 흘러도 없
어지지 않으니, 어찌 이상한 사실이라 하지
않으리오.
공은 처음 함안의 평광리(平廣里)에 사시다
가 원북동(院北洞)으로 이거하였으며, 죽장망
혜(竹杖芒鞋)로 두심동(杜尋洞)을 왕래하였다.
거문고를 잘 탔으며 그림도 잘 그리셨다. 매
양 달 밝은 밤이면 거문고의 곡조가 멀리까지
울렸으며 그림 또한 세상에 전해지고 있다.
조선 태조(太祖)가 갑술년(1394)에 옛 친구
로서 예를 갖추어 공을 초대하자, 공은 성근
베옷을 입고 궁정으로 들어가니, 왕이 손을 잡
고 거문고를 타도록 명하여 말하기를, “한양궁
(漢陽宮)이 완성되어 낙성의 잔치를 베풀려하
니, 그대는 옛 친구를 위하여 한 곡조 타는 것
을 아끼지 말라.” 하니, 공은 사양하며 말하기
를, “전왕(前王)의 경사 잔치하던 날에도 이를
간(諫)하여 타지 않았던 것을 왕도 같이 보았
을 텐데, 지금 만약 왕의 소청을 듣는다면, 훗
날 무슨 면목으로 선왕을 지하에서 뵈오리이

서산서원 소식

작년 10월 28일(陰9월 9일) 경남 함안군 에서 생육신 6선생을 기리는 국천제(菊薦祭)
군북면 원북리 소재 서산서원(이사장 조성훈) 가 지역 유림과 생육신의 후예등 150여명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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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 하였다. 정종(定宗) 1년 기묘(1399)에
왕이 공을 청하여 상왕(上王)의 초상화(肖像
畵)를 다시 그리고자 하였으나, 공은 의리로서
따르지 않았으니, 신복이 되지 않겠다는 의지
는 여기에서도 볼 수 있다.
공의 고조부는 삼사정당문학(三司政堂文學)
을 지낸 휘(諱) 열(烈)이고, 증조부는 밀직사
삼사좌윤(密直司三司左尹)인 휘(諱) 희(禧)이
며, 조부는 참군(參軍)인 증(贈) 참지정사(參
知政事) 휘(諱) 지흥(之興)이고, 아버지는 판
도판서(版圖判書) 휘(諱) 천계(天啓)이다.
아들 넷을 두었다. 장자는 이(彛)이니 신호
위(神號衛)이고, 다음은 영(寧)이니 문과에 급
제하여 현감(縣監)을 지냈으며, 아들 욱(昱)을
두었는데 문과에 급제하여 참지를 역임하고
문장으로 저명하였다. 다음은 환(桓)이고, 끝
은 안(安)인데 벼슬을 하지 않았다. 안의 아들
은 려(旅)이니 단종조(端宗朝)의 생육신(生六
臣)의 한 분인 어계선생(漁溪先生)이다. 그 뒤
의 저명한 학자와 높은 관작으로 세상에 드러
난 인사가 매우 많아 모두를 기록할 수 없다.
근원이 깊으면 그 흐름이 길다 하였으니, 공의
유덕(遺德)과 교화가 계도(啓導)하여 이렇게
성취할 수 있었던 것이 아닐까? 오호라 성대
한지고.
공의 묘소는 방어산(防禦山) 동쪽 건좌(乾坐)
의 언덕이다. 후부인(后夫人) 장씨(蔣氏) 묘소
는 공의 묘 뒤에 있으며, 초배(初配) 전부인(田
夫人)의 묘소는 실전이다. 자손들이 공의 행적
과 사실에 대하여는 이미 큰 비석에 새겨 놓은
것이 있지만, 그 뒤로 제가의 문자에 나온 것
이 또한 많다고 하여, 그 사적을 갖추어 묘소
에 비석을 세우기로 의견을 모으고 나에게 명
(銘)을 위촉하였는데, 의리상 사양하지 못하였
다. 명(銘)하노라.
달밤의 거문고 소리는 기자의 지조를 계승했고,
月夜琴聲 可復續箕子之操
슬피 읊은 노래는「맥수가」와 곡조 같으며,
哀詠之歌 又與麥秀同調
곡령(鵠嶺)의 소나무 꺾이고 운구에 풀이 무
성했네.
鵠嶺松催 雲衢茂草
아직도 남겨진 아름다움, 해와 별과 밝기를
다투니
尙其餘徽 星日爭皎
뉘라서 증거 하랴? 동포(東浦)의 글이 미덥다
네.
誰其徵者 信筆東浦
외예(外裔) 진강(晋康, 晋州) 하겸진(河謙鎭)
삼가 짓다.
참석한 가운데 봉행되었다.
이날 초헌관에 조경태 국회의원(4선, 국회
기획재정위원장), 아헌관에 이만호 경남도의
원, 종헌관에 생육신 후손 원용문 원주원씨
종회장이 맡아 엄숙하게 봉행되었다.
생육신은 1455년 수양대군이 조카인 단종
의 왕위를 찬탈함에 불사이군의 정신으로 절
의를 다한 이맹전, 조려, 원호, 김시습, 남효온,
성담수 6선생을 이르는 말로 서산서원에 위패
를 봉안하고 있으며 매년 음력 3월 中丁日에
는 서산서당에서 미천제, 중양절인 음력 9월
9일은 서산서원에서 국천제를 지내오고 있다.

2018년 2월 26일 월요일 (음력 戊戌 1월 11일) <

안내판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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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서원 회비 및 협찬금 명세

화수회 전국협의회 친목회

(2017. 1. 1. - 2017.12.31.)

문화재인 어계고택, 채미정, 조안 묘역, 조
려 묘역 등에 새 안내판을 설치하여 줄 것을
함안군에 건의하여 안내판(1개소당 250만원)
이 모두 설치되었다.

관광해설사 배치
생육신 조려 유적지에 문화관광 해설사를 고
정 배치토록 함안군에 건의하여 주말(토,일)에
참배객 등에게 설명과 안내를 하도록 하였으며,
해설사 사무실은 우선 대종회관을 이용토록 설
치하였으며, 차후 서산서원 옆에 해설사사무실
및 해설사 배치에 대한 설명 입간판도 설치할
예정이다

함안조씨화수회 전국협의회(회장 趙鏞得)가
화수회의 활성화 방안과 친목을 도모하기 위하
여 2017년 10월20일 11:00 대종회관에서 지역
화수회 임원 및 대종회 원로, 부산화수회 선적순
례자등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되었다.

화수회 헌성자 명단
인사말씀
무술년 새해를 맞아 회원님의 강녕하심을
기원합니다.
서산서원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회비 및 협
찬금은 서원의 보존 관리와 목적사업으로 유
용하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회원 여러분의 협조로 지난해 10월 28일 생
육신의 菊薦祭를 奉享하고 총회도 무사히 마
쳤습니다. 서산서원의 충절정신을 계승하고
교육의 場으로도 보존관리 될 수 있도록 계속
하여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무술년 새해에도 만사형통하시고 뜻하시는
일들이 모두 성취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서산서원 이사장 趙性勳 올림

    성주문화원에서 
서산서원 채미정 답사

지난해 화수회 전국협의회에 많은 성원과 관
심을 가져주심에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변함없
는 성원 부탁드립니다.
화수회의 발전을 위한 기금마련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바, 회원 여러분의 지대한 관심을 부탁
합니다. 화수회 전국협의회 회장 조용득 올림

함안조씨화수회 전국협의회
회장단 임시회의 개최

화수회 전국협의회계 좌 번 호
351-0958-1853-43 농협

함안조씨 게이트볼 이일회결성

지난 추석일 상주에 거주하는 조창제(참판
공파)님이 아들과 손자를 대동하여 선조의 유
적을 탐방하고자 대종회관을 방문, 서산서원,
13충비 및 독립유공자비, 채미정, 원북재, 조
안묘역등을 탐방하였다

함안조씨 종회보
등록번호 : 함안 바, 00001
등록일자 : 2012년 8월 16일

지난 9월 29일 대종회 회의실에서 함안조
씨화수회 전국협의회 회장단 임시회의를 개
최하였다. 이날 회장 조용득은 2017년 10월
29일 함안조씨화수회 전국협의회 친목 및 단
합대회를 개최하기로 하고 행사 참석인원, 비
용 및 자금 확보방안, 기금확보 방안등에 대
하여 논의하였다

함안군 게이트볼 협회 각 읍면지역에 회원
으로 있는 함안조씨 일가분들의 친목을 도모
하기 위하여 지난해 12월 이일회를 결성하였
다. 이일회는 함안조씨 21원파를 의미한다.

2018년 2월 26일 월요일 (음력 戊戌 1월 11일) <

華山國會副議長
咸安趙公墓碣銘

묘역소재지 : 함안군 대산면 장암리 동박골

금번 간송당종중에서 중의를 모아 전 국
회부의장을 지낸 화산 조경규공의 묘소
정화와 공의 묘갈비를 세웠다.
公의 諱는 瓊奎 字는 吉甫이고 號는 華山이
니 咸安人이다. 趙氏는 高麗大將軍 諱 鼎이
始祖이고 端宗朝에 贈吏曹判書 貞節公 漁溪
先生 諱 旅이 世稱 生六臣으로 享 西山書院하
니 中世顯祖이다.
五傳에 澗松堂 先生 諱 任道이 不就三朝徵
士大君師傳하고 贈司憲府持平이다. 寒岡, 旅
軒에 이어 嶺南巨儒로 享松亭書院하니 公의
十代祖이다. 一九百四年一月六日 慶南 昌寧
郡 南旨邑 龍山里에서 澗松堂公派 宗孫의 次
男으로 出生하였다.
公은 어릴 때부터 聰明沈着하여 父親 趙性
熺님의 敎督과 書堂, 大邱義塾, 서울 培材學
堂, 세브란스醫專, 日本 京都大醫學部 硏修後
大邱華山産婦人科醫院을 設立 그 名聲이 높
았다. 日帝治下에서 反日思想 發言으로 倭警
에 被檢, 不逞鮮人으로 指目 監視받았다. 光
復後 一九四五年 美, 英, 蘇 三國의 信託統治
反對鬪爭, 國民會 慶北道黨委員長等, 中樞的
人物로 活動하였다. 一九五十年 大邱 甲區에
서 無所屬으로 第二代 國會議員에 當選, 國會

본향화수회장 조근제 근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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懲戒委員長, 一九五四年 自由黨 公薦으로 咸
安에서 國會議員 當選, 國會內務治安分科委
員長, 一九五五年에는 國會副議長에 當選,
國會議長選擧戰이 熾烈했으나 李承晩 大統領
의 뜻에 따라 議長 候補를 辭任하고 國會副議
長으로 重任되었으나 四,一九 革命을 맞게 되
었다. 當時 有名政治人中 한분으로 三選의 國
會議員과 두 번의 國會副議長, 自由黨 院內總
務를 거치면서 不正不義의 政治 形態에 迎合
하지않고 國利民福 改革政治 및 議會民主政
治具現에 獻身奉公하였으며 家門의 傳統인
愛國忠節의 節槪를持宣揚하였다. 公의 諱는
瓊奎 字는 吉甫이고 號는 華山이니 咸安人이
다. 趙氏는 高麗大將軍 諱 鼎이 始祖이고 端
宗朝에 贈吏曹判書貞節公 漁溪先生 諱 旅이
世稱 生六臣으로 享 西山書院하니 中世顯祖
이다. 五傳에 澗松堂 先生 諱 任道이 不就三
朝徵士大君師傳하고 贈司憲府持平이다. 寒岡,
旅軒에 이어 嶺南巨儒로 享松亭書院하니 公의
十代祖이다. 一九百四年一月六日 慶南 昌寧
郡 南旨邑 龍山里에서 澗松堂公派 宗孫의 次
男으로 出生하였다.
公은 어릴 때부터 聰明沈着하여 父親 趙性
熺님의 敎督과 書堂, 大邱義塾, 서울 培材學
堂, 세브란스醫專, 日本 京都大醫學部 硏修後
大邱華山産婦人科醫院을 設立 그 名聲이 높
았다. 日帝治下에서 反日思想 發言으로 倭警
에 被檢, 不逞鮮人으로 指目 監視받았다. 光
復後 一九四五年 美, 英, 蘇 三國의 信託統治
反對鬪爭, 國民會 慶北道黨委員長等, 中樞的
人物로 活動하였다. 一九五十年 大邱 甲區에
서 無所屬으로 第二代 國會議員에 當選, 國會
懲戒委員長, 一九五四年 自由黨 公薦으로 咸
安에서 國會議員 當選, 國會內務治安分科委
員長, 一九五五年에는 國會副議長에 當選, 國
會議長選擧戰이 熾烈했으나 李承晩 大統領의
뜻에 따라 議長 候補를 辭任하고 國會副議長
현안을 반영하고 있으며, 부 위원장은 중앙당
의 주요 당직자로 꼽히고 있다. 임명장은 지
난 12월 5일 자유한국당 중앙당에서 수여받
았다.
한편 조근제 부위원장은 함안축협조합장과
경남도의회 부의장을 역임한 재선 의원 출신
으로 2018년2월7일(수)함안군청 2층 회의실
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함안군수 출마를 선언
했다.
△경남과학기술대학교 동물소재학 박사
△(전)제13-14대 함안축산업협동조합 조합장
△(전)함안군 축구협회 회장
△(전)창원지방법원 함안군법원 조정위원

조근제(65) 본향화수회 회장이 자유한국당 △(전)제8대 경남도의회 예산결산특위 위원장
중앙직능위원회 농림축산분과 부위원장으로 △(전)제9대 전반기 경남도의회 농해양수산
임명되었다.
위원회 위원장
중앙직능위원회는 중앙당에 소속된 주요 기
구로 6개단 24개 분과위원회로 구성되어 있 자유한국당 중앙직능위원회 농립축
으며,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각 분야에서
산분과 부위원장 임명
적극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직능별 전문가
12,000명이 소속된 당 최대 조직이다.
-중앙직능위원회, 직능별 전문가
다양한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있는 중앙직능
12,000명이 소속된 최대 조직위원회의 의견은 당의 주요사항 및 국정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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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重任되었으나, 四, 一九 革命을 맞게 되
었다.
當時 有名政治人中 한분으로 三選의 國會
議員과 두 번의 國會副議長, 自由黨 院內總務
를 거치면서 不正不義의 政治 形態에 迎合하
지않고 國利民福 改革政治 및 議會民主政治
具現에 獻身奉公하였으며 家門의 傳統인 愛
國忠節의 節槪를 持宣揚하였다. 咸安의 主要
事會事業 功績으로는 爲先事業인 大院君때 같
이 毁撤된 採微亭을 自費 負擔으로 重建했으
며, 돌째 咸安郡民의 生存權과 直結된 咸安 農
場事件의 解決로서 國會에서「咸安農場農地
改革特別法」을 制定 農場主 河元俊에게 法的
으로 빼앗길번한 法守面 郡北面 山仁面 일대
農地 二百十餘萬坪을 原狀回復하였다.
南江 下流 郡北面 月村里 河川 堤防工事와
土地改良工事의 完工이다. 그 當時 慶南에서
政府 豫算支援이 가장 많았던 곳이 咸安郡으
로서 趙副議長의 鄕土事業에 대한 熱意와 伯
民인 趙瓚奎 道議員의 支援에 힘입은 바 컸다.
西紀一九八二年十一月三十日 永眠하시니
享年七十九歲였고 婦德을 兼備한 配昌寧成氏
膝下에 長男 鏞三 博士외 六男三女를 두었으
며, 一九六五年十二月三十日 卒하다.
過去 維新軍事統治下의 民主化 運動에 參
與한 憂國衷情의 愛國同志이며, 趙副議長의
從孫子인 趙熙濟가 나의 議政 壇上의 先輩인
趙 瓊奎 國會副議長의 行蹟을 整理하여 나에
게 墓道를 表顯코자 墓銘을 請하기로 趙副議
長의 厚德한 名望을 아는지라 欣快히 許諾 위
와 같이 敍述하고 銘詞를 附하거늘 漁溪 先生
報君忠節 伯夷山이 높아 있고 澗松堂 先生 沂
雩鵝湖 洛東江은 깊었도다.
龍山別業合江精舍 十世를 이어져서 그 山
그 물 精彩信乎志士 나셨도다.
西紀二千十五年 十月 二十九日
大韓民國 第十四代 大統領 金泳三 謹撰

우후공파보 발간
우후공파(종회장
趙旭來)에서 지난
해 10월 파보를 제
작, 배포하였다.
우후공파는 통정
공파, 고성공파, 통
훈공파, 부사공파,
참의공파 5개 지파
로 구성되어 있다.

두암공파세보
발간
내헌공후 두암공파
(종회장 趙政奎)에서
지난 해 7월 세보(발
행인은 趙性勳)를 발
간, 배포하였다.

2018년 2월 26일 월요일 (음력 戊戌 1월 11일) <
맥키스 컴퍼니 趙雄來(내헌공후 동계공파)
회장이 2017년 10월 28일(토) 서울 건국대
학교 경영관에서 개최된 2017년 대한경영학
회 추계학술대회에서 ‘최고경영자대상’을 수
상했다.
(사)대한경영학회(회장 남영호)는 전국 경
영대학 교수들로 구성된 학술단체로 조웅래
회장의 다양한 지역사회활동과 문화활동을
통해 지역사회의 경제적 부가가치를 증대하
는 CSV(공유가치창출) 경영을 활발히 추진하
는 혁신적인 기업인으로 높이 평가했다.
맥키스컴퍼니 조웅래 회장은 2006년 대전
계족산에 14.5km 황톳길을 조성하고 맨발축
제, 맨발걷기, 숲속음악회 등 다양한 에코힐링
캠페인을 전개해 국민건강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수년간 기여하고 있다. 문화소외 계
층을 찾아가 무료로 맥키스오페라 뻔뻔(fun f
un)한 클래식 공연을 연간 130여회 지역 곳
곳에서 개최하고 있다.
맥키스컴퍼니는 ‘사람과 사람사이’라는 기
업 이념으로 인간중심경영을 통한 임직원의
자발적 동기부여 유발로 기업이미지를 제고
하고 상생의 노사문화를 이끌어 2015년 한국
노사협력대상 ‘중견·중소기업부문’ 수상, 20
16년 노사문화대상 ‘고용노동부 장관상’을 수
상했다.
맥키스컴퍼니 조웅래 회장은“최근 통계청
에서 수여한 대통령표창에 이어 각 기관에
서 공유가치 창출을 통한 상생의 모범사례로
인정을 받아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앞으로도 기업과 지역이 함께 상생 할 수
있는 일을 지속적으로 펼쳐 나가겠다.”고 수
상소감을 전했다.
한편 조 회장은 7년간 준비한 예술과 IT를
융합한 신개념 아트랙티브 테마마크‘라뜰리
에(L`atelier)’를 2017년 10월 28일 동대
문 현대시티아울렛에서 그랜드 오픈하며 새로
운 도전을 시작했다. 라뜰리에는 예술과 사
람사이를 이어주는 ‘아트랙티브 테마파크

참의공 재실 유경재 현판 교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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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좌측부터 맥키스컴퍼니 조웅래 회장과 대한경영학회 남영호 회장

(‘Art Interactive Theme Park)다.
‘아트랙티브’는 명화 작품의‘아트’와 기
술과 사람 간의 소통을 의미하는‘인터랙티
브’가 결합된 말이다. 라뜰리에는 IT로 구현
해낸 실제 그림 속 공간뿐만 아니라 미디어아
트 쇼와 홀로그램, 뮤지컬 등 어트랙션 요소를
강화해 ‘테마파크’라는 복합 문화 공간으로
완성됐다.
또한 조웅래 회장은 장학사업에도 관심을
갖고 「함안조웅장학회(이사장 조종래)」를
설립, 후진양성에도 기여하고 있다.

조웅래 회장의 경력사항
출 생 : 음력 1959년 경남 함안군 출신
소 속 : 맥키스컴퍼니 회장
선양 회장
5425 대표이사
학 력 : 마산고등학교 졸업
경북대학교 전자학과 졸업

- 선적 탐방 부산 무진회 선적탐방

** 수

상 **

•대한경영학회 추계학술대학 최고경영자대상
•제23회 통계의 날 대통령표창 맥스컴퍼니
수상
•제6회 투명경영대상 우수상 맥스컴퍼니수상
•노사문화대상 고용부장관상 맥스컴퍼니수상
•한빛대상 시상식 특별상
•한국노사협력대상 중견, 중소기업부문
우수상 맥키스컴퍼니 수상
•한국재능기부협회 창조경제인대상
•전통시장활성화 창조경제대상
•중소기업문화대상 문화체육관광부장관상
•제22회 함안군민상
•생생도시 경영대회 녹색사회공헌 특별상
•한국국제회계학회 경영대상
•대전광역시 자랑스러운 대전인상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생활체육진흥 유공자표창
•대전광역시 대전시민대상 화합장

적지 가을 순회를 왔다. 13충비와 독립유공
자비, 서산서원, 대종회관, 원북재 및 조묘를
순회하였다.

남계공 후 부사공파 선적방문

우후공후 참의공파 재실인 유경재의 현판
지난 10월 22일 공주에 거주하고 있는 남
이 지난해 봄 비바람에 떨어져 현판을 새로
계공 후 부사공파 종원 16여명이 선적방문차
제작하였는데 글은 후손 조철래가 쓰고, 제작
대종회관을 방문하였다. 이날 남계공파 조수
감독까지 맡아 10월 10일 교체 설치하였다.
남 종회장이 참석하여 선조의 발자취에 대하
부산 무진회(집의공파 부산모임, 회장 조 여 동행 설명하였으며, 선적방문 후 점심식
주련도 낡아 새로 제작 교체하기로 하고 10월
희제) 회원 25여명이 지난 10월 22일(일) 선 사를 군북 시내에서 하고 돌아갔다.
20일에 교체 설치하였다.

2018년 2월 26일 월요일 (음력 戊戌 1월 11일) <

범곡재(帆谷齋) 준공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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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판 기념 여강 조한규 출판
대종회 자문위원이신
여강(艅江) 조한규(趙漢奎
-남계공후 대소헌공파)님
께서 팔순을 맞이하여 그
동안 모아 온 한시편(漢詩
篇)과 문편(文篇)을 모아
80인생을 회고하는「여강
80년 역정」을 발행하였다.
(연락처:010-2842-3647)

2016년 11월에 착공한 범곡재(帆谷齋-15
세 휘 應世) 재사 준공식이 2017년 11월 18
일 거행되었다.
趙末來 절도사공파 종회장을 비롯한 100여
명의 종원이 참석하여 제실의 문을 여는 테이
프 절단식과 고유제를 지냈다.
특히 전 절도사공파 종회장 南湖 趙弼濟 대
종회 고문께서 회고록「사막에 닻을 내리고」
150권을 직접 가지고 참석하여 자리를 같이
한 종원들에게 전달하였다. 참고로 弼濟 고문
의 조부께서 건립한 범곡재가 현 위치에서
1㎞ 떨어진 골짜기에 있었는데 건물이 노후되
어 자리를 옮겨서 역시 弼濟 고문의 도움으로
중건되었다.

= 인물동정 =
서예가 조용군(趙鏞君)

남호 조필제 출판
대종회 고문
이신 남호(南
湖) 조필제(趙
弼濟 절도사공
후 첨정공파)께
서 지난 11월
15일 자서전「
사막에 닻을내
리고」를 발행
하였다.

수운 조한제 출판
대종회 전례위원인 수운
(樹澐) 조한제(趙 漢濟 집의
공파) 이사가 지난해 11월
10일 함안 문화예술회관에
서 출판기념회 및 고희연
(古稀宴)이 내외 귀빈과 저
자의 일가 친인척과 친구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조성제(趙成濟) 사진전

(사)대한민국 기로미술협회 상임부회장이자
독도아카데미 고문이신 서암 조용군(書菴 趙
鏞君 84세 절도사공후 부윤공파) 종원께서는
애국가 지도를 만들어 문중은 물론 전국 초,중,
고등학교와 각급 기관, 단체에 기증해 왔는데,
특히 2016년 8월15일에는 부산 YMCA 초청
으로 온 27개국 교포 2세 500여명의 고등학교
학생에게 500장의 애국가 지도를 기증한 바 있
다. 독도의 날인 10월25일을 즈음해 작년 10
월20일 동아일보사에서 애국가 지도 독도는 우
리땅 관련 인터뷰한 내용을 보면 “서예가 조용
군싸가 지난 13년간 208자의 애국가 가사로
채워진 지도 2만 장을 매일 5시에 일어나 써 왔
는데 재단사와 건물관리직을 그만 두고 2004
년부터 써 미국 샌프란시스코 시청까지 다양하
게 기증했다”고 보도되었다. 서예가는 국립해
양수상학교를 졸업했으며, 2017년 10월에는
애국가 지도 독도는 우리땅이 국립 한글박물관
에 소장되면서 박물관 자료집에 등재되었다.

원광종합건설(주) 대표이사인 조성제(趙成濟
우후공후 고성공파) 본회 이사가 2017년 12월
4일 경남은행 본점 1층 갤러리에서 아름다운 동
행이란 이름으로 사진전(전시 12월1일~12월
22일) 및 출판 기념회를 가졌다.
(사)경남장애인 재활협회 후원회장이면서 환
경 사진가로 활동중인 趙 회장은 당시 지난 3년
간 「주남」의 광활한 습지에서 새벽 산책의 즐
거움과 여유로움을 작업한 작품 “SYMMETRY
(대칭)”이란 명제로 4번째 사진집 발간과 2007
년 창원아트홀에서의 “습(濕)”을 시작으로 7번
째 개인전이 된다.
당일 꼭 축하해 주시겠다는 분들로부터는 화
환 대신 후원금을 받아 접수된 전액을 경남 장
애인 문화예술인 지원에 쓰여졌다.
항상 윤리경영과 투명한 기업 경영인으로서
기업과 문화예술이 함께하는 “아름다운 동행”

제원 조훈래 출판
함안군문화원 원장을 역
임한 대종회 부회장 제원
(霽原)조훈래(趙焄來 남계
공후 대소헌공파)께서 아버
지 백초당(百草堂) 휘 봉제
(奉濟)의 실기를 책으로 발
행하였다.

전 국회의원 조진래 출판
전 국회의원 조진래(趙
辰來 남계공후 대소헌공
파) 고문이 2018년 1월
31일 창원 컨베션센터에
서 시민과 함께 그린「여
민소설 출판기념식을 가
졌다.
경상남도 정무부지사
와 경남개발공사 사장을
역임한 趙 고문은 이번 지방선거에 창원시장
으로 출마할 예정인데 각 지역 각계각층에서
많은 하객이 참석하여 대성황을 이루었다.
있었다. 1974년부터 35년간 공직에 근무한 일
기장을 바탕으로 가난과 많은 형제자매로 대
변되는 우리들의 옛서민 여건 속에서 열심히
살아온 모습이 –그때는 그랬다. 맞아 나도 그
랬다-는 공감을 전해준다.
※배 매기 선돌: 배를 정박시키는 돌기둥인데
가야읍 도항리까지 바닷물이 들어 왔다는
추측을 할수 있음
(저자 연락처: 010-3553-6006)

서예가 조호제(趙虎濟)

대종회 자문이신 아
산 조호제(雅山 趙虎
濟 절도사공후 통정공
파) 위원이 2017년
11월 2일부터 11월 6일까지 마산대학교 청강
미술관에서 전시된 마산대학과 중국 연태대학
문경학원간 친선 작품 교류전에 출품했는데 행
사 당일은 물론 전시기간중 다수의 내외빈과
학생, 평생교육원 수강생등이 관람하였다.
이되도록 진력하겠다는 趙 회장은 계명대학
교 미술대학 사진영상 디자인과를 졸업후 사진
공 석사, 경영학 박사 학위를 취득했으며 함안
조씨 대종회관 신축공사를 맡아 성실 시공으로
작년 6월 10일에 준공식을 갖게하였다.

2018년 2월 26일 월요일 (음력 戊戌 1월 11일) <

인 물 동 정
조윤제(趙潤濟)
▷함안군 군북면 출신
▷내헌공 후 간송당공파
▷미 스텐포드대학 박사학위
▷전 세계은행 및 IMF선임
경제분석관
▷전 영국대사
▷서강대학 국제 대학원장
재임중 주미(미국)대사
로 부임
조 권(趙權)
▷1960년 전남 광주생
▷집의공파
▷現 스웨덴 요테보리 거주
▷유럽 한인 경제인협회부
회장, 민주평화통일 자문
위원회 스웨덴 주재의원

조준영(來)
▷서울 출신
-.조갑제(경찰공무원-경감)
의자
▷남계공후 대소헌공파
▷성균관대학교 법과대학
▷제54회 변리사 시험합격

지방의회 출마 예정자 소개

▷
▷
▷
▷
▷
▷

조용국(趙鏞局)
함안군 가야읍 출신
절도사공후 도사공파
(현)함안군 새농민 회장
가야읍주민자치위원회
회장 역임
(현)가야농협 비상임이사
(현)가야읍 당산리 이장

조점래(趙点來)
▷ 함안군 군북면 출신
▷ 남계공후 대소헌공파
▷ 함안군농업기술센타 근무
▷ 군북면 농민상담 소장
▷ 법수면 농촌지도소 근무
▷본향 청풍회 회장 역임

조현종(趙顯鍾)
▷ 함안군 법수면 출신
▷ 남계공후 대소헌공파
▷ (현)함안군 의회 의원
(7대)
▷ 법수면 체육회 부회장
▷ 법수면 청년회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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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음(訃音) 雅嵐 趙 命 來 他界
대종회 고문이시며 조선대학
교 총장을 지내신 아람(雅嵐)
조명래(趙命來 남계공 후 대
소헌공파)께서 지난 11월 14
일 향년 88세로 타계하셨다.

三廬 趙 璟 汶 他界
대종회 고문이시며 전 함안
향교 전교를 지내시고 담수
회(淡水會) 함안지회장이신
삼려(三廬) 조경문(趙璟汶)
(來)·남계공 후 대소헌공파)
께서 지난 11월 13일 향년
88세로 타계하셨다.

조기성 전남 광양시 다압면

20

조재승 경남 진주시 집현면

100

조만수 부산 사하구 낙동대로

30

미상자

50

조재원 대구 봉덕3동

100

조필권 경북 예천군 지보면

100

조선제 대구 남구 명덕로50길

20

조정래 대구 동구 국채보상로

100

미상자

50

조헌배 경북 청도군 풍각면

10

조창래 경남 창원 성산구

50

조종규 경남 함안군 대산면

100

조명제 경북 영천시 화북면

30

조용백 경남 함안군 대산면

50

조현도 부산 북구 만덕1로

50

조병구 부산 사상구 덕포동

30

조학곤 경남 창녕군 남지읍

100

조흥래 부산 동래구 충렬대로

1,000

조덕래 경남 함안군 가야읍

30

조경래 대구 서구 북비산로72길

10

조동화 인천 게양구 계산동

30

<2017년9월1일~2018년2월 25일까지 입금순>
(단위: 千원)

조형덕 전남 여수시

50

조수제 경남 함안군 산인면

50

趙 弼權 경북 예천(부회장)

100

조만제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100

趙 炳宣 경남 함안(이사)

100

조동제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30

趙 正來 대구 동구(이사)

100

조용래 경남 산청군 단성면

50

趙 鏞岩 경남 창원(고문)

100

조문제 경북 경주시 황성동

20

趙 昌來 경북 청송(고문)

100

조경제 경북 경주시 외동읍

30

趙 顯道 부산 북구(이사)

100

조형래 서울 서대문구 연희로

趙 壽濟 경남 함안(자문)

100

조삼술 경남 합천군 가야면

50

趙 萬濟 경남 창원(자문)

100

조송제 서울 서대문구

50

趙 正雄 경남 창원(자문)

200

조학규 부산 동구 초량상로

20

趙 仲奎 대구 달서구(부회장)

100

미상자

20

趙 鶴奎 부산 동구(이사)

100

조현덕 경남 창녕군 창녕읍

50

趙 鏞可 경기 안양(부회장)

200

조태준 경북 청송군 현서면

20

趙 聖來 경남 함안(이사)

100

조진규 경남 산청군 시천면

50

趙 雄濟 경북 청송(이사)

100

조철제 대구 달서구 야외음악당로

50

趙 炳來 경북 청송(자문위원)

100

조용완 대구 달서구 선원남로

10

趙 英濟 경남 함안(고문)

100

조인제 경남 함안군 가야읍

30

趙 政奎 경남 창원(고문)

100

조용가 경기 안양시 만안구

100

趙 濬 대전 유성구(고문)

200

조직현 충북 충주시 살미면

30

趙 鏞澤 부산 동래구(이사)

100

조한제 경남 함안군 가야읍

100

趙 德濟 부산 금정구(이사)

100

조갑제 서울 금천구 금하로

10

趙 漢奎 부산 해운대구(자문)

100

조미생 경북 포항시 남구

20

조용완 대구시 달서구

10

조종래 대구시 달서구

50

〈임원•이사회비〉

종회보협찬금 명단

100

<2017년9월1일~2018년2월25일까지 입금순>
(단위: 천원)

종

회

보

조현준 부산 동래구 온천동

200

조래홍 경남 함양군 함양읍

50

계좌번호 : 농협 351-0703-4075-73

조윤제 경기 용인시 기흥구

50

조용권 경남 함안군 법수면

300

함안조씨 대종회

조용운 경남 함양군 수동면

100

참봉공종중 충북 진천읍

100

임원•이사회

조형규 경남 함안군 가야읍 중앙약국

50

계좌번호 : 농협 177441-51-001861

조동제 경남 창원 마산회원구

30

함안조씨 대종회

조용탁 경북 안동시 안기1길

5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