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차회관기금 조성내역 정래혁 회장님 재임시 년2 ( 1995 )✽ 前

성 명 금  액 주      소

1 丁來赫              20,000,000 서울 송파구 가락동 

2 丁海麟              20,000,000 서울 서초구 서초동 

3 丁海洙              10,000,000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4 丁 一              10,000,000 서울 서대문구 연희 동 1

5 丁 鎭              10,000,000 서울 서대문구 불광동 

6 丁判基              10,000,000 서울 강남구 논현동

7 丁永植              10,000,000 경기 광명시 철산동 

8 丁載守              10,000,000 경기 고양시 원당동 

9 丁圭守               5,000,000 서울 종로구 인의동 

10 丁德均               5,000,000 경기 고양시 주엽동

11 丁世均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12 丁克               3,000,000 서울 양천구 목동 

13 丁時采               2,000,000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14 丁寬河               2,000,000 서울 성북구 하월곡 동 2

15 丁普聲               2,000,000 서울 서초구 서초동 

16 丁明植               2,000,000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17 丁鎭玉               2,000,000 서울 동작구 신대방동

18 丁炳立               2,000,000 서울 도봉구 방학동 

19 丁坪燮               2,000,000 서울 강남구 역삼동 

20 丁炳植               2,000,000 광주 동구 용산동 

21 丁昌奎               2,000,000 경기 성남시 금광동

22 丁義鍾               2,000,000 경기 고양시 고양동 

23 丁聖洙               1,000,000 전남대학고 치과대학장

24 丁奎祥               1,000,000 전남 해남군 삼산면 

25 丁吉泰               1,000,000 전남 장흥군 관산읍 

26 정종권               1,000,000 전남 순천시 대룡동 

27 丁海東               1,000,000 전남 보성군 회천면 

28 丁建壽               1,000,000 전남 보성군 보성읍 

29 丁文昌               1,000,000 아시아나자동차 사장

30 丁海男               1,000,000 서울 중랑구 면목 동 2

31 정종홍               1,000,000 서울 용산구 갈월동 

32 丁洪來               1,000,000 서울 송파구 풍납동 

33 丁左鎭               1,000,000 서울 성동구 

34 丁明植               1,000,000 서울 서대문구 연희 동 2

35 丁炳玉               1,000,000 서울 서대문구 남가좌동 

36 丁丙泰               1,000,000 서울 도봉구 방학동 

37 丁成大               1,000,000 서울 구로구 구로동 

38 丁鍾勃               1,000,000 서울 관악구 남현동 

39 丁海中               1,000,000 서울 고양시 일산동 

40 丁炳錫               1,000,000 서울 강서구 화곡동 

41 丁炳英               1,000,000 서울 강북구 미아 동 9



42 丁萬杰               1,000,000 서울 강북구 미아 동 3

43 정준석               1,000,000 서울 강남구 역삼동 

44 丁幸聲               1,000,000 서울 강남구 논현동 

45 정명호               1,000,000 광주 전남대 치과대학장

46 정중대               1,000,000 광주 서구청 도시계획국장

47 정명호               1,000,000 광주 북구 중흥동 

48 정태규               1,000,000 광주 동구 지산동 

49 丁春秀               1,000,000 광주 동구 산수 동 3

50 丁甲聲               1,000,000 광주 동구 산수 동 2

51 丁潤夏               1,000,000 경북 포항시 효자동 

52 丁成壽               1,000,000 경남 울산시 동구 

53 丁性鎭               1,000,000 경남 마산시 합포구 

54 정종균               1,000,000 경기 안양시 동안구 

55 丁壹燮               1,000,000 경기 성남시 분당구 

56 丁奎鶴               1,000,000 경기 고양시 일산구 

57 丁時均               1,000,000 전북 전주시 진북동

58 丁明植               1,000,000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59 丁明植               1,000,000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60 丁辰水                  500,000 서울 성동구 사근동

61 정규태                  500,000 대전 중구 대흥 동 3

62 丁萬鎭                  500,000 대구 동구 신암 동 4

63 정명현                  500,000 광주 조대 의대교수

64 정광수                  500,000 광주 북구 중흥 동 3

65 정록성                  500,000 광주 동구 학동 

66 丁永來                  500,000 광주 동구 소태동 

67 정세진                  500,000 광주 동구 동명 동 1

68 丁海守                  300,000 전남 해남군 문래면 

69 정종태                  300,000 전남 보성군 보성읍 

70 丁潤國                  300,000 전남 나주시 금계동

71 丁渽鎬                  300,000 서울 중랑구 면목 동 7

72 정영탁                  300,000 대전산업대 

73 정재풍                  300,000 광주 서구 화정 동 3

74 丁炳晥                  300,000 광주 북구 운암동 

75 정호성                  300,000 광주 동구 학동 

76 丁達秀                  300,000 광주 동구 동대인동 

77 정정삼                  300,000 경기 의정부시

78 丁寅均                  200,000 전남경찰국 수사 계장2

79 丁萬燮                  200,000 서울 도봉구 창동 

80 丁宗煥                  200,000 광주 북구 두암동 

81 정병옥                  200,000 광주 북구 두암동

82 정송일                  200,000 광주 남구 백운 동 1

83 정무길                  200,000 광주 남구 각선동 

84 정만호                  100,000 전남 순천시

85 정병규                  100,000 전남 보성군 보성읍 

86 정영철                  100,000 전남 나주시 상명동

87 정영완                  100,000 대전 유천동 



88 정종민                  100,000 광주 서구 화정동 

89 정정현                  100,000 광주 북구 두암동 

90 정권성                  100,000 광주 동구 태동 

91 정병철                  100,000 광주 동구 운림동 

92 정영철                  100,000 광주 동구 소태동 

93 정봉진                  100,000 광주 동구 동염동

94 정순문                  100,000 광주 남구 월산 동 3

95 丁大喆                  100,000 광주 광산구 송정동

96 丁鶴鎭                  100,000 광주 광산구 세종고등학교

97 丁奎斗                  100,000 전북 익산시 남중동 

98 丁奎燮                   90,000 경남 마산시 회원동 

99 丁泰均                   50,000 충남 금산군 금산읍 

100 丁龍喆                   50,000 전북 정읍시 수성동 

101 정계수                   50,000 전북 남원시 주천면

102 丁炳三                   50,000 전남 영광군 백수읍 

103 정상락                   50,000 서울 동대문구 제기동 

104 丁海杰                   40,000 경북 의성읍 의성군수

105 정병선                   30,000 전북 정읍시 연지동 

106 정병채                   30,000 전북 정읍시 북면 

107 정도원                   30,000 전남 순천시 남정동

108 丁京烈                   30,000 전남 무안군 일로읍 

109 丁潤國                   30,000 전남 나주시 금계동 

110 정병룡                   30,000 서울 동작구 상도동

111 丁慶夏                   30,000 부산 중구 초량 동 6

112 정충식                   30,000 대전 중구 선화동 

113 정정숙                   30,000 광주 동구 계림동 

114 丁玉星                   30,000 경기 안산시 원곡 동2

115 정병채                   20,000 전북 정읍시 북면 

116 정정일                   20,000 전남 해남군

117 정정일                   20,000 전남 해남군

118 정양진                   20,000 충북 청주시 상당구 

119 정윤옥                   20,000 충북 제천시 덕산면 

120 정인옥                   20,000 충북 제천시 덕산면 

121 丁炳玉                   20,000 전북 진안군 동향면 

122 정병선                   20,000 전북 정읍시 연지동 

123 丁圭燮                   20,000 전북 남원시 하정동 

124 丁炳符                   20,000 전북 김제시 성덕면

125 정명식                   20,000 전남 영광군 영광읍 

126 정봉수                   20,000 전남 영광군 묘량면 

127 정병원                   20,000 전남 영광군 대마면 

128 丁鍾材                   20,000 전남 순천시 조곡동 

129 정래윤                   20,000 전남 순천시 조곡동 

130 丁東埰                   20,000 전남 순천시 별량면 

131 정홍규                   20,000 전남 순창군 금과면 

132 丁龍聲                   20,000 전남 담양군 대덕면 

133 정해득                   20,000 인천 부평구 부평 동 2



134 정문섭                   20,000 인천 동구 화평동 

135 丁相豪                   20,000 서울 성북구 성북 동 2

136 丁相豪                   20,000 서울 성북구 성북 동 2

137 정순경                   20,000 서울 마포구 아현 동 3

138 정일완                   20,000 서울 마포구 아현 동3

139 丁炳英                   20,000 서울 강북구 미아 동9

140 정만걸                   20,000 서울 강북구 미아 동 3

141 丁學均                   20,000 부산 사상구 학장동

142 정규조                   20,000 부산 모현동 가 제일아파트1

143 정경하                   20,000 부산 동구 초량 동 6

144 丁炳旭                   20,000 대전 중구 중촌동

145 丁明鎬                   20,000 광주시 서구 쌍촌동

146 정병춘                   20,000 광주 동구 운림동 

147 정춘수                   20,000 광주 동구 산수 동 3

148 정규하                   20,000 경북 영천시 화산면 

149 丁文奭                   20,000 경남 진해시 여좌동 

150 丁元錫                   20,000 경남 순천시 별량면 

151 丁奎燮                   20,000 경남 마산시 회원동 

152 정상선                   20,000 경남 마산시 합포구 

153 정한택                   20,000 경남 남원시 사매면

154 정광진                   20,000 경기 파주시 문산읍 

155 정창섭                   20,000 경기 오산시 오산동 

156 정광희                   20,000 경기 수원시 팔달구 

157 丁圭煥                   20,000 강원 강릉시 파일동 

158 정병조                   20,000 전북 전주시 금암동

159 정철수                   10,000 전북 정읍시 입압면 

합 계               181,170,0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