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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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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山 趙東輝 대종회장 별세
대종회 수석부회장 조욱래
회장 직무대행

중산 조동휘 회장은 2014년부터 현재까지
제8대 대종회 회장을 역임하며 열악한 재정과
불협등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가문의 번창을
위하여 불굴의 의지로 공적을 이루어 후손들
에게 뜻을 이루는 과정과 교훈을 남기고 20
19년 6월 10일(음력 5월 8일) 01시 30분 향
년 90에 별세하셨다.

중산 조동휘 회장은 1930년 경북 예천에서
태어나 서울대 법과대학을 졸업하고 중앙정부
공보실 근무를 거쳐 안동시 행정자문위원장,
안동시 사회정화위원회 위원장, 안동상공회
의소 회장, 대원석유(주) 대표이사, 대구지방
법원 안동지원 가사조정위원장, 대한적십자사
경북지회 회장 등을 역임하면서 지역사회 발
전에도 크게 기여하였다. 장례는 6월12일 회
사장으로 치루어졌으며, 경북 예천군 풍양면
습의산 자락 선영에 안면했다.

◈ 마산고등학교 졸업
◈ 부산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 우후공종회장 역임
◈ 대종회 수석부회장

고 별 사

조문객 맞이

유월의 푸르른 날에 고운 햇살을 타고 우리
故 조동휘 회장님은 저희들 곁을 떠났습니다.
48여년간 대원석유(주)를 위하여 온 힘과
정성을 바쳐오신 회장님 !
우리 모두 회장님의 뜻을 잊지 않겠습니다.
사랑합니다 !
이제 그 무거운 짐을 훌훌 털어 버리시고

弔

장례식장 발인

본가를 들러다

辭

회장님. 중산(中山) 회장님 !
초여름이라. 날씨도 무더운 지금, 무슨 급한
일이 있어 그리 바삐 가셨습니까 ? 아직 회장
님께서 하셔야 할 일이 태산 같은데, 어찌 홀
연히 길을 떠나셨습니까? 저희들은 그동안 회
장님의 지도편달을 받아 문중의 대소사를 밝
게 처리해 왔으나, 이제 누구에게 의지하고
가르침을 받아야 할지 그저 가슴은 먹먹하고
눈물이 앞을 가릴 뿐입니다 .회장님은 생육신
의 한분이신 정절공(貞節公) 어계선생(漁溪,
휘 旅)의 16 대손이자 어모공(禦侮公 휘 昌)의
14대손으로 1930년 음력 5월 29일, 아버지
조병린(趙秉麟) 선생과 어머니 정월이(鄭月伊)
여사의 4남 2녀 중에 넷째 아들로 태어나셨습
니다. 회장님은 어린 시절, 일제강점기의 암울
한 현실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고 학문에 매

인

사

삼가 깊은 감사의 인사말씀 드립니다.
이번 저희 아버님(중산 조동휘) 상례시 깊은
애도와 많은 격려로 위로해 주셔서 선친을 편
안한 곳에 잘 모실 수 있었습니다.
각지에서 먼 길 마다않고 조문해 주신 족친
분들께 직접 찾아 뵙고 인사를 드려야 함이

말

저 하늘 나라에서 남아 있는 우리 임직원들
이 회장님의 유지를 받들어 우리나라 제1의
회사를 만들기 위하여 열심히 노력하는 모
습을 지켜 보시면서 편안히 잠드소서.
2019 . 6 .12
대원석유(주) 임직원 대표 조 현 식 拜
진하여 보성고등학교와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을 졸업하셨고, 청와대 공보실 근무를 거쳐 대
원석유 대표이사와 안동백화점, 안동농산, 안
동온천 대표를 역임하셨으며, 예천대창재단
이사장, 안동상공회의소 회장, 대한적십자사
경북지회 회장 등을 맡아 지역사회 발전에 크
게 기여하셨습니다.
2014년 4월에 함안조씨 대종회 회장으로
취임하여, ‘선대의 문적을 찾아 정리하고 번역
하여 조상을 널리 현창하고 후손들에게 훈유
해야 한다’고 말씀하시며, 『함안조씨문적총
관 (咸安趙氏文籍總觀)』을 발간하셨습니다.
또한 30만 함안조씨 종원들의 오랜 숙원이
었던 대종회관을 채미정 옆에 신축하고, 조선
시대 왜란과 호란 등의 전란에서 충절(忠節)을
다하신 충의공(忠毅公) 대소헌선생(大笑軒 휘
宗道)을 비롯한 열 세분 선조님의 『십삼충비
(十三忠碑 )』와 일제에 (뒷면에 계속)

씀

도리이오나 이렇게 지면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림을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다시한번 감사의 말씀드리며 여러분 가정에
늘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길 기원드립니다.
고자

조재호, 조재운, 조재환,
조윤경, 조윤숙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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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면에 이어서)
와『함안조씨선적도감』 간행사업은 저희들
빼앗긴 국권을 되찾고자 독립운동에 헌신하 이 회장님의 뜻을 이어받아 잘 마무리하여 후
여 건국훈장 대한민국장을 수훈하신 소앙(素 손들에게 선조의 얼을 현창하고 전승할 수 있
昻) 조용은(趙鏞殷) 선생을 비롯한 독립운동 도록 혼신을 다하겠습니다.
유공자들의 공적을 기리고자『함안조씨독립
중산(中山) 회장님! 이제 이승에서 이별해
유공자비』를 서산서원 앞에 건립하여 2017 야 할 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제 돌아
년 6월에 완공을 보았던 것은 회장님께서 앞 올 수없는 먼 길을 떠나시지만, 회장님께서
장서서 이끌어 주시지 않았다면 실로 이루기 몸소 실천하고 모범을 보여주신 ‘숭조목종
힘든 일이었습니다.회관은 백세청풍의 굳건 (崇祖睦宗)’의 정신이 후손들에게 면면히 이
한 정신으로 선조를 숭상하고 유훈을 실천하 어질 수 있도록 모든 종원들이 열성(熱誠)을
며, 종원 간에 친목과 화합하는 구심점이 되 다하겠습니다.
어야 하고, 공적비는 우리 세대와 다음 세대
저희들 오늘 눈물로써 고결하오며 앞서 가
를 위한 국가와 민족의식 그리고 이웃의식을 신 선조님들이 계신 그 곳에서 평안히 영면하
함양하는 교육의 도장되어야 한다’고 하신 회 시옵소서 .
장님의 말씀을 가슴에 깊이 새기고 실천해 나
2019 년 6 월 12 일
가겠습니다.
대종회 대표 趙 聖 來 곡배
회장님께서 항시 소원하셨던 『종택 중수』

고별식장

挽

詩

咸安趙氏 大宗會長 中山 趙 東 輝

고별사 하는 조현식 전무

屈指吾門有幾賢
中山才德乃兼全
禮崇業廣身尤謹
行篤言忠志亦圓
一界煙霞皆失色
咸州猿鶴摠驚眠
蘭音昨夜何爲急
哀哭靈前淚泫然

함안조씨 우리가문에 현인이 몇분 있는데
재덕을 겸비한 중산공이 있었더라
예를 숭상 사업융창 자신 또한 근엄했고
품행독실 언사충순 심성 역시 원만했지
안동땅의 사람들 모두 슬퍼하고
함안 고을 친인척들 많이들 울고 있네
어찌하여 부음이 그렇게도 급했는가 ?
영전에 서고 보니 하염없는 눈물이........
己亥 二千十九年 六月 十一日

在世 族末 서산서당 원장 漢奎 哭挽
조사를 하는 조성래 대종회 직전회장

己亥年 祧廟祭 奉享 및 第44會期 定期總會 開催
제44회 정기총회

조묘제 봉향

2019년(己亥) 4월 10일(陰 3월 6일, 初丁)
경남 함안군 군북면 원북리 소재 정절공(貞節
公) 어계(漁溪, 휘 旅) 고택에서 70여명이 참
석한 가운데 조묘전 향례가 엄숙하게 거행되
었다.
초헌관 宗孫 조재우(在宇), 아헌관 조한규
(漢奎, 大笑軒公派) 종헌관 조관래(官來, 司果
公派) 축 조한제(漢濟, 執義公派) 집례 조동제
(東濟, 斗巖公派) 종원이 맡았다.
비가 내린 뒤 바람이 차가웠던 이른 아침
시간임에도 서울, 충북 제천, 대구, 부산 등
먼지역에서 참석하신 종원들의 숭조정신(崇
祖精神)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다

조묘제 헌성자 명단
명

금액

趙漢奎
趙鏞哲
趙鏞成
趙鏞杉
趙鏞柱
趙官來
宗親會
參判公派宗會
옥천공 宗中
參奉公派宗會
淸風會

100
200
100
100
100
200
100
100
100
100
100

성

비

단위:천원

고

부산(대소헌공파)
부산(동지공파종회장)
서울(참의공파)
마산(절도사공파)
부산(도암공파)
창녕(사과공파)
회장 趙炯來
회장 趙薰濟
파주 (회장 趙鍾來)
충북진천(회장趙喆洙)
함안(회장 趙道濟)

조묘전 향례에 이어 대종회관으로 자리를
옮겨 제44회 정기총회를 개최하였다.
조묘제에 참례하지 못했던 종원들이 도착
하면서 개회전까지 120여명의 종원이 참석
하였다. 특히 금년에는 청장년들의 참여가
두드려져 이 또한 목종(睦宗)의 기운을 느끼
게 하였고, 전국 청장년연합회(회장 조순제)
의 노력이 날로 활성화되고 있음은 상당히 고
무적이다. 咸趙의 보다 밝은 미래를 이어갈
수 있도록 창장년들의 더 많은 노력과 참여를
바란다. 이날 안건 제44회기(2018년도) 결산
서와 제45회기(2019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
안이 승인되었으며 이어 대종회에서 준비한
식사를 하면서 덕담과 소식을 나누었다.

경축화환을 보내주신 분
전 청와대 정무수석
집의공파 종 회 장
부산화수회 회 장

趙洪來
趙民濟
趙亨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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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계선생 묘갈명(漁溪先生墓碣銘) 듬지 않은 옥을 갈무리하여 숨겨놓은 것처럼

선생의 성은 조씨(趙氏)이고, 휘(諱)는 여
(旅)이며, 자(字)는 주옹(主翁)으로, 관향은
어계공(漁溪公, 貞節公) 휘 여(旅) 함안(咸安)이다.
선대(先代)의 휘(諱) 단석공(丹碩公)이 고
① 鼎…⑥烈…⑧之興…⑨天啓…⑩悅…⑪安…⑫旅 려조에 벼슬하여 원윤(元尹)을 지내시니, 선
생은 그분의 후손이다. 증조부의 휘(諱)는 천
○ 판도판서(版圖判書) 휘(諱) 천계(天啓)의
계(天啓)이니 판도판각(版圖判閣)을 지내셨
증손(曾孫)이며, 전서공(典書公) 휘(諱) 고, 조부의 휘(諱)는 열(悅)이니 공조전서(工
열(悅)의 손자(孫子)이다.
曹典書)였으며, 고(考)의 휘(諱)는 안(安)이
○ 자(字)는 주옹(主翁)이며, 호(號)는 어계 니 증직이 사복시정(司僕寺正)이다.
보승호군(保勝護軍) 성산이씨(星山李氏)
(漁溪)이다.
역(懌)의
따님을 아내로 맞이하였다. 성산이
세종(世宗) 2년 경자(1420)에 태어나 성종
(成宗) 20년(1489)에 돌아가시니 향수(享壽) 씨 집안은 대대로 훌륭한 가문이었다. 선생
은 태어나면서 재주가 남달리 뛰어났으며 두
는 70세이다. 묘소는 함안군 법수면 강주리
각을 뚜렷하게 나타내니 주위에서 모두가 앞
응암 갑좌원(甲坐原)이다. 배(配)는 증 정부
날을 크게 기대하였다. 조금 나이가 들자 스
인(贈貞夫人) 흥양 이씨(興陽李氏)는 현령(縣 스로 학업 과정을 세워 게을리 하지 않았으
令) 운(運)의 따님이다. 단종(端宗) 때 생육신 며, 대의를 투철하게 이해하는 것을 주안으
(生六臣)의 한 분으로 증직(贈職)은 자헌대부 로 삼고 미사여구(美辭麗句)를 집어내어 과
이조판서(資憲大夫吏曹判書)이며, 시호(諡 거 시험 답안지 작성의 밑천으로 삼는 것을
부끄러워 하였다.
號)는 정절(貞節)이다.
학문이 날로 밝게 성숙하고 문장이 날로
함안(咸安)의 서산서원(西山書院)과 동학
진취하여 명성이 드러나 세상에 알려졌다.
사(東鶴寺)숙모전(肅慕殿)에서 제향(祭享)한
단종 원년 경태(景泰) 계유(1453) 34살에 성
다. 함안 출신 인물 중에 최초로 문집이 발간 균관 진사시(進士試)에 합격하니, 훗날 형조
되었으며, 강혼(姜渾)이 서문(序文)을 찬(撰) 판서(刑曹判書)를 역임한 점필재(佔畢齋) 김
한 중종(中宗) 11년 판본의『어계선생집(漁 종직(金宗直)이 장원으로 급제한 때였다.
당시의 여론은 공이 대과에 급제하는 것은
溪先生集)』은 현존하지 않고, 박필주(朴弼
周)가 서문을 찬한 영조(英祖)18년의 판본과 길에 버려진 지푸라기를 줍듯이 쉬우리라고
송병선(宋秉璿)이 서문을 찬한 광무(光武) 6 자못 떠들썩하였으나, 단종이 왕위를 선위
(禪位)한 후 관직에 나아갈 것을 단념하고 낙
년 판본의 속집(續集)이 전한다.
향하여 두문불출(杜門不出)하면서 스스로 어
계처사(漁溪處士)라 하였다. 대개 유유히 낚
시로 평생을 보내며 자신의 명성이 세상에 알
□ 어계선생집(漁溪先生集) 중에서 려지기를 바라지 않았음이다. 선생은 지극한
효성으로 부모를 봉양하여 뜻을 받들고 순종
◐ 시(詩)
하여 거역하지 않았고, 자식 된 도리로 당연
▪ 구월 구일에 높은 언덕에 올라.
히 해야 할 일에 정성을 다하였다. 음식을 받
들어 올림에 있어서는 즐겨하는 것을 항시 떨
9월 9일은 중구절,
어지지 않게 하여 넉넉지 못한 살림 속에서도
좋은 계절 즐기고자 산등성이에 올랐네.
풍족하게 준비해 두었다. 언제나 부모님을 곁
흰 구름 뭉게뭉게 기러기 떼 날아 오고,
에서 모시고 잠시도 떠나지 않았다. 부모의
난초 잎 빼어나고 국화꽃 향기롭네.
상을 당하여서는 장례와 제사의 예를 반드시
주문공(朱文公)의『가례(家禮)』를 준수하였
산 밝고 물 푸른데 연기는 참담(慘惔)하고,
바람 불고 햇살 맑은데 가을 기운 처량하네. 고, 애통(哀痛)하여 호곡(號哭)하는 모습은
삼년상이 끝날 때까지 초상 때와 같았으며,
갈대꽃은 강가에 눈발처럼 휘날리고,
조상의 제사를 지냄에는 슬픔과 공경의 정을
단풍잎은 양지쪽을 비단같이 물들였네.
다하였다.
두목(杜牧)은 이미 푸른 산등성이에 올랐고,
자제 교육의 지표는 오직 의(義)를 근간으
도연명은 안타까이 심부름꾼
로 하였고, 동족 간에 친목을 도모하여 가난
오기를 기다렸네. 한 이에게 인자하고, 이웃과 화목하여 외로운
천 년 전의 풍류(風流)가 어제 일 같은데,
고아나 과부를 구휼하였으며, 노복(奴僕)은
은혜와 엄격함으로 거느렸다. 항시 정숙(靜
지금도 호탕한 기상 서릿발처럼 엄숙하네.
肅)한 서실(書室)에서 옛 책을 펼쳐 놓고 성
머리 돌려 해 저문 강산을 바라보니,
현의 말씀을 깊이 음미하였으며, 심오한 의리
땅 넓고 하늘 높아 생각이 아득하네.
를 깨닫게 되면 곧장 흔연(欣然)히 즐거워하
희헌(羲軒)의 세상 멀어져 슬프기 한이 없고,
여 침식도 잊을 때가 있었다. 간혹 책을 덮고
요순(堯舜) 시절 못 만나니
시를 읊어 스스로 마음을 달랬으며, 또 지팡
마음 절로 상하구나. 이를 끌고 후원이나 시냇가를 소요(逍遙)하
침통히 읊조리는 붓끝에는
면서, 흥겨워지면 붓을 잡고 시율(詩律)을 짓
천지가 광활한데,
기도 하였는데, 꾸미기를 일삼지 않아서 순진
흠뻑 취한 술잔 앞에 세월은 유유하네.
하고 질박하며 옛스러운 멋이 저절로 천진한
가엾어라, 이 늙은이 오래 삶이 괴롭구나.
취향을 얻었다.
이러한 것들이 선생의 은거한 대강인데, 다
마음속 그리운 임 잊을 수가 없다네.

경박한 허영은 일체 버리고 오직 당연히 해야
할 옳은 일만을 행하며, 인정에 지나치게 뻣
뻣하거나 과격한 것은 통렬하게 제거하여 감
히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다.
이 때문에 향리에서 선생과 사귄 사람들은
그저 부모에게 효도하고 붕우 간에 우애 있는
인사로 알았을 뿐, 학문을 쌓아 가슴 속에 간
직한 것은 사람들이 칭송하지 못하였다. 손님
이 찾아오면 마주하여 보리밥과 채소를 먹으
면서 나누는 이야기는 농사에 관한 것이거나
야담 따위였다.
식량이 떨어지는 경우가 자주 있었지만 크
게 걱정을 하지 않고, 강직하고 굳센 기개와
화락(和樂)하고 평안한 모습이 얼굴에 말끔
하게 나타났으니, 모두들 두려워하면서도 친
애하였다
흥양 이씨(興陽李氏) 현감(縣監) 운(運)의
따님을 아내로 맞았는데, 정숙한 행실이 있어
서 부녀의 도리를 매우 잘 갖추었기에, 모두
가 말하기를 “천생연분의 배필”이라 칭송하
였다. 아들 셋을 두니 장남은 동호(銅虎)로
군수를 역임하였으며 증직은 참판(參判)이었
고, 차남은 금호(金虎)이며 첨지(僉知)를 지냈
고 증직은 좌윤(左尹)이었으며, 다음은 야호
(野虎)인데 조졸(早卒)하였다. 장남인 참판
(參判)이 아들 일곱을 두었으니, 순(舜)은 일
찍이 급제하여 관직이 이조참판(吏曹參判)에
이르렀고, 당시 사람들이 모두들 도량이 뛰어
난 인물이라 칭송하였으며, 삼(參)은 사헌부
(司憲府)의 집의(執義)를 지냈으며, 적(績)은
장례원(掌隸院)의 판결사(判決事)를 지냈다.
창(昌)과 발(發)은 벼슬을 하지 않았으며, 건
(騫)은 우후(虞侯)를 지냈고, 연(淵)은 금부랑
(禁府郞)이었으며 글씨가 세상에 이름나서 사
람들이 그 필적을 얻으면 명주(明珠)를 얻은
듯이 보물로 여겼다.
차남인 좌윤(左尹)은 아들 셋을 두니, 장남
은 수만(壽萬)으로 돈독(敦篤)한 학문과 고매
한 행적을 겸비하고 호를 남계처사(南溪處士)
라 하였는데, 사람들이 조부인 어계선생(漁溪
先生)의 풍의(風儀)를 지녔다고 하였으며, 차
남은 수천(壽千)이니 무예를 닦아 무과(武科)
에 등제(登第)하여 관직이 절도사(節度使)에
이르렀는데, 당시 명사들이 서로가 교제하기
를 원했으며, 끝은 수억(壽億)이니 현감(縣監)
이었다. 자손들이 번성하여 증손과 현손 중에
세상에 드높이 이름을 드러낸 자가 현재 이백
여 명이나 되니, 이는 사실상 선생께서 도덕
을 높고 깊게 쌓아 그 후손들에게 물려주어서
크게 만든 데서 비롯한 것이다.
선생은 손자인 참판(參判) 순(舜)의 현달
(顯達)로 도승지(都承旨)를 증직 받았다. 선
생은 성세의 좋은 시대에 수레를 찬란하게 비
출 만한 보배로운 재능을 가지고서도 그것을
상자 속에 깊이 감추고 그 빛을 가리고 초목
같이 썩어 없어지는 것을 달가이 여겨 후회하
지 않으셨으니, 그 뜻하였던 바는 후세 사람
들이 측량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만약 백이
숙제(伯夷叔齊)가 함께 살았더라면 반드시 서
로가 속마음을 활짝 열고 하늘을 우러러 길게
탄식하였을 것인데, 그들은 너무도 멀리 있었
다.
오호(嗚呼)라 ! 슬프고 슬픈지고. 명(銘)을
지어 이른다.
(이하 함안조씨 문적총관 참조)

2019년 7월 25일 목요일 (음력 己亥 6월 23일) <

己亥年 薇薦祭 奉享

2019년 4월 20일(음 3월 16일) 경남 함안
군 군북면 사촌리 948번지 소재 西山書堂(원
장 趙漢奎)에서 生六臣을 모시는 미천제가 관
내 유림 6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엄숙하게 모
셔졌다.
生六臣을 봄·가을 두차례 배향하는 제례가
본 문중이 전국에서 유일하게 모시고 있는데
이는 우리 문중의 자랑이기도 하다.
봄에는 西山書堂에서 고비(고사리)를 올리
는 薇薦祭(음력 3월 中丁)를 시행하며 국향이
짙은 가을에는 西山書院에서 菊薦祭 (음력 9
월 9일 중양절)를 시행함으로써 생육신의 충
정(衷情)과 경절(勁節)을 기리고 있다.

미천제 헌성자 명단
단위 : 천원

연번
1
2
합계

성 명
趙顯判
趙鍾連

금액
100
100
200

비 고
부산(대소헌공파)
부산(대소헌공파)

전서공 신도비각 및
어계선조 신도비각 정비

전서공 신도비각

전서공(휘 悅) 신도비각 (군북면 원북리소재)
주변 언덕이 허물어져 가고 있어 237만원을 들
여 석축 보수와 잔디 식재를 하였고, 응암 어계
선조 신도비각은 작년 폭우로 인한 산사태로 담
장과 축대가 유실, 훼손되어 2019년 3월26일 부
터 4월 1일까지 7일간, 비각보수와 축대 및 계단
보수 등, 총 1천만원을 들여 보수하였다.
이는 문화사업의 일환으로 전서공 신도비각 주
변 정비 및 어계 선조 신도비각 보수 예산으로 정
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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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회 生六臣 추모
전국 漢詩 白日場 개최

西山書院(이사장 趙性勳)이 추최하고 함안
군, 함안군의회, 생육신 후손종중이 후원 (후
원금 함안조씨대종회 1천만원)하는 ‘제 1회
생육신추모 전국 한시백일장’이 지난 4월 26
일(금요일) 함안군 군북면 원북리 소재 서산
서원에서 개최되었다.
이날 개회식에는 조근제 함안군수, 박용순
함안군의회 의장, 장종하 도의원, 원기복 함
안군교육장, 김동균 함안군문화원장을 비롯
한 내빈과 동호인 등 200여명이 참석해 축하
했다.‘제32회 함안아라문화제’ 기간에 개최된
이날 대회에서 참가자들은 ‘추모 생육신’을
시제로 생육신의 충절의 정신이 현대인의 삶
에 깃든 교훈에 대하여 심금을 울릴 수 있도
록 각자의 숨은 기량을 필봉에 담아 펼쳤다.
조성훈 이사장은 대회사에서 “생육신의 고
귀한 충절의 정신은 시대 변화에 따라 도덕과
윤리가 퇴색되고 개인사조가 만연하는 이 시
점에 참으로 의미가 크다고 할 것”이라며, “그
정신의 궁극은 나라사랑에 맥이 닿아있고 그
맥을 살리는 오늘의 이 한시백일장은 큰 의
미를 가진다”고 강조했다.
조근제 군수는 환영사에서 “한시는 신라시
대부터 조선시대까지 천년이 넘는 세월 동
안 선조들에 의해 즐겨 창작된 문학의 한 갈
래이자, 다양한 주제의식을 확인할 수 있는
문학사적 가치”이며 “현대에 맞는 한시의 문
학적 위상의 재조명에 오늘 개최되는 전국 한
시백일장이 초석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대회에서 135명이 기량을 겨루었
는데 장원에는 부산의 이종영씨, 차상은 포항
의 장대원씨, 차하는 울산의 김대권씨, 포항의
정규원씨가 각각 차지했다. 그리고 참방 20명,
가작 30명을 선정, 이들에게도 소정의 상금을
지급했다.

壯 元 詩

삼충사 향례 봉향

2019년 4월 30일 (음 3월 26일, 末丁) 삼충
사(三忠祠 : 경남 함안군 군북면 사도리 유경
재 경내 소재)에서 충신 3분을 모시는 향례가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엄숙하게 거행되었
다. 초헌관은 조용성(鏞成, 참의공파), 아헌관
은 조광제(廣濟, 고성공파 종회장), 종헌관은
조정제(正濟, 참의공파), 축은 조현갑(顯甲,
참의공파), 집례는 조욱래(旭來) 참의공파 전
종회장이 애썼다. 또, 이날 조소앙 선생의 손
자 인래(寅來, 사단법인 조소앙선생 기념사업
회 위원장)외 몇분이 참석하시여 충절의 뜻
을 더 새기는 기회가 되었다.
삼충이라 함은 함조 십삼충록에 등재되어
있는 훈련원부정 휘 붕(鵬)과 그의 장조카 고
성공 휘 응도(凝道, 휘 鵾의 자)와 그의 조카
참의공 휘 익도(益道, 휘 鷫의 자) 삼숙질 분
을 일컸는다. 고종 8년 서원 철폐령으로 전국
에 사액서원 47개처 만을 남기고 모든 원사우
(院祀宇)가 훼철되었으며, 서산서원과 固城公
이 배향되었던 고성의 신도동사(新道洞祀)
그리고 參議公이 배향되었던 함안의 도계사
(道溪祀)도 함께 철폐되었다
이후 이 세분의 충절의 행적을 헛되게 방
치해서야 되겠냐는 지방유림의 중의(重議)
에 의하여 三忠祠를 건립하였고 해마다 3월
末丁에 菜禮를 올리고 있다.

절도사공파 정기총회

2019년 5월 18일 11시 대종회관 대강당에
서 節度使公派(종회장 趙末來) 정기총회가 80
여명의 종원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개최
되었다. 이날 2018년 예산·결산 승인에 이어
임원 개선이 있었는데 신임 회장에 감사직을
수행하고있던 용삼(鏞杉, 83세, 都正公派) 종
원이, 감사에는 용식(鏞式, 72세, 忠節公派)
종원이 선임되었다.

대종회 운영협찬금 및 대종회보 발간협찬금 송금안내
대표자 변경사유가 발생되어 금융감독원의 「지로입금계좌」를 당분간 사용할 수
없으므로 보관중인 지로용지를 파기해 주시고, 아래 계좌로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협)177441-51-001861 (함안조씨대종회)
※은행 입금자 기록사항이 여섯글자만 허용되고 있으므로 「부산 조현준」또는
「부 산,동래,현준」「함안 조민제」또는「함안,칠서,민제」등으로 입금자 기록사
항을 반드시 기록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 대종회 사무국 정절공 신도비각

2019년 7월 25일 목요일 (음력 己亥 6월 23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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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안조씨 내헌공종중 함안4파화수회 정기총회개최

2019년 4월 7일(일) 11시 함안군 산인면
수동에 위치한 덕천정(德川亭)에서 함안조
씨 내헌공종중 함안 4파화수회(율헌공, 입암
공, 도암공, 두암공 후손) 정기총회가 70여명
이 모인 가운데 성대하게 치루어졌다.
조정제 함안4파화수회장을 비롯한 집행부
와 행사를 주관한 도암공파종회(종회장 趙鍊
奎)에서 정성껏 총회준비를 하였고, 일요일이

집의공파 정기총회
집의공파 정기총회가 5월 18일 10시 함안
군 함안면 괴산리 괴산재에서 전국의 종원
60여명이 참석한 가운대 개최되었다.
평래(平來) 유사의 사회로 회순에 의거 민
제(民濟)회장의 인사말, 영제(榮濟)부회장의
종훈 제창에 이어 감사보고, 회무보고 및 예
· 결산보고를 원안대로 통과시키고, 현 집행
부의 임기가 만료됨에 따라 임원 개선안을 토
의한 결과 참석 종원 만장일치로 현 집행부의
연임이 가결되어 다시 2년간 종사를 책임지
게 되었다.
또한 민제(民濟) 회장은 임원진 전원을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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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암공 묘제 및 정기총회

耐軒公(휘 淵)의 손자
이신 韜巖公(휘 坦, 配
贈 貞夫人 驪州李氏) 묘
제를 지난 4월 20일 10
시 함안군 대산면 구혜
리 묘소(龍湖山 乾坐)에
서 종원 40여명이 참석
하여 받들었으며, 이어
서 德川公 (휘 由道, 配
도암공파
安人 尙州周氏) 묘제도
신임 종회장 慶來
함께 모셨다.
오후에는 龍湖齋에서 도암공파종회 정기총
회가 개최되었는데, 임원 개선에서 연규(樵川
鍊奎) 종회장 후임으로 경래(德谷 慶來) 대종
회 자문위원이 선출되었다. 鍊奎 전종회장은
대종회 고문으로서 또 전례분과위원회 고문
으로서 오랫동안 각종 대소사와 대종회 발전
에 기여하셨으며, 신임 종회장은 1946년생으
로 경남고등학교와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영
임시키고 만래(萬來)를 사무국장으로 지명하 어과를 졸업한 후 ㈜LG신용카드 전무이사,
였다. 이어서 기타 토의 안건으로 상정된 괴 미래신용정보(주) 대표이사 사장, 신용정보협
산재 관리사 매각 문제는 회장단에 일임 하기 회 회장을 역임한 바 있으며, 종회 발전에 크
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로 결의했다.
라 각종 행사가 겹치고 봄비가 올 것이라는
일기예보가 있은 탓인지 예년보다 적은 인원
이 참석했으나, 일가간 정담을 나누는 좋은
자리가 되었다.
이날 의안 심의에 앞서 도암공파종회장의
환영인사와 4파화수회 회장의 인사말씀, 경
상남도 의회 조영제(간송당공파, 교육위원
회 부위원장) 의원의 축사가 있었으며, 식후
행사로는 시조창(국창 : 飽亭 趙東濟외 1명)
으로 흥을 돋우었고 매년 삼짇날 개최되는
내년 총회는 두 암공파에서 주관하기로 했다.
폐회 때에는 도암공파종회장이 준비한 기
념품과 조원제(趙元濟 1928년생) 족인이 준
비한 선물이 전해졌는데 특히 조원제 두암공
파 유사는 그 직을 근60년 맡아 추원보본(追
遠報本)의 본보기가 되고 있을 뿐아니라 내헌
공종중 행사때마다 많은 선물을 준비해 정표
를 해 온 분이다.

공지사항으로 지파 방호공파 국래(局來)
전 종회장이 8월 20일 청송에서 개최되는 방
호공 (휘 遵道) 선조님의 학술발표회에 많은
참석과 협조를 당부하였고, 경래(景來) 종원
이 조선실록에 기록되어있는 함조 선조님의
어록과 계보를 손수 정리한 자료를 배포하는
등 약2시간 동안 진행된 이번 총회는 종사에
대한 무한한 관심과 참석한 종원간 친목을
다지고 백세청풍 숭조목종의 종훈 정신을 확
인할 수 있었다.

대구화수회 정기총회 개최

부산화수회 제70주년 정기총회 개최

부산 화수회는 지난 6월5일(수) 17:00 부
산 부전동 오쉐르뷔페에서 창립 70주년 정기
총회를 亨來 회장을 비롯하여 대종회 욱래 수
석 부회장, 성훈 서산서원 이사장, 대구 화수
회 래진 회장 외 200여명의 일가분이 참석한

가운데 성대히 개최하였다. 국민의례와 선
조에 대한 묵념에 이어 동아대학교 건강관리
학과 2학년 조대휘, 서울국제고등학교 1학년
조희제에게 장학증서와 장학금을 수여하고
화수회 발전에 공로가 많은 서구지회 총무 조
흥갑님 외 3명에게 공로 표창장을 각각 수여
하였다. 亨來 회장은 자리를 빛내 주신 욱래
대종회 수석부회장, 성훈 서산서원 이사장님
을 비롯한 인근 화수회 회장 등 참석하신 일
가분께 감사인사를 하였고 올해는 간소하고
내실 있는 총회 행사를 준비하였다. 우리 함
안조씨는 생육신 조려 선생님을 비롯한 13충
신, 타 문중과는 비교 될 수 없는 90여명의 독
립유공자가 계신 문중이라며 우리 모두 긍정
적인 마음가짐으로 조국 대한민국을 잊지 말
자는 내용의 인사 말씀을 하였다.

대구화수회(회장 래진)는 지난 5월25일(토)
오전11시 대구 그랜드호텔 2층 다이너스티홀
에서 제53회 정기총회를 개최하였다. 이 자리
에는 대종회 동휘 회장을 대신하여 욱래 수석
부회장이 참석하였으며, 형래 부산화수회 회
장, 정제 창원화수회 전회장등 250여명의 일
가분들이 참석하였다.
특히 이번 총회에는 소앙선생(휘 趙鏞殷)의
손자 인래(寅來)일가님이 참석하였으며, 조경
태 국회의원(4선)은 축전을 보내주었다. 이날
총회는 在泰 사무총장의 사회로 진행된 가운
데 來眞 회장의 인사말과 대종회장을 대신하
여 旭來 수석부회장이 축사를 대독하였으며,
亨來 부산화수회 회장이 축사를 하였다. 이어
경과보고와 감사보고를 한 후 의안심의에서
"결산승인의 건"은 만장일치로 원안대로 통과
되었다. 점심식사를 한 후 화합의시간에는 일
가님들의 멋진 노래솜씨와 행운권 추첨으로
푸짐한 선물도 받아가면서 흥겹고 보람된 행
딩홀에서(울산화수회 회장 顯旭) 정기총회 사를 마무리하였다.
가 하여 욱래 대종회 수석부회장,효제 대종
회 사무총장 겸 참의공파 종회장, 형래 부산
화수회장, 홍래 부산화수회 부회장이 참석한
가운데 본회 문도 초대회장, 용선 상임고문,
제73호 정정보도
종래 상임고문, 인규 상임고문, 용수 직전회
장, 임원, 이사, 회원 150 여명이 참석하여 성
4면 조한규 서산서당 취임 제하의
대하게 개최되었다.
洙泉 조성래(聖來, 斗巖公派)를
이날 현욱 회장의 인사말씀, 종래 상임고
문의 격려사, 내빈들의 격려사가 차례로 이
洙泉 조성래(聖來, 韜巖公派)로
어졌다. 신임 부회장으로 현태 조이프란트 원
정정합니다.
장, 신임이사로 명수, 효제, 영주, 원식 회원
이 위촉장을 받았다.

울산화수회 정기총회 개최

6월 29일 11시 울산광역시 남구 목화웨

2019년 7월 25일 목요일 (음력 己亥 6월 23일) <

진주 화수회
정기총회겸 선적지 탐방

조상의 얼을 되새기고 회원 상호간의 친목
을 더욱 돈독히 하고자 진주화수회는 예년과
달리 2019년 정기총회를 선적지 탐방을 겸
한 야외 행사를 가졌다.
여름 초입에 들어선 6월 9일 아침 일찍 42
명의 회원을 태운 버스는 어계 선조의 기개와
충절이 서려있는 청령포를 향하였다. 조숙래
회장의 간단한 인사와 고문들의 격려인사, 회
원 개개인의 소개를 통한 화기애애한 시간을
갖는 동안 ‘어계비원’에 도착하였다. 어계 선
조의 호도비 앞에서 간단한 예를 올리고 주위
환경정리도 하며 단체 기념촬영을 통한 추억
도 남겼다. 단종의 묘가 있는 장릉에서 곤드
레비빔밥으로 맛있게 점심 식사를 마치고 비
극과 눈물의 장소인 청령포로 향하였다. 나룻
배로 강을 건너 단종 어소를 비롯한 한이 서
린 장소를 돌아보며 그 옛날 선조의 충절을
되새겨보는 의미있는 시간이었다.
돌아오는 길에 간단한 총회를 열어 지난 회
기의 결산보고와 화수회의 현안들을 논의하
였으며, 현 집행부의 임기가 만료되어 임원
선출을 하여야 하나 여의치 않아 차기 이사회
를 개최하여 개선하기로 결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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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부산·대구지역
친선골프대회 개최

2019년 5월 30일 화창한 날씨속에 함안
조씨 창원 · 부산 · 대구 지역 친선골프대회
가 10개조 40명이 참석한 가운데 의령 리온
CC에서 개최되었다.
년 1~2회 개최되는 친선골프대회는 이번
이 여섯번째로 ‘함조 창원골프회’(회장 조정
제, 참의공파) 주최로 개최되었으며 참석자
전원에게 골프공 1bax씩을 선물하고, 대회
를 마친 후에는 군북에서 저녁식사를 함께하
면서 족위간에 친목을 다졌다.

전국 청년연합회 가족
선적지 순례

독립운동가 퇴우(退愚)조진규(珍奎)
지사 추모비 정화사업 기념행사

조금세 학교바로세우기 전국연합 회장(전
부산교총회장)의 조부 조진규 지사 추모비
정화사업 기념행사가 지난 4월 13일 함안군
함안면 괴산리에서 성대하게 개최되었다.
이날 행사는 함안 군민들이 조진규 지사의
독립운동에 기여한 업적을 기리고자 세운 추
모비를 함안군의 지원을 받아 재단장하였다.
조웅제 부군수, 조용완 전 종친회 회장, 조성
훈 서산서원 이사장, 조창제 전 재부 함안 향
우회 회장, 조현준 전 부산화수회 회장, 정원
규 함안면장, 홍순영 행복나눔과장을 비롯한
내외빈과 함안면민 및 가족등 100여명이 참
석한 가운데 성대하게 개최되었으며, 행사 후
함안면 괴산리 동민들에게 경로잔치를 베풀
었다.

東溪亭 중수

2019년 6월 15일 경북 청송군 안덕면 덕
성리 510에 소재하고 있는 東溪亭(동계정)
이 노후되어, 도·군비 지원 2억6천만원과 종
원들의 뜻을 모아 중건하여, 동계공파(종사
운영회장 甲濟 ) 후손 80여명과 윤경희 청송
군수, 권태준 청송군의회 의장과 의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중수식을 가졌다.
이날 중수식에는 甲濟 종회장의 환영사와
윤경희 청송군수, 조성래 대종회 직전회장의
격려사가 있었고, 이에 앞서 중수토록 공이
많은 이상호 청송군 문화재 담당관, 남당 조
용하 내헌공파종회장, 조국래 전 대구박약회
장께 감사패를 수여했다.
동계정은 동계정공(휘 亨道)께서 47세 되
던 해인 1613년(광해 5년) 東溪 鷹巖(응암)
龍淵(용연)상에 건립한 정자로「戀君思親(연
군사친)」으로 편액하여 「詠詩消日(영시소
일)」했던 곳이다.
東溪公은 耐軒公(내헌공) 휘 淵(연)의 장손
검암공(휘 堣)의 장자로 인조반정, 이괄의 난,
임진왜란 등에서 수많은 공을 세운 분으로 함
안조씨 13충신의 한분이다.

함안조씨 전국청년연합회(회장 조순제)는
2019년 4월 7일 가족들과 함께 조상의 얼이
깃들어 있는 선적지를 순례했다. 서울, 부산,
대구, 구미, 진주, 완도, 함안 등 전국에서 모
인 100여명의 함안조씨 후예들은 어계고택,
서산서원, 응암재와 정절공 묘역, 무진정 등

을 탐방, 참배하였다. 이날 참배한 한 종원
은 가족들과 함께 순례에 참석하였는데, 목
숨을 내놓으면서까지 충정과 절개를 지켜온
선조들의 지조를 생각하면 존경에 앞서 숙연
해 진다며 자식들에게 좋은 교육이 되었다고
말했다.

조소앙집 번역 출간기념회
- 3·1 운동 및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기념 -

2019년 4월 25일 한국고전번역원 대강당
에서 한국고전번역원 주최 삼균학회·조소앙
기념사업회 후원으로 독립운동가 조소앙(趙
素昻) 선생의 ‘소앙집(素昻集)’ 번역 출간기
념회를 가졌다. 이는 한국고전번역원(원장
신승운)이 독립운동가 조소앙 선생(1887~
1958)의 대표 문집 '소앙집'(素昻集)의 완역

출간을 기념하기 위해서다. 소앙집은 1932
년 중국 상하이에서 상·하편으로 간행되었는
데 상편에는 일제강점기 우리민족 상황을
진단한 내용이 실렸으며, 하편에는 조 선생
이 임시정부와 한국독립당에서 활동하면서
작성 및 발표한 각종 선언문 및 성명서들이
수록되어 있다. 신승운 한국고전번역원장은
"조 선생의 말씀을 빌리면 번역원은 우리 민
족의 '갑옷과 무기'를 현대에 쓸모 있도록 만
드는 일을 해왔다"며 "그의 깊은 통찰로 우리
고전번역의 의의를 더욱 깊게 인식하게 됐다"
고 출간 소감을 밝혔다. 조소앙 선생의 후손
인 조인래 조소앙기념사업회 위원장은 "소앙
집의 핵심 사상인 삼균주의는 지속적인 생명
력을 지닌 이론으로 민주국가 건설을 목표로
삼았다"며 "소앙집을 비롯 ~ 7면으로 계속

2019년 7월 25일 목요일 (음력 己亥 6월 23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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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기 연구자료인 '언집', 조소앙 선생 개인의
사상에 대한 이야기를 담은 '사상론', 한국문
헌에 대한 목차가 담긴 '한국문헌 작문부' 등
총 6권이다. 한편, 한국고전번역원은 조 선
생의 또 다른 저술인 '유방집'의 번역서도 오
2019년 3월 13일
는 8월 출간할 계획이다.
실시된 제 2회 전국
동시 조합장 선거에
서 조혁래(赫來 63
세, 執義公派) 종원
이 함안군 군북농협
조합장 3선의 영광
2019년 5월 23일
을 안았다
조홍래 한국도키멕
조세영(충의공 대소
2009년에 부실위
대표이사(55년생, 대
헌공파)종원이 외교
기를 맞은 조합의 부
소헌공파) 가 이노비
통상부 제 1차관에
활을을 위하여 상무직으로 2년간 헌신한 공
즈(중소기업기술혁신)
발탁되었다. 동북아
이 인정되어 2011년에 초선, 2015년에 재선
협회 9대 회장에 취임
문제에 정통한 조차
되어 10년간의 노력 끝에 당 조합을 전국 반
했다
관은 경색된 한일관
열에 올려놓고 금번 선거에서 3선을 이루었
2019년 2월 20일
계를 풀 적임자로 평
다. 조혁래 조합장은 현재 농민신문사 대의
취임식을 시작으로 2
가받고 있다.
원과 부산·울산·경남 농협RPC운영협의회 회
년의 회장 공식임기를
1961년 서울에서
장직도 함께 수행하고 있는 농업경영의 뛰어
태어난 조 차관은 함안 법수출신으로 신일고 시작했다.
난 일꾼이다
중소기업기술혁신협회는 12,000여개 회
와 고려대 법학과를 졸업했다. 그는 1984년
외무고시 18회로 외교통상부에 입부해 주일 원사가 등록된 대표적인 중소기업 단체로서
본대사관 1·2등 서기관을 거쳐 공사참사관 2002년 설립한 이래 17년째를 맞이하고 있
을 역임했으며, 외교부 본부에서 동북아시아 으며, 협회는 기술혁신을 선도하고 이노비즈
기업의 권익을 대변하는 단체이다.
국장을 지냈다.
한국도키멕(주)는 1998년 설립된 서울 문
조 차관은 2012년 한일정보보호협정 비공
개 처리 논란으로 외교부를 떠났다. 이후 동 래동 소재 유공압기기 무역 및 제조업체로 향
서대 특임교수로 활동하다가 지난해 9월 국 후 2020년 사업목표를 2,500억원의 매출을
기대할 수 있는 발전가능성이 많은 신 사업
립외교원장으로 발탁됐다.
으로 영역을 확대하고 있다.
▲1961년 서울 출생 ▲신일고
조홍래 신임회장은 군북면 출신(故 조상제
▲고려대 법학과 ▲주일본대사관 공사참사관
초대군의회
의원의 차남)으로 환화그룹 임원
▲동북아시아국장 ▲동서대 국제학부 특임
교수 겸 일본연구센터 소장 ▲국립외교원장 출신이며, 주요 수상경력으로는 대한민국 신
성장경영대상 특별상(2014년), 대통령 산업
포장 수상(2014년), 지식경영인 대상 수상
(2013년), 경제통상부장관상, 국무총리 표창,
과학기술부장관상등 다수가 있다.
2019년 6월 4일 부산·울산·경남 지역「대
한토목회」
선적지 순례단이 관향을 다녀갔
조용국(鏞局, 63세,
다. 회장 조형래(亨來, 참의공파, 부산화수회
방호공파) 종원이 청
회장)를 비롯한 부산·울산·경남 지역 토목공
송군 남청송농협장에
학박사 모임 회원 22명은 이날 서부경남을
당선되어 함조의 위
거쳐 함안조씨대종회관을 들려 채미정, 13충
상을 가일층 높여 주
비원, 서산서원을 둘러보고, 어느누구도 자신
었다
들의 가문에 이토록 잘 꾸며진 본향이 없다고
조 조합장은 카톨릭
칭송이 자자했다.
상지대학교 경영학과
재학, 경북 농협마이
스터대학 친환경과 과
정을 수료하였으며 남청송농협 본점 경제상
무, 안덕지점 지점장을 역임한 정통 농업인
2019년 5월 25
이며, 농수산부장관 표창, 청송군수 표창, 농
일 전국회의원 조
협중앙회장 공로상(2회) 등을 수상한 바 있다.
진래(54,남계공후
유방집 등 많은 저서들이 우리말로 번역 출되
어 삼균주의 연구 자료로 활용됐으면 한다"
고 말했다. 이날 공개한 육필 원고는 삼균주
의에 대한 연구자료인 '연구초고'를 비롯해
'소앙집 초간본', '소앙집 육필원고', 소앙집
을 쓰기 위한 자료이자 삼균주의에 대한 초

조세영 외교통상부
제 1차관 발 탁

군북농협 조 혁 래
조합장 3선 당선

군북면 출신 조 홍 래
중소기업기술혁신협회 회장 취임

대한토목회 함안조씨
선적지 내방

조 용 국
남청송농협장 당선

조용하(河谷, 鏞夏) 저서
“울산옛말” 출판

前 國會議員 趙辰來 他界

조용일 금성농협장 당선
조용일(鏞日, 59세,
지악공파) 종원이 전
국 동시 실시된 농협
조합장 선거에서 의
성군 금성농협장에 당
선되었다.
조 농협장은 상주국
립농업전문대학을 졸
업하고 금성농협 직원
생활 13년을 거쳐 대
구경북능금농협 비상임이사로 8년간 역임하
였으며, 도지사 상 (3회)과 새농민 상 그리고
대통령상을 수상한 바 있다.

조용하 대종회 자문위원이 사라져가는 울
산의 옛말, 울산의 사투리를 모아 “울산옛말”
을 지난 5월에 출판했다. 6월 29일 개최된
울산화수회 정기총회에서 소개된 이 책은
670페이지 분량으로 우리 가문의 영광뿐만
아니라 120만 울산시민으로서 무한한 자부
심과 긍지를 가진다고 소개되었다.
사투리라는 어감이 표준에 비해 수준 낮은
언어로 비하되고 있지만 결코 그런 것이 아
니며, 지방 무형문화재로높은 가치를 가진다
고 입증되고 있다. 현재, 창성대학교 명예교
수, 울산발전연구원 학(鶴)연구센타 위원, 외
솔회 울산지회 회원, 울산수필문학회 회원,
함안조씨대종회 자문 및 운영위원이며 제6대
울산화수회 회장을 역임하셨다.
저서로는 “바람따라 구름따라” “시사랑 울
산사랑”“울산사투리 모음집”등이 있다.

대소헌공파) 대종
회 고문이 타계했
다. 1965년 함안
법수에서 태어나
영남고등학교, 연
세대학교를 졸업
하고 1991년 사법
시험에 합격하여
변호사로 활동하
던 조 전 의원은 제18대 국회의원(의령·함안·
합천), 경상남도 정무부지사, 경남개발공사 사
장 등을 지냈다.
조 전 의원은 함안군 고문변호사에도 위촉
되어 복잡·다양해지는 행정환경 변화 속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법률 해석, 쟁송사건 등
업무 수행에 필요한 법률자문 및 소송대리 업
무를 맡아 왔다.

2020년 2월 25일 화요일 (음력 庚子 2월 2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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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칭) 함조빌딩
- 종토매각 대체건물 (대지 250평, 연건평440평)『기타 상세한 내용은 대종회 정기총회 유인물 참고바람』

창원시 마산회원구 3. 15 대로 800 (합성동 소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