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종친회(회장 태락)는 지난 6월 

14일(화) 11시 신촌소재 K-Turtle에

서 태락회장, 화갑고문, 추태고문, 길

수회장, 선교회장을 비롯 종파문중 및 

광역시도회장과 대의원 약100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2년도 정기총회를 

개최하였다.

성원보고와 중앙회장의 개회선언에 

이어 국민의례, 주요참석임원 소개, 

경과보고와 감사보고가 있었다.

이어 2021년도 주요 종사운영 실

적과 장학재단 설립 경과 등에 관한 

보고에 이어 세입합계 1억 7,773만

원, 세출합계 1억 7,095만원, 이월금 

677만원의 2021년도 세입·세출 결

산(안)과 인터넷족보 운영에 관한 결

산(안)을 승인하고 감사보고서를 접

수하였으며, 2022년도 주요사업계획

(안) 및 청한각의 주차장 및 편의시설 

조성을 위한 부지매입비 7천만원과 

운영비 및 소송대응 비용 충당을 위

한 찬조금 증액 등 전년도 예산대비 

9,400만원이 증액된 2억 9,300만원 

규모의 세입·세출 예산(안)을 승인 

가결하였다. 

태락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코로나

19로 인해 총회개최 시기가 늦어짐에 

양해를 구하고 어려운 여건에서도 화

갑대표, 추태고문, 길수회장 등 원근

거리에서 많이 참석해주신 임원분들

게 감사인사를 전하였으며, 특히 화갑 

고문님께서는 그동안 국가 정치발전

에 큰 역할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저

의 고향인 경산시의 제1호 명예시민

으로서 영호남 화합에 크게 기여하신 

평소 존경하는 우리 일가임에 감사함

을 표하였다.

이어 우리 청주한문은 역사 이래 

가장 훌륭한 인재를 배출한 누구나 

부러워하는 삼한갑족의 명문성씨이

고 대한민국 건국 이래 3연속 국무

총리를 비롯해 여러 분야에서 인재

를 배출하여 왔으며 새로이 출범한 

윤석열정부에서도 한덕수 국무총리

를 비롯 한동훈 법무부 장관, 한화진 

환경부장관, 한창섭 행안부차관, 한

훈 통계청장, 한오섭 대통령실 국정

상황실장 등 청주한문의 후예들이 

여러 분야에서 국가발전에 중추적인 

역할로 청주한문의 명성을 이어가고 

있다.

우리 일가분들께서는 청주한문의 

자긍심과 자부심을 가져주시기 바라

면서 오늘 총회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성원해 줄 것을 당부하였

다. 

화갑고문은 일가분들의 환영에 감

사드린다.

명문 청주한문의 후예로서 자랑스

러운 긍지와 자부심을 갖고 하나로 단

합하여 국가와 사회에 헌신 기여하며 

더 번창하는 청주한문으로 더욱 빛내

나가자고 격려하였다.

종회는 화합돈종을 덕목으로 한다. 

어려운 시기일수록 이성적인 판단으

로 뜻을 하나로 모아 현명하게 대처하

는 더욱 성숙되고 발전된 모습을 기대

해본다. 

한덕수 중앙회고문(사진, 1949년생, 

안양공파 31세)이 윤석열 정부의 최

고의 중책인 국무총리에 임명되었다.

통상 분야에서 엘리트 코스를 차곡

차곡 밟아 국무총리에 오른 경제·

통상 전문가로 꼽히는 한덕수 국무

총리는 전라북도 전주 출신으로 서

울대 경제학과를 나와 1970년에 행

정고시 8회로 공직사회에 첫발을 내

디뎠다. 1979년 경제기획원 경제협

력국 경협총괄과 사무관을 지냈으

며 상공부 중소기업국 국장, 대통령

비서실 경제비서실 통상산업비서관, 

특허청장, 통상산업부 차관 등 통상 

전문가의 길을 걸어왔다. 국민의정

부에서 초대 통상교섭본부장에 취임

하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대

사, 청와대 정책기획경제수석 등을 

역임했으며 참여정부에서 국무조정

실장,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

관, 국무총리를 지냈다.

이명박 정부에서는 주미대사로 3년

간 일하며 당시 조 바이든 부통령(현 

대통령)과 친분을 쌓은 것으로 알려

졌으며 박근혜 정부에서는 한국무역

협회장을 지냈다. 윤석열 대통령의 큰 

신뢰를 받고 있는 한덕수 국무총리는 

경제·통상·외교 전문가로서 윤 대

통령의 국정 철학을 뒷받침할 역량을 

충분히 갖췄고 진보·보수 정권을 넘

나들며 정부 요직을 두루 거쳐 윤 대

통령의 통합 기조에 부합한 인물로 평

가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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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종친회 2022년도 정기총회 개최
2021년도 결산(안) 및 202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승인

윤석열 대통령의 임명장을 받는 한덕수 국무총리

〔주요 프로필〕

△1949년 전북 전주 출생 △

1967년 경기고 졸업 △1970년 제

8회 행정고시 합격 △1971년 서울

대 경제학과 졸업 △1979년 경제

기획원 경제협력국 경협총괄과 사

무관 △상공부 중소기업국 국장 △

1984년 하버드대학교 경제학 박사

△1996년 특허청 청장 △1997년 

통상산업부 차관 △2000년 OECD 

대표부 대사 △2002년 대통령비서

실 경제수석 △2003년 산업연구원 

원장 △2004년 국무조정실장 △부

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2006

년 한미FTA 체결 지원위원회 위원

장 △2007년 국무총리 △2008년 

주미대사 △2012년 한국무역협회 

회장 2022년 48대 국무총리

한덕수(韓悳洙) 고문, 尹석열 정부 국무총리 중책 맡아
경제·통상 전문가, 38대 국무총리에 이어 두 번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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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동 훈 ( 사 진 · 

1973년생)일가가 

윤석열 정부의 법무

행정 수장인 법무부

장관에 임명되었다. 

20여 년 간 법무부

와 검찰에 주요 요

직을 두루 거치면서 

수사와 재판 검찰제도 법무행정 분야

의 전문성을 쌓아 “법무행정 현대화,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는 사법시

스템을 정립하는데 적임자”라고 인선 

배경을 밝혔다.

1973년 강원도 춘천에서 태어나 서

울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하고 미국 

컬럼비아대학교 로스쿨에서 LL.M. 과

정을 이수한 뒤 뉴욕주 변호사 자격을 

취득한 한동훈 장관은 37회 사법시험

에 합격하고 사법연수원을 27기로 수

료한 뒤 검사들이 선망하는 서울중앙

지검으로 초임 발령을 받았다. 이후 법

무부 검찰과 검사, 대검찰청 정책기획

과장, 서울중앙지검 초대 공정거래조

세조사부장, 검찰총장 직속 부패범죄

특별주사단 2팀장 등 법무부와 검찰의 

요직을 거쳤으며, 문재인 정부에서 차

장검사로 승진해 윤석열 서울중앙지

검장 아래에서 제3차장을 맡아 주로 

전 정권의 비리를 수사했다.

윤석열 검찰총장 임명 후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을 맡으며 검사장으로 

승진해 조국 법무부 장관 일가 수사를 

지휘했으나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취

임한 뒤 부산고등검찰청 차장검사로, 

‘채널A 검언유착 의혹 사건’ 시 법무

연수원 연구위원으로 좌천된 뒤 사법

연수원 부원장으로 밀려났으나 윤석

열 정부의 첫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되

었다.

“국민이 원하는 진짜 검찰개혁, 진

짜 형사사법시스템 개혁은 사회적 강

자에 대해서도 엄정하게 수사할 수 

있는 공정한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

며 “소신을 가지고 정당한 업무수행

을 한 공직자를 부당한 외풍으로부터 

지키겠다”라고 취임식에서 밝힌 한동

훈 법무장관은 특수수사 전문 검사로 

여러 차례 손발을 맞췄던 윤 대통령

의 측근으로 최근 차기 대권후보군으

로 급부상하는 등 많은 국민들의 관

심을 받고 있다.

〔주요 프로필〕

△1995년 제37회 사법시험 합격, 제

27기 사법연수원 △1996년 서울대학

교 법학 학사 △2001년 서울지방검찰

청 검사 △2003년 대검찰청 중앙수사

부 검사 △2005년 컬럼비아 대학교 로

스쿨 법학석사(LL.M.) △2006년 대검

찰청 중앙수사부 검찰연구관 △2009

년 대통령실 민정수석실 선임행정관 

△2011년 법무부 검찰과 검사 △2013

년 대검찰청 정책기획과장 △2015년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공정거래조사부 

부장검사 △2016년 대검찰청 부패범

죄특별수사단 2팀장 △2017년 서울중

앙지방검찰청 제3차장검사 △2019년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 △2020년 

부산고등검찰청 차장검사 △2021년 

사법연수원 부원장 △2022년 제69대 

법무부 장관

한화진(1959년, 

대전, 문정공파 31

세 세마공논산종중)

일가가 윤석열 정부

의 환경부장관에 임

명되었다.

한국환경연구원

(KEI) 명예연구위원

으로 30년 가까이 환경정책 분야에서 

연구경력을 쌓은 만큼 전문성과 부처 

이해도가 높다는 점이 강점으로 꼽히는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KEI의 전신인 한

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설립 당시부

터 원년 멤버 연구진으로 참여하며 환

경부와 호흡을 맞춰온 자타공인 환경정

책 전문가로 유명하며 환경부 안팎에서

도 한 장관의 무난한 성품과 과거 환경

부와 원만한 소통이력 등을 들어 새 정

부 환경정책 수립·이행에 적합한 인물

이 선임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1959년 대전에서 태어난 한 장관은 

고려대에서 화학학사와 석사 학위를, 

미국 UCLA에서 대기화학 박사 학위

를 취득했고 이후에 지난 1993년부터 

2019년까지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

원에서 연구원 생활을 했고 KEI로 재

편된 이후 명예 연구위원으로 일했다.

참여정부 시절 대통령자문 국가지

속가능발전위원회 기후변화전문위원

회 위원으로 일했으며, 이명박 정부에

서는 대통령실 사회정책수석비서과실 

환경비서관으로 재직하는 등 정권과 

무관하게 전문성을 인정받았다.

〔주요 프로필〕

△1981년 고려대학교 화학 학사 △

1983년 동 대학원 물리화학 석사 △

1988년 캘리포니아 대학교 대학원 대

기화학 박사 △1993년 한국환경정책·

평가연구원 연구원, 국회환경포럼 정책

자문위원, 환경부 중앙환경보전자문위

원회 위원, 한국환경기술진흥원 행정

위원회 위원 △2001년 국가지속가능발

전위원회 기후변화전문위원회 위원 △

2005년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정책

연구본부장 △2008년 대통령직인수위

원회 기후변화, 에너지대책 TF 자문위

원 △2009년 이명박 대통령실 환경비

서관 △2016년 제2대 한국여성과학기

술지원센터 소장, 한국환경정책평가연

구원 대기환경연구실 선임 및 명예연

구위원 △2018년 한림대학교 글로벌융

합대학 기후변화융합전공, 객원교수 △

2022년 제20대 환경부 장관

행정안전부 차관

으로 한창섭(사진) 

행안부 정부혁신조

직실장이 발탁 임명 

되었다.

연세대 행정학과

를 졸업하고 서울

대 행정학 석사, 영국 버밍엄대에서 행

정학 박사 학위를 받은 한 차관은 경북 

상주 출신으로 행정고시 34회에 합격

한 뒤 행안부에서 정부청사관리본부

장, 충청북도 행정부지사, 인사기획관 

등을 거치면서 자치분권 이해도가 높

다는 평가를 받는다.

2020년부터 정부혁신조직실장을 

맡는 등 조직 혁신 분야도 오래 담당

했다. 이번 인사는 1기 내각인 만큼 조

직 안정화에 중점을 뒀다는 평가다. 행

안부 관계자는 “오랜 경륜에 차분하고 

합리적이라는 평가로 조직 내에서 신

망 받는 분”이라고 전했다.

〔주요 프로필〕

△경북 상주(1967년생) △연세대 

행정학 △서울대 행정학 석사 △영

국 버밍엄대 행정학 박사 △국가기

록원 기록정책부장 △대통령비서실 

공직기강비서관실 선임행정관 △주

캐나다대사관 공사참사관 △행정자

치부 의정관 △행안부 인사기획관 

△충청북도 행정부지사 △행안부 정

부청사관리본부장 △행안부 정부혁

신조직실장

한동훈(韓東勳) 일가, 법무부장관 발탁

한화진(韓和鎭) 일가, 환경부장관 취임

행정안전부 차관에 한창섭(韓唱燮) 일가 발탁

자치분권 · 조직혁신 전문가

환경부와 호흡을 맞춰온 자타공인 환경정책 전문가

소신 가진 공직자 외풍으로부터 지키겠다!

한동훈장관

한화진장관

한창섭차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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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 첫 통

계청장으로 임명 된 

한훈(사진·1968년

생) 기획재정부 차관

보는 거시경제에 밝

은 경제정책통이다. 

전북 정읍 출신의 

한 청장은 서울대 경영학과를 졸업한 

뒤 서울대 행정학 석사와 미국 워싱턴

대 경제학 박사 학위를 받았으며 행정

고시 35회로 공직에 입문했다. 

1992년 경제기획원 경제기획국에서 

근무를 시작해 농림해양과 예산총괄, 복

지전략, 민간투자정책, 지식경제예산 등 

정책·예산 분야 요직을 두루 거쳤다.

한 신임 청장은 국제부흥개발은행

(IBRD) 선임 공공분야 전문가로 활동

하기도 했으며 주일대사관 재정경제

관으로 근무한 경력에 파견 근무를 통

해 교육부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과 

일자리위원회 일자리기획단 총괄기획

관 등도 역임했다. 코로나19 사태 첫해

였던 2020년에는 기획재정부에서 경

제예산심의관으로서 소상공인 손실보

상 등 피해 지원 정책을 만들었다.

경력 전체로 보면 기재부 전략기획

과장과 혁신성장정책관, 정책조정국장 

등 거시경제 정책을 상당 부분 담당했

으며 지난해부터는 기재부 차관보로

서 거시경제 전반을 총괄했고 물가와 

성장 등 경제정책과 정책조정, 구조개

혁 등의 분야를 다뤘다. 
[주요 프로필]

△전북 정읍(54) △호남고졸 △서울

대 경영학과졸 △행정고시 합격(35회) 

△경제기획원 경제기획국 △재정경제

원 국고국 △기획예산위원회 재정기

획국 △기획예산처 재정기획국 △예

산실 농림해양예산과·예산총괄과 △

디지털예산회계기획단 기획총괄팀장 

△재정전략실 복지전략팀장 △세계은

행 공공분야 전문가 △기획재정부 예

산실 민간투자정책과장 △예산실 지

식경제예산과장 △장기전략국 전략기

획과장(부이사관) △주 일본대사관 재

정경제관(부이사관) △대통령직속 일

자리위원회 일자리기획단 총괄기획관 

△기획재정부 정책조정국 혁신성장정

책관 △정책조정국장 △경제예산심의

관 △차관보 

윤석열 대통령

실의 비서실장 

직속 국정상황실

장으로 한오섭 

전 청와대 선임

행정관(사진)이 

임명됐다.

1966년 서울에서 태어나 영등포

고등학교와 한신대 철학과를 졸업한 

이후 뉴라이트 전국연합 정책실장을 

맡으며 2000년대 뉴라이트 운동을 

주도했다. 

김병준 전 자유한국당 비대위원

장의 비서실에서는 부실장을 역임

했고, 경기도 정무특보, 청와대 정

무수석실 선임행정관을 지낸 한오

섭실장은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 후

보일 당시에는 당선인의 메시지를 

총괄하기도 했다. 

국정상황실장은 비서관급이지

만 국정 전반을 관리하고, 핵심 

정보 취합을 담당하는 대통령실

의 주요 보직인 만큼 한 실장의 

정무 능력이 높이 평가된 것으로 

보인다.
[주요 프로필]

△1966년 서울 △영등포고 △한

신대 철학과 △뉴라이트 전국연합

정책실장 △김병준 전 자유한국당 

비대위원장 비서실 부실장 △경기

도 정무특보 △청와대 정무수석실 

선임행정관 

대통령실 국정상황실장에 한오섭 일가 

한오섭실장

한 훈청장

한훈(韓焄) 일가, 통계청장 임명 
거시경제에 밝은 경제정책통

[6.1 지방선거 광역의원 당선일가] 

△인천시 한민수(남동구) △경기도 한원찬(수원시) △강원도 한창수(횡

성군) △전북도 한정수(익산시) △전남도 한춘옥(순천시)·한숙경(순천시) 

△경북도 한창화(포항시) △경남도 한상현(광역비례) △제주도 한 권(제주

시)·한동수(제주시)  <기초의원은 다음호에 게재>

중앙종친회(회장 태락)는 지난 5월 14

일(토) 갑수명예회장, 태락중앙회장을 비

롯 전국에서 80여명의 후손들이 참석한 

가운데 시조부군의 탄생유지인 충북 영

동군 황간면 난곡리 청한각 경내에서 임

인년 시조 태위위양공부군의 탄신제례

를 경건하고 엄숙하게 봉행하였다. 초헌

관에는 태락중앙회장, 아헌관에는 추태

고문, 종헌관에는 선교충성공파회장, 축

관은 동권일가가 각각 분방되었으며 종

호제전부회장의 집례로 진행되었다.

태락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경향각지

에서 참석해주신 일가분들께 감사를 

전하고 청한각 건립 경위에 대한 안내

와 함께 본 사업을 주도적으로 주관하

고 훌륭하게 추진해주신 갑수명예회

장의 노고에 감사한 마음을 전하였다. 

갑수명예회장은 사업을 추진하면서 

어려움이 많았지만 전국에 계신 많은 

일가분들의 동참과 중앙 및 지방정부

와 지역주민의 성원으로 잘 마무리하

게 되었음에 감사함을 전한다고 소회

를 밝히고 선조님의 유지를 기리는 훌

륭하고 자랑스런 유물과 유적을 성심

으로 관리하고 후손들에게 기리 보전

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나가자고 격

려하였다. 이어 선발된 장학생에게 축

하를 보내고 면학에 매진해서 국가와 

사회에 기여하는 훌륭한 인재가 되기

를 바란다는 덕담을 전하였다. 제례 봉

행 후 장학증서 수여식에 이어 지역주

민 등 120여명이 담소와 덕담을 나누

는 정겨운 식사자리를 함께하였다.

시조 「태위위양공」 부군 탄신제 봉행

시조탄생유지 청한각 경내에서

시조부군 탄신제 봉행

초헌관 태락중앙회장, 아헌관 길수회장, 

종헌관 인석회장

무강왕(武康王)과 무강왕비의 2022

년 임인년 춘향대제가 중앙종친회(회

장 태락) 및 팔봉왕릉종친회(회장 인

석)주관으로 지난 4월 15일(음력 3월 

15일) 오전 전북 익산시 팔봉면 석왕

동 소재 “익산쌍릉”(益山雙陵)의 무강

왕릉에서 엄숙하게 봉행되었다.

코로나19로 인해 회장단 중심으로 인

원을 제한하여 60여명의 후손들이 참사

하였으며 초헌관에는 태락중앙종친회

장, 아헌관에는 길수서원군파회장, 종헌

관에는 인석팔봉왕릉종친회장, 축관에 

동권(참판공파)일가가 분방되었으며 종

호제전부회장의 집례로 진행하였다.

태락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경향각지

에서 많이 참석해 주신 일가분들께 감

사를 전하고 무왕릉으로 역사를 왜곡 

주장하는 익산시를 상대로 강력히 투

쟁하여 어느 정도 소기의 성과는 거두

었지만 우리의 주장이 관철될 수 있도

록 지속적으로 대응해 나갈 것임을 천

명하고 무강왕릉을 수호보전하는 사

업추진에 적극적인 성원과 동참을 당

부하였다.

무강왕은 기자조선(箕子朝鮮)의 마지

막 왕인 41세 애왕(哀王)이자 삼한(三

韓)중 하나인 마한국(馬韓國)을 세운 태

조(太祖)이며, 마한 말년의 8세 원왕(元

王)의 둘째 아들 우량(友諒)이 상당(上

黨)한씨(청주한씨)가 됨으로써 청주한

씨의 선조가 된다. 따라서 청주한씨는 

왕족의 후예로 자타가 공인하는 삼한갑

족(三韓甲族)이며 명문중의 명문이다. 

원왕의 장남 우평(友平)은 북원(北原) 

선우(鮮于)씨가 되고 3남 우성(友誠)은 

덕양(德陽) 기(奇)씨가 되었다. 

무강왕  ·  왕비 임인년 춘향대제 봉행

익산시 석왕동 대왕릉에서

춘향대제 봉행 기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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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세 사숙공부군(思肅公府君, 諱 渥)

의 2022년도 임인년 한식절사(寒食節

祀)가 사숙공추모회(회장 규동)와 평간

공봉찬회(회장 윤동) 주관으로 지난 4

월 5일 오전 11시 100여명의 후손들이 

참석한 가운데 경기도 파주시 진동면 

서곡리 산87번지 소재 선영에서 엄숙

히 봉행되었다.

초헌관에는 태락중앙회장, 아헌관

에는 철수(판사공파), 종헌관에는 강

섭(참판공파)일가가 각각 분방되었으

며 종호제전부회장의 집례로 진행되

었다. 

이어 인근 일대에 묘소가 있는 10세 

평간공(平簡公, 諱 公義), 11세 문경공

(文敬公, 諱 脩), 충간공(忠簡公, 諱 理), 

판사공(判事公, 諱 齊)부군의 한식절사

도 봉행되었다.

사숙공(원종 15년, 1274년~충혜왕 

3년, 1342년)은 고려 충선(忠宣), 충숙

(忠肅), 충혜(忠惠)왕조 때의 문신으로 

일찍이 과거에 급제하여 여러 현관(顯

官)을 역임하였으며 상당부원군(上黨

府院君)에 책봉되고, 삼중대광도첨의

우정승(三重大匡都僉議右政丞)에 올

랐으며 69세에 별세했다. 

문간공파종회(회장 석구)는 지난 4

월 7일(음 3월 7일) 석구회장 등 50여

명의 일가가 참석한 가운데 진접읍 금

곡리소재 신재사당에서 문간공부군의 

599주기 기신제를 봉행하였다. 초헌관

에 봉수봉사손, 아헌관에 석희문양공

파회장, 종헌관에 상량참판공파회장, 

축관에 동훈일가가 분방되었으며 종

호 중앙회 제전부회장으로 집례로 엄

숙하고 경건하게 봉행하였다.

석구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화창하

고 청명한 날씨에 문간공선조님의 기

신제를 봉행하게 됨을 기쁘게 생각하

며 코로나 시국에도 불구하고 많이 

참사해주신 일가분들께 감사함을 전

하였다.

한편 지난 5월 17일에는 석구회장 

등 50명의 후손이 참사한 가운데 문간

공 배위의 기신제를 봉행하였다. (초헌

관 봉수봉사손, 아헌관 춘섭일가, 종헌

관 완수일가)

문간공(文簡公.諱 尙敬.12世. 

1360~1423)부군은 조선 개국공신이

시며 영의정 등을 역임하신 서원부원

군(西原府院君)이시고 배위는 마한국

대부인 해주오씨(馬韓國大夫人 海州

吳氏) 이시다.  (문간공파종중 택영)

사숙공(諱 渥.9世)부군 한식절사 봉행

10세 평간공 · 11세 문경공 · 충간공 · 판사공부군도

문간공(諱 尙敬.12世)부군 599주기 기신제 봉행

진접읍 금곡리 신재(信齋)사당에서

사숙공부군 한식절사 봉행

문간공부군 기신제 봉행)

(재)청주한씨장학회(이사장 태락)

는 지난 5월 14일(토) 12시 충북 영동

군 황간면 난곡리 소재 시조부군의 탄

생유지인 청한각 경내에서 갑수명예

회장을 비롯한 임원, 장학생, 학부모 

등 80여명의 일가들이 참여한 가운데 

2022년도 제1회 장학증서 수여식을 

갖고 대학원생 1명, 대학생 35명, 고등

학생 19명 등 55명의 장학생에게 총 4

천 550만 원의 장학금을 지급했다.

시조부군의 탄신제 봉행 후 시행된 

장학증서 수여식은 태락이사장의 인

사에 이어 장학증서 수여, 장학생대표

(고려대학교 한동민)선서, 기념촬영의 

순으로 진행되었으며, 임원들과 학부

모들이 장학생들에게 축하와 함께 면

학을 격려하고 장학생들은 학업에 정

진하여 국가와 사회에 기여하는 청주

한문의 역군이 될 것을 다짐하는 축제

의 한마당이 되었다.

태락이사장은 인사말을 통해 우리가 

시조부군의 탄생유지인 청한각에서 

장학증서를 수여함에는 우리의 뿌리

와 근원을 알아야 한다는 뜻 깊은 의미

가 있다. 

청주한문의 시조이신 위양공부군은 

1,000여 년 전에 이곳 영동군 황간면 

난곡리에서 태어나셨고 큰 뜻을 품고 

청주지역으로 이전하여 용개 뜰을 개

척하고 무농정을 세워 영농을 권장하

고 향학을 일으키셨으며 서기 928년 

고려태조 왕건이 후백제의 견훤을 정

벌하기 위해 청주지역을 지날 때 10만 

병사에게 군량미와 음용수를 제공하

고 몸소 출정하여 삼한통합에 큰 공을 

세우신 분이다. 

이에 문하태위(국무총리급)의 벼슬

에 올랐고 삼중대광개국벽상공신에 

녹훈되었으며, 청주라는 본관을 부여

받아 지금까지 내려오고 있는 것이다. 

훌륭한 선조님의 긍지를 이어받아 

목표를 세우고 정진노력해서 국가와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훌륭한 인재

로 거듭나서 한문을 더욱 빛내주길 

바란다. 

앞으로 장학기금을 확충해서 많은 

후손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장학생 여러분들도 사회에 진출하면 

큰 관심으로 참여해 주기를 바란다는 

격려와 당부를 하고 장학재단의 기반 

조성과 운영에 기여해주신 임원분들

과 일가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한편 지난 3월 29일에는 2022년도 

정기이사회를 개최하고 주요 사업계

획 및 세입·세출 예산(안)과 장학금 

지급액 및 배정기준을 확정 의결하

였다.

(재)청주한씨장학회는 지난해 12월 

서울시교육청의 법인설립 허가 승인

을 받아 기본재산 33억 5천만원의 기

금으로 운영하고 있다.

(재)청주한씨장학회, 제1회 장학증서 및 장학금 수여 

청한각(淸韓閣)에서 55명의 후손에게 4,550만원

장학생 대표(고려대학교 한동민) 선서

장학재단 현판식 기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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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장학회장 및 시도회장과 장학생 기념사진

종수감사공감사와 장학생

추태광천공회장과 장학생

복섭낙안공회장과 장학생

태락중앙회장과 장학생 근우세마공회장과 장학생

연동판관공회장과 장학생

광시와공회장과 장학생

동경부산회장과 장학생

청주한씨장학회 장학생 명단
단위장학회 광역시도 성 명 학 교 명

중앙

한병기 텍사스주립대대학원 토목과 2학년

한동민 고려대학교 경영학과 2학년

한석범 동아대학교 건축학과 3학년

한석훈 계명대학교 화학공학과 3학년

한동주 건국대학교 신산업융합학과 1학년

한재원 동덕여자대학교 약학과 1학년

한수영 대성고등학교 2학년

조효근 수내고등학교 1학년

박민찬 지산고등학교 1학년

세마공

한재만 대진대학교 환경에너지공학과 2학년

한재연 숙명여자대학교 경영학부 1학년

이충택 인제대학교 임상병리학과 1학년

한서연 신구대학교 사진영상미디어학과 1학년

한유정 중앙대학교사범대학부속고등학교 3학년

한병준 도담고등학교 3학년

시와공

윤성현 가천대학교 체육학과 3학년

박지호 서울대학교 성악과 4학년

박혜수 대진대학교 데이터사이언스학과 2학년

단위장학회 광역시도 성 명 학 교 명

시와공
한상진 수원과학대학교 간호학과 1학년

김원겸 서라벌고등학교 3학년

광천공

한진구 순천향대학교 전자공학과 3학년

한상준 공주대학교 산업시스템공학과 3학년

한지수 매향여자정보고등학교 1학년

한예은 형석고등학교 1학년

판관공

한승윤 세종대학교 법학과 4학년

한민지 아주대학교 응용화학생명공학과 4학년

한예림 동안고등학교 1학년

국산공
한재희 조선대학교 약학과 1학년

한원희 건국대학교 융합인재학과 2학년

감사공

한승수 한국항공대학교 신소재공학과 1학년

한서진 한국외국어대학교 동유럽학대학 1학년

한준하 선덕고등학교 3학년

성호공

한호민 삼괴고등학교 3학년

한혜린 삼괴고등학교 1학년

박일안 청북고등학교 3학년

청암공
곽해연 공주대학교 독어독문학과 4학년

한채은 북일여자고등학교 2학년

단위장학회 광역시도 성 명 학 교 명

대구경북 강태록 리츠메이칸대학교 건축공학과 4학년

충정공 한민규 서울시립대학교 경영학과 4학년

교위공 한효민 성균관대학교 경영학과 4학년

청파공 김희섭 가톨릭대학교 회계학과 3학년

서범공 한지원 서울경희대학교 국제대학 2학년

낙안공 한하은 조선이공대학교 뷰티아트과 1학년

대전 한주희 협성대학교 컴퓨터공학과 2학년

부산 한윤수 동앙대학교 태권도학과 1학년

이원공 한상완 가천대학교 경영학과 4학년

인천 박도현 인천예일고등학교 2학년

충성공 김세영 한양대학교 산업공학과 1학년

서울

한명훈 연세대학교 대기과학과 2학년

한재혁 저현고등학교 2학년

지서현 공항고등학교 2학년

전북 한다경 인덕대학교 융합기계공학과 2학년

대구 한석규 인하대학교 국어교육학과 4학년

경남 한성훈 마산공업고등학교 3학년

광주 한초연 전남여자고등학교 2학년



대구·경북 종친회(회

장 태락)는 코로나19로 

정부의 방역지침에 따라 

집단모임이 제한되어 매

년 5월 첫째 토요일에 개

최하던 정기총회를 연기

하여 왔으나 그동안 정부

와 국민들의 백신접종 등 

방역 노력으로 모임제한

이 완화됨에 따라 지난 5

월 21일(토) 11시 청한회관에서 재영, 

희섭고문님, 강락 명예회장님을 비롯

한 종친 일가 6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정기총회를 개최하였다.

주요 안건으로는 가) 2021년도 세입 

세출 결산 나) 2022년도 세입 세출 예

산안 및 주요 종사운영 계획안의 건을 

원안 가결 하였으며 다) 임원 개선으

로는 회장 태락 유임, 수석부회장 국

선 선임, 감사 소현, 병수 유임, 총무이

사 상대, 재무이사 경석 선임이 되고 

이외의 모든 임원들은 유임하기로 하

였다. 
� (대구경북종친회)

대구 · 경북종친회 정기총회 개최

대구경북종친회�정기총회

신임 선교회장 선임

사숙공추모회(회장 규

동)는 지난 6월 29일 태

락중앙회장, 규동회장, 

선교회장 등 회원 30명

이 참석한 가운데 종로

3가 이대감 식당에서 임

시총회를 개최하고 전년

도 결산 및 2022년도 예

산(안)을 가결한 후 임원 개선을 통해 

신임회장으로 선교충성공파회장을 

추대 선임하고, 진수(판사공파) 병양

(안양공파)일가를 신임감사로 선임하

였다.

신임선교회장은 수락인사를 통해 사

숙공부군의 훌륭한 유지를 받들고 일

가 간 화합돈목을 위해 힘써 노력하겠

다고 밝히고 회원분들의 적극적인 동

참과 성원을 당부하였다. 

중앙회 의구(懿九)이사

(사진 중앙의 우측 첫 번

째)는 지난 4월 1일(음 3

월 1일) 안성시 서운면 동

촌 선영에서 많은 일가친

지들이 참석한 가운데 선

고(蒼岩公.諱 春燮)의 3년 

탈상제를 묘제로 봉행하

고 묘비(25대 중앙종친회

장 韓基虎 撰)를 건립하였다.

창암공은 2대에 걸쳐 서운면장을 지

내면서 지역민들의 존경을 받았고 특

히 안성읍과 서운면간의 도로 확포장

과 교량사업에 공이 크고 문화사업(문

화원, 향교)에도 관심이 많으셨다. 효

행이 지극하여 四隣의 추천으로 1976

년 안성향교 석존제 후에 효행표창을 

받았으며 한학과 시문에 조예가 깊고 

중앙회 자문위원으로 종사 에도 관심

있게 참여하셨다. 효와 숭조사상이 희

박해지는 사회 분위기 속에서 3년 탈

상묘제를 봉행하고 묘비를 세운 의구

이사의 효행은 의미가 있기에 소식을 

전한다.
�(협소제공(휘�효상)파종중회장�영섭)

청한산악회(회장 삼랑)

는 지난 5월 22일(일) 삼

랑회장을 비롯 달섭고문 

등 회원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과천소재 서울대

공원 삼림욕장 둘레길을 

트래킹한 후 2022년도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전

년도 결산(안) 승인에 이

어 임기가 만료된 삼랑회장과 감사(호

석, 창근) 등 집행부 임원을 재선임 하

였다.

삼랑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그동안 

코로나19의 영향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선조님의 음덕으로 건강하

게 회원분들과 함께 산행을 하고 정기

총회를 개최함에 감사함을 전하고, 회

원 모두가 한마음으로 뜻을 모아 중앙

회 종사운영과 발전에도 기여하는 산

악회로 더욱 발전시켜 나가자고 독려

하였다.

의구이사, 先考 3년 탈상묘제 봉행 및 묘비 건립

청한산악회 제25기 정기총회 개최
전년도 결산(안) 승인 및 삼랑회장 재선임

사숙공추모회�임시총회

청한산악회�정기총회�기념

사숙공추모회 임시총회 개최

한편 서울·수도권청

장년회(회장 대석)는 지

난 6월 11일 35명의 회원

과 가족이 참여한 가운데 

1박 2일의 일정으로 울산

과 경주일원으로 친목도

모와 결속을 다지는 정기

야유회를 다녀왔다. 관광

동굴로 개발된 자수정동

굴나라, 신라 문무대왕의 왕비가 죽은 

후 문무대왕을 따라 호국룡이 되어 대

왕암 밑으로 잠겼다는 신비한 전설을 

지닌 대왕암공원, 국내 최대 규모의 대

나무숲 힐링공간 십리대숲길, 은하수가 

흐르는 듯 불빛 야경이 환상적인 은하

수길 등 테마정원인 태화강국가정원에 

이어 천년고도 경주 해안가의 부채꼴

주상절리로 유명한 파도소리길, 대표적 

관광명소인 불국사와 첨성대, 대릉원을 

둘러본 후 뜻 깊고 즐거운 일정을 마무

리 하였다. 본 행사에 함께 참여하고 성

원을 보내주신 부산의 동경회장님과 울

산의 일수회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임원

분들께 지면을 통해 감사드린다. 
(산악회�·�청장년회�총무�상분)

서울 · 수도권청장년회 울산·경주로 친목야유회

청장년회�야유회�기념

삼등공파종중회(회장 

병철)는 지난 5월 17일 

문정공배위 기신제 봉행 

후 율동소재 문정사 인근

에서 40여명의 회원이 참

석한 가운데 정기총회를 

개최하였다.

결산보고와 예산(안)을 

확정 의결하고 위토 임대 

처리의 건은 집행부에 위임하였으며, 

정기총회는 문정공배위 기신제 후 개

최하고 회계연도는 당년 6월 1일부터 

익년 5월 31일로 의결하였다.

한편 순번제에 의한 차기 문정공파

회장은 성익총무를 추천하기로 하였

으며 택영일가를 총무로 지명하였다. 
(삼등공파�총무�성익)

삼등공(15世.諱 士信)파종회 정기총회 개최

삼등공파�정기총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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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사회를 대표

하는 1세대 인권변

호사로 60년 가까

이 민주화와 인권 

신장에 기여한 한승

헌 고문(변호사, 공

안공파 33세)이 지

난 4월 20일 향년 88세로 별세하셨다. 

1934년 전북 진안군에서 태어난 고인

은 전북대 정치학과를 졸업하고 1957

년 제8회 고등고시 사법과에 합격, 

1960년 검사로 임관해 5년간 통영지

청·법무부 검찰국·서울지검 등에서 

근무했으며, 1965년 변호사로 개업한 

뒤 ‘분지 필화사건’(1965)을 시작으로 

인권변호 활동을 하시었으며 동백림 

사건(1967) 등 굵직한 시국사건을 도

맡아 참여하시었다. 국민주신문 <한

겨레> 창간위원장을 맡았고 시국사건 

변호사들이 모인 정법회(일명 정의실

천 법조인회)를 모태로 한 ‘민주사회

를 위한 변호사모임’ 발족에도 참여하

셨다.

제17대 감사원장, 사법제도개혁추진

위원회 공동위원장 등을 역임하시었

으며 2018년 민주화운동과 사법개혁

에 헌신한 공로를 인정받아 국민훈장 

무궁화장을 수훈 받으신 고인은 중앙

종친회의 장학기금 조성 등 종사 발전

에도 크게 기여를 하신 청주한문의 존

경받는 큰 어른이시다. 삼가 고인의 명

복을 빕니다.

한승헌(韓勝憲)고문 (17대 감사원장) 별세

대전 한국족보박물관이 소장한 `청

주한씨 세보(淸州韓氏世譜)’ 가 대전

시 유형문화재 제60호로 지정됐다.

대전시 문화재위원회는 광해군 9년

(1617) 봄에 간행된 청주한씨 족보의 

초간본으로 현재 남아있는 수량이 희

소하고, 보학 및 청주한씨 인물 연구에 

매우 귀중한 자료라고 지정 이유를 설

명했다.

특히 17세기 초에 제작된 다른 족보

가 부계 혈족 중심의 족보로 이행되는 

과도기적 형태를 보이는데 비해, 청주

한씨 세보는 부계 혈족 중심의 족보 형

태가 이른 시기에 완성돼 족보사적으

로 중요한 자료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청주한씨 세보 초간본은 70장을 인

쇄한 내지를 반으로 접은 뒤, 끈으로 

엮은 선장본 1책으로 만들어졌으며, 

만력45년 정사년에 간행했다고 하여 

청주한씨 만력보(萬曆譜) 또는 청주한

씨 정사보(丁巳譜)라고도 부른다.

한국족보박물관은 1층 기획전시실

에서 원본 자료를 전시하고 있으며, 향

후 자료에 대한 세밀한 연구를 거쳐 청

주한씨 초간본 특별전을 개최할 예정

이라고 밝혔다.
(충성공파 한선교회장)

한상기(韓相麒 참의공파회장)박사가 

지난 4월 27일 농촌진흥청 농업기술 

명예의 전당에 헌액(獻額) 되었다. 농

업기술의 개발과 보급을 통해 식량난 

해결에 공헌하여 농업공로자로 선정

된 이번 헌액식에는 한상기 회장 등 4

명이 선정되었으며, 2015년 처음 시작

된 역대 명예의 전당에는 고 우장춘박

사와 고 김인환 농업진흥청장이 헌액

된데 이어 올해 2번째 대상자를 선정

하였다.

농학계의 슈바이처라 칭하는 한상기 

박사는 1970년대 아프리카의 주식 작

물인 카사바, 고구마, 얌, 바나나 등 병

해에 강하고 수확성이 높도록 개량하

여 보급함으로써 아프리카 식량난을 

해소한 공로로 농민의 왕이라는 칭호

와 함께 아프리카 최초의 한인추장(까

만나라노란추장)이 되었으며, 아프리

카에 20년간 머물면서 60여개국에 많

은 인재를 양성하여 기술을 보급하고 

식량난 해소에 이바지한 공로가 인정

되어 이번 명예의 전당에 헌액 되었다. 
 (장도공파 한만교회장)

한상기박사(참의공파회장) 농업기술 명예의 전당 헌액 

◈회비  ·  헌성금  ·  종보대
   국민은행 009901-04-016841 예 금 주  청주한씨중앙종친회
◈인터넷족보 수단금
   국민은행 009901-04-016854 예 금 주  청주한씨중앙종친회
◈장학기금 출연기부금
   국민은행 009901-04-171067 예 금 주  (재)청주한씨장학회

중앙종친회 계좌번호 안내

한관우(韓官愚, 

문정공파 30세, 사

진)일가가 지난 5월 

부산 충렬사(忠烈

祠) 안락서원(安樂

書院) 원장에 취임

하였다. 한(韓) 원장

은 수도사범대학을 졸업한 뒤 중학교 

교사, 학교법인 명인학원 이사장을 거

쳐 성균관유도회(成均館儒道會) 총본

부 부회장을 역임했다.

충렬사는 임진왜란 때 순절하신 동

래부사 송상현(宋象賢)을 비롯한 공신

(功臣)들을 모시는 사당이며, 안락서원

은 여기에 모신 선열들의 불굴의 투쟁

정신과 충정을 사표로 삼아 후학을 양

성하던 교육기관으로 선조 38년(1605

년) 동래부사 윤훤(尹暄)이 임진왜란 

때 순절한 충렬공(忠烈公) 송상현을 봉

사(奉祀)하기 위하

여 동래읍성 남문 

안에 송공사(宋公

祠)를 건립하였던 

것이 그 시초가 되

었다. 그 후 1624년

(인조 2년) 당시 선

위사(宣慰使) 이민

구(李敏求)의 청에 

의하여 사액(賜額)

이 내려지게 되었으

며, 그 후 부산첨사

(釜山僉使) 정발(鄭

撥), 다대첨사(多大僉使) 윤흥신(尹興

信) 등 현재 93위의 위패를 봉안하고 

있는 곳으로 매년 지역 유림에서 춘추

로 제향을 봉행해 오고 있다

안락서원(安樂書院)은 임진왜란 때 

이 고장에서 순절하신 충신열사를 배

향하고 있는 서원이므로 1864년(고종 

2년) 흥선대원군이 전국의 서원을 철

폐할 때도 그 대상에서 제외되었으며, 

충렬사는 1972년 부산시 유형문화재 

제7호로 지정된 곳이다.

한관우 원장은 선열들께서 남기신 

업적에 누가 되지 않도록 열과 성을 다

하여 안락서원의 전통을 지키고 더 발

전하는 서원이 되기 위하여 최대 현안

사업인 안락서원 복원사업에 지역유

림의 지혜와 힘을 모아 가시적 성과를 

거두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해 나갈 것

이라 밝혔다.  (부산시 한동경 회장)

충렬사(忠烈祠) 안락서원(安樂書院) 한관우(韓官愚)원장 취임

충렬사 전경 / 忠烈祠 全景

중앙 우측 한상기박사, 좌측에서 두 번째 한만교회장

대전시 유형문화재 제60호 지정돤 
청주한씨 세보

청주한씨세보 대전시유형문화재 지정
족보박물관 특별전 예정

고 한승헌고문

한관우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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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회비(1~6월)� 단위:원

이 름 금 액

태락 중앙회장  3,000,000 

규백 부회장(회양공파회장)  1,000,000 

기일 부회장(현령공파회장)  1,000,000 

두환 부회장(이랑공파회장)  1,000,000 

상기 부회장(참의공파회장)  1,000,000 

석구 부회장(유적관리)  1,000,000 

석인 부회장(충정공 휘방도 회장)  1,000,000 

석희 부회장(문양공파 회장)  1,000,000 

재국 부회장(판사공파회장)  1,000,000 

종엽 부회장(경기 남양주시)  1,000,000 

진수 부회장(기획부회장)  1,000,000 

효근 부회장(직장공문중 회장)  1,000,000 

효동 고문(대전 중구)  1,000,000 

갑수 부회장(대전시회장)  500,000 

광전 부회장(경기도회장)  500,000 

근준 부회장(조직부회장)  500,000 

대석 부회장(청년부회장)  500,000 

삼랑 부회장(수석부회장)  500,000 

상락 부회장(서울시회장)  500,000 

상원 부회장(광주시회장)  500,000 

영교 부회장(전북도회장)  500,000 

일용 부회장(섭외부회장)  500,000 

정식 부회장(제주도회장)  500,000 

종수 부회장(장학부회장)  500,000 

종호 부회장(제전부회장)  500,000 

찬규 부회장(충의공파 회장)  500,000 

흥교 운영위원(세건공종중회장)  500,000 

강 자문위원(경기 안산시)  300,000 

효섭 고문(부산 연제구)  200,000 

구현 자문위원(직장공문중)  200,000 

기천 자문위원(인천 동구)  200,000 

길수 자문위원(서울 광진구)  200,000 

동협 자문위원(경기 평택시)  200,000 

복섭 자문위원(전남 강진군)  200,000 

상기 자문위원(인천 서구)  200,000 

영수 자문위원(서울 서대문구)  200,000 

철수 자문위원(서울 관악구)  200,000 

춘섭 자문위원(경기 성남시)  200,000 

창섭 자문위원(인천 강화군)  200,000 

경석 겸임이사(서울 강남구)  200,000 

규석 겸임이사(경기 김포시)  200,000 

기송 겸임이사(충남 서산시)  200,000 

기완 겸임이사(경기 수원시)  200,000 

길우 겸임이사(충남 서산시)  200,000 

도영 겸임이사(인천 중구)  200,000 

상렬 겸임이사(제전부장)  200,000 

상식 겸임이사(경북 경산시)  200,000 

상일 겸임이사(서울 노원구)  200,000 

순자 겸임이사(부녀부장)  200,000 

시근 겸임이사(종무부장)  200,000 

윤동 겸임이사(경기 김포시)  200,000 

정석 겸임이사(서울 송파구)  200,000 

종언 겸임이사(서울 종로구)  200,000 

창수 겸임이사(제주 서귀포시)  200,000 

태호 겸임이사(인천 중구)  200,000 

현수 겸임이사(경기 고양시)  200,000 

영섭 겸임이사(회양공파)  200,000 

인섭 겸임이사(경기 광명시)  200,000 

종원 겸임이사(회양공파)  200,000 

진덕 운영위원(서울 동작구)  200,000 

규아 운영위원(회양공파)  200,000 

영식 운영위원(서울 서초구)  200,000 

광옥 고문(서울 강남구)  100,000 

희섭 고문(대구 달서구)  100,000 

승남 자문위원(광주 북구)  100,000 

경남 겸임이사(대전 동구)  100,000 

귀성 겸임이사(전북 전주시)  100,000 

기만 겸임이사(서울 송파구)  100,000 

부동 겸임이사(부산 남구)  100,000 

상철 겸임이사(광주 서구)  100,000 

성규 겸임이사(경기 광주시)  100,000 

성욱 겸임이사(서울 강북구)  100,000 

수창 겸임이사(서울 성동구)  100,000 

종남 겸임이사(광주 서구)  100,000 

화교 겸임이사(경기 부천시)  100,000 

갑창 운영위원(전북 전주시)  100,000 

교희 운영위원(경기 안양시)  100,000 

기선 운영위원(강원 동해시)  100,000 

기선 운영위원(서울 성동구)  100,000 

기화 운영위원(경기 화성시)  100,000 

동훈 운영위원(경기 파주시)  100,000 

만흥 운영위원(서울 송파구)  100,000 

범석 운영위원(서울 구로구)  100,000 

상관 운영위원(대구 달서구)  100,000 

상기 운영위원(서울 동작구)  100,000 

상분 운영위원(경기 안양시)  100,000 

승욱 운영위원(경기 안산시)  100,000 

우석 운영위원(전남 영광군)  100,000 

인희 운영위원(경기 고양시)  100,000 

철동 운영위원(충남 당진시)  100,000 

철희 운영위원(대전 서구)  100,000 

홍규 운영위원(광주 동구)  100,000 

희자 운영위원(광주 남구)  100,000 

남교 겸임이사(서울 동대문구)  95,000 

합  계� 32,295,000

일반찬조헌성금(1~6월)� 단위:원

이 름 금 액

태락 중앙회장  2,500,000 

합  계� 2,500,000

개인종보비(1~6월)� 단위:원

이 름 금 액

영수(제주 제주시)  120,000 

근준 부회장(조직부회장)  100,000 

기창(충남 당진시)  100,000 

삼랑 부회장(수석부회장)  100,000 

석춘(대구 서구)  100,000 

안동(대전 대덕구)  100,000 

용수(경기 고양시)  100,000 

창영(경남 남해군)  100,000 

춘섭 자문위원(경기 성남시)  100,000 

효동 고문(대전 중구)  100,000 

광률(부산 연제구)  50,000 

기석(서울 강동구)  50,000 

기성(경기 군포시)  50,000 

기헌(서울 노원구)  50,000 

문희(서울 동대문구)  50,000 

민교(충남 천안시)  50,000 

상덕(강원 평창군)  50,000 

상분 운영위원(경기 안양시)  50,000 

상천(경기 수원시)  50,000 

상호(서울 관악구)  50,000 

상훈(경기 고양시)  50,000 

석우 겸임이사(경기 용인시)  50,000 

성환(경남 밀양시)  50,000 

윤우(서울 송파구)  50,000 

정수(광주 동구)  50,000 

진섭(광주 북구)  50,000 

창우(서울 송파구)  50,000 

창호(대구 서구)  50,000 

철희(서울 강남구)  50,000 

흥수(서울 도봉구)  50,000 

경석(전남 영광군)  30,000 

광수(대전 서구)  30,000 

규상(경기 김포시)  30,000 

기석(서울 노원구)  30,000 

도연(경기 군포시)  30,000 

동순(전남 해남군)  30,000 

명희(광주 서구)  30,000 

문교(충북 청주시)  30,000 

삼식(강원 원주시)  30,000 

상갑(서울 강동구)  30,000 

상길(경기 수원시)  30,000 

상남(서울 구로구)  30,000 

상용(대구 수성구)  30,000 

상준(경기 군포시)  30,000 

상철(경기 양주시)  30,000 

성규(경기 구리시)  30,000 

술희(경북 구미시)  30,000 

영대(경남 진주시)  30,000 

영상(경기 양평군)  30,000 

용관(서울 송파구)  30,000 

원열(전북 완주군)  30,000 

윤교(경북 포항시)  30,000 

의박(전남 순천시)  30,000 

인석(경기 하남시)  30,000 

재영(대구 수성구)  30,000 

재훈(경북 문경시)  30,000 

정식(서울 동작구)  30,000 

정웅(서울 송파구)  30,000 

종윤(전남 나주시)  30,000 

종훈(경기 구리시)  30,000 

준희(서울 서초구)  30,000 

창수 겸임이사(제주 서귀포시)  30,000 

천석(서울 종로구)  30,000 

철수 자문위원(서울 관악구)  30,000 

태진(경북 경주시)  30,000 

평전(경기 수원시)  30,000 

흥교(대구 남구)  30,000 

강현(충남 아산시)  20,000 

경남(부산 서구)  20,000 

경석(경기 시흥시)  20,000 

관영(경기 용인시)  20,000 

광전 부회장(경기도회장)  20,000 

규성(인천 계양구)  20,000 

규장(충남 천안시)  20,000 

균선(대전 서구)  20,000 

기수(전북 임실군)  20,000 

기엽(경남 사천시)  20,000 

기천 자문위원(인천 동구)  20,000 

대규(인천 부평구)  20,000 

덕수(서울 금천구)  20,000 

도영 겸임이사(인천 중구)  20,000 

동수(서울)  20,000 

동수(서울)  20,000 

두식(서울 종로구)  20,000 

민(전북 전주시)  20,000 

병덕(서울 강북구)  20,000 

병재(전북 임실군)  20,000 

병진(전북 남원시)  20,000 

봉기(경기 용인시)  20,000 

상관 운영위원(대구 달서구)  20,000 

상기 부회장(참의공파회장)  20,000 

상기 운영위원(서울 동작구)  20,000 

상덕(서울 서대문구)  20,000 

상락 부회장(서울시회장)  20,000 

상수(충남 서산시)  20,000 

상욱(충남 청양군)  20,000 

상태(서울 도봉구)  20,000 

상태(인천 강화군)  20,000 

상훈(경기 성남시)  20,000 

석구 부회장(유적관리)  20,000 

성명,주소불명  20,000 

순례(서울 관악구)  20,000 

승남 자문위원(광주 북구)  20,000 

시근 겸임이사(종무부장)  20,000 

양섭(전남 화순군)  20,000 

양현(광주 서구)  20,000 

우식(강원 강릉시)  20,000 

운석(충남 서천군)  20,000 

윤동 겸임이사(경기 김포시)  20,000 

인희 운영위원(경기 고양시)  20,000 

재술(전북 김제시)  20,000 

재식(경남 함양군)  20,000 

재언(서울 성동구)  20,000 

정석(서울 금천구)  20,000 

정수(서울 광진구)  20,000 

종대(경기 하남시)  20,000 

준석(경남 하동군)  20,000 

중섭(서울 영등포구)  20,000 

찬규 부회장(충의공파 회장)  20,000 

창섭 자문위원(인천 강화군)  20,000 

천덕(강원 원주시)  20,000 

철수(서울 도봉구)  20,000 

태식(서울 동작구)  20,000 

한계희(충의공파)  20,000 

한관희(충의공파)  20,000 

한동희(충의공파)  20,000 

한무희(충의공파)  20,000 

한문석(충의공파)  20,000 

한문수(충의공파)  20,000 

한문희(충의공파)  20,000 

한복규(충의공파)  20,000 

한상은(충의공파)  20,000 

한신희(충의공파)  20,000 

한양수(충의공파)  20,000 

한장규(충의공파)  20,000 

한종찬(충의공파)  20,000 

한충수(충의공파)  20,000 

한택규(충의공파)  20,000 

현수 겸임이사(경기 고양시)  20,000 

홍섭(경기 양주시)  20,000 

화교 겸임이사(경기 부천시)  20,000 

희진(서울 성동구)  20,000 

영성(충북 청주시)  15,000 

합  계�  4,645,000 

단체종보비(1~6월)� 단위:원

이 름 금 액

검교참판공파종중  200,000 

광주시종친회  200,000 

마포구종친회  200,000 

전북도종친회(영교)  200,000 

한씨종보대(경북 안동)  200,000 

감사공안산종중  100,000 

곡성군종친회  100,000 

대전시종친회  100,000 

도정공종친회  100,000 

시와공종중  100,000 

판서공송산종중  60,000 

합  계�   1,560,000 

시조부군탄신제헌성금� 단위:원

이 름 금 액

 갑수 명예회장  1,000,000 

 태락 중앙회장  1,000,000 

 추태 고문(전 중앙회장)  300,000 

 서원군파종중(길수)  200,000 

 문양공파종중(석희)  100,000 

 월포공종중(임동)  100,000 

 시와공종중(광)  100,000 

 판관공파종중(연동)  100,000 

 장헌공파종중(길우)  100,000 

 참의공파안산종중(승은)  100,000 

 부산시종친회(동경)  100,000 

 대전시종친회(갑수)  100,000 

 삼랑(수석부회장)  100,000 

 범석 운영위원(서울 구로구)  100,000 

 흥우(경기 군포시)  100,000 

 갑전(충남 천안시)  50,000 

 상동(서원군파) 화성시   50,000 

 대석(청년부회장)  50,000 

 복섭(낙안공파회장)  50,000 

 상기(청원위파) 인천  50,000 

 창수(검참공파)  50,000 

 선교(충성공파회장)  제주 

합  계�    3,9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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