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임원 명단

대한국토계획학회 

발기인

(1959년)

강두기 고승제 김동욱 김옥준 김용진 김윤기

김익산 김해림 김호식 민한식 박노식 박인관

박철재 박희병 백진기 석영학 오석환 유창순

육지수 이봉수 이봉인 이은복 이정환 이창열

이채욱 이천승 이희준 장영상 정문기 정현준

주석균 주 원 최경열 최응상 태완선 황정철

현규환 현영일

연도 회장 부회장 상임이사 이사 감사

제1대
(1959.7~1967.5) 주  원 오석환

제2대
(1967.5~1969.5) 오석환 이은복

김경린 김옥준 김학소 김용진 강석오� 김의원 손정목 석영학 

박병주 주우원 이현경� 장영상 이상구 이일병 윤정섭 이봉수 

최종성 박노식

이성옥 홍성철

제3대
(1969.5~1974.4) 주  원 오석환 장영상

김경린 김선원 김의원 김학소 김행만� 노정현 석영학 손정목 

박노식 이문용 이한순� 윤정섭 윤진우 최종성 노융희 김용진 

박졍주 이성옥 한근배�주상길
백진기 한정섭

제4대
(1974.4~1978.2) 노융희 나상기 윤정섭

강병기 권태준 김경린 김선원 김용진� 김의원 김형만 노정현 

나상기 박병주 백진기�석 영학 손정목 이문용 이상구 이성옥 

이일병 이한순 차일석 주종원 최종성�황용주

강형기 정성환

제5대�
(1978.2~1980.2) 박병주 윤정섭 강병기 김안제 김  원 이성옥 손정목 

주종원 최상철

강태욱 권태준 김원만 김의원 김병린 김형만 노춘희 이일병 

이한순 임강원 임상하 장명수 장태옥 조대성 조재육 최창한 

한근배 황명찬 황용주

남궁용근 

정성환



연도 회장 부회장 상임이사 이사 감사

제6대

(1980.2~1982.2)
윤 정 섭 강병기 권태준

김안제 김 원 송영섭  이성옥  

주종원 최상철

김원만 김의원 김병린 김익진 김형국 노춘희 남궁용근

박우현 이한순 임강원 임상하 여홍구 조대성 조재육

장명수 장태옥 최창환 황명찬 황용주

정성환 유동주

제7대

(1982.2~1984.2)
강병기 권태준 김안제

김  원 김익진 여홍구 이인원 

주종원 황명찬

강홍빈 권상준 권원용 김의원 남궁용근 박우현 송영섭

이성옥 이현호 이  동 유  완 유원규 임강원 장명수

장태옥 전석홍 조재육 조정제 최상철 최창환 황용주

이규목 최병기

제8대�

(1984.2~1986.2)
권태준 김안제 주종원

김  원  김익진 송영섭  여홍구  

유원규  조정제

강홍빈 권원용 김원만 김형국 박기조 박수영 우명규 유 완 

이봉섭 이인원 이정식 임강원 장명수 장태옥 조덕규 조재육 

최상철 최창환 최효승 황명찬 황용주

이규목 최병기

제9대

(1986.2~1988.2)
김안제

주종원 김�원

장명수

김 원(~1987.2)�송영섭 � 여홍구

유 완  유원규 임강원(~1987.2.28)�

조정제

강길부 강홍빈 권원용 권태준 김영모 김형국 박수영 양동양 

이봉섭 임상하 장태옥 조대성 조재육 최병기 최병선 최상철 

최창의 최효승 한근배 황명찬 황용주

김수근 김창석

제10대

(1988.2~1990.2)
주종원

김 원 조정제

장태옥

권원용 김형국 송영섭 여홍구

유 완 유원규

강위훈 강홍빈 곽영훈 권태준 김안제 김영모 김창석 박기조 

박수영 서의택 손선태 양동양 오제세 이정구 이정식 임상하 

장명수 조대성 조재육 최병선 최상철 최효승 황명찬 황용주
김수근 안건혁

제11대 

(1990.2~1992.2)
김 원

조정제 유 완

한근배

권원용 김영모 김형국 남기명 

박기조 송영섭 여홍구 유원규 

이정식 정무용

강위훈 강홍빈 곽영훈 김경환 김광식 김대웅 김수근 김영하

김  인 김창석 김철수 박병규 박서호 박수영 서의택 송인성 

안건혁 양동양 오윤표 원제무 류동주 음성직 이건영 이동성 

이양재 이정구 임상하 임승빈 장성준 장태옥 조대성 최병선 

최상철 최창의 최효승 하성규 황기원 황명찬 황용주 황희연

이학동 정양희



연도 회장 부회장 상임이사 이사 감사

제12대

(1992.2~1994.2)
조정제

유 완 여홍구

조재육

권원용 김영모 박기조 송영섭 

양동양 이정식 임승빈 정무용 

최창의 황기원

강위훈 김광식 김동욱 김수근 김  영 김영하 김  인 김창석 

김철수 김철홍 박병우 노정현 박수영 박우서 박응격 서의택 

송인성 안건혁 오덕성 오윤표 원제무 류동주 유재현 이형일 

임창호 이양재 이인원 임상하 장성준 장태옥 정양희 채규정 

최병선 최병태 최상철 최용규 최효승 하성규 황희연 허재완

이학동 홍성표

제13대

(1994.~1996.2) 유 완
여홍구 송영섭

서의택

강위훈 김광식 김영모 박수영 

박우서 원제무 이태일 최병선 

황기원 황희연

강길부 강양석 권원용 권준오 김수근 김  영 김창석 김철수 

김철홍 김타열 김헌민 노정현 박기조 박상우 박응격 손의영 

송인성 신정철 양동양 오덕성 오윤표 이건영 이양재 이정식 

이춘호 이학동 임승진 장의진 정무용 정연규 제해성 최용규 

최재범 최창의 최창환 하성규 한표환 허재완

박경원 홍성표

제14대

(1996.2~1998.2)
여홍구 김영모 정무용

권준오

박상우 박수영 박우서 양윤재 

원제무 이학동 최병선

강위훈  고병호 권원용 김광식 김 영 김준영 김철수 김철홍 

김헌민 김홍규 노정현 민영휘 박기조 박종철 손태민 양동양 

양재현 오덕성 오윤표 이건영 이양재 이재길 이주형 이춘호 

이태일 임창호 정석희 정양희 제해성 최병대 최창의 하성규 

한표환 허재완 홍성표 황기원 황희연 권형신 홍종민

박경원 조광호

제15대

(1998.2~2000.2)

김영모
최병선 원제무

박수영

강양석 강위훈 김창석 박상우 

박우서 오석기 이주형 임창호 

최창의 허재완 황기원 황희연

강준모 권상준 권원용 김광식 김광중 김  영 김수근 김병량 

김정환 김철수 김철홍 김타열 김헌민 김홍규 김홍배 노정현 

박기조 박병호 박서호 박종철 배순석 송영섭 신순호 안건혁 

양동양 양윤재 오덕성 이건영 이성호 이양재 이우종 이재길 

이춘호 이태일 이학동 정무용 정석희 정양희 조주현 조현제 

최병대 하성규 한표환 홍성표 홍 철

권영덕 박경원



연도 회장 부회장 상임이사 이사 감사

제 16�대 
(2000.~2002.2)

최병선 원제무 강양석
오덕성 김수근

강양석 강위훈 김창석 박상우 
박우서 오석기 이주형 임창호 
최창의 허재완 황기원 황희연

강준모 권상준 권원용 김광식 김광중 김  영 김수근 김병량 
김정환 김철수 김철홍 김타열 김헌민 김홍규 김홍배 노정현 
박기조 박병호 박서호 박종철 배순석 송영섭 신순호 안건혁 
양동양 양윤재 오덕성 이건영 이성호 이양재 이우종 이재길 
이춘호 이태일 이학동 정무용 정석희 정양희 조주현 조현제 

최병대 하성규 한표환 홍성표 홍 철

권영덕 박경원

제 17�대 
(2002.2~2004.2)

원제무
강양석 김창석
김철수 정양희

김용학 류재영 류충현 안건혁 
양윤재 이양재 이우종 이춘호 
정석희 허재완 황희연 오덕성 

윤경호 이성호 김재국

강병주 권영덕 권용우 권원용 김광식 김광우 김광중 김명섭 
김병량 김  영 김용진 김타열 김한수 김헌민 김홍규 김홍배 
류중석 박경원 박양호 박우서 박재길 박환용 서충원 신순호 
염돈민 오윤표 윤철현 윤항묵 이강건 이성국 이건호 이승한 
이우배 이용운 이재길 이재하 이정식 이주형 이창수 이태일 
이한준 임창호 장동규 전경구 정달식 정창무 조영규 조철주 

진철훈 최내영 최막중 최병대 최  열 하성규

김현수 정채효

제 18�대 
(2004.2~2006.2)

강양석
김창석 이우종

윤철현 류진성

김병량 김홍규 류재영 박재길 
이양재 이주형 이춘호 정달식 
최막중 최내영 허재완 염돈민 

박종철 김타열 강병주

강동진 황희연 구자문 구자훈 권용우 권용일 김광식 김명섭
김  상 김  영 김용학 김의준 김찬호 김헌민 김현수 김형복 
김홍배 남병헌 도영준 류중석 류충현 박병호 박양호 박환용 
백태경 서종대 서충원 소진광 신혜경 신순호 안정근 양윤재 
오규식 오덕성 오동훈 오윤표 이강건 이건호 이규방 이승한 
이용운 이우배 이재길 이재하 이종상 이창수 전경구 정석희 

정성복 정진형 정채효 조순철 조영규 최  열

배기목 이석우

제 19�대 
(2006.2~2008.2) 김창석

황희연 허재완
도영준 이강건

박병호 김명환 김흥관 이양재 
전경구 구자훈 김기호 강준모 
김병량 김타열 김홍규 김홍배 
류중석 박병호 박재길 윤혜정 
이창수 이춘호 정달식 정창무 

최막중

강동진 계기석 권영덕 권용우 권용일 김갑성 김선범 김성수 
김세용 김용하 김의준 김준영 김찬호 김철홍 김한수 김헌민 
김현수 김현주 김형복 류영국 문태헌 민범식 박경원 박상규 
박주신 박헌주 배기목 백기영 백운수 백인길 변병설 변창흠 
서순탁 서충원 소진광 송미령 신혜경 심상욱 안상욱 오규식 
오두진 오세경 윤대식 윤상복 이건호 이덕복 이명훈 이상문 
이석권 이승주 이우배 이우종 이웅주 이재길 이재준 이정민 
이종화 이현석 이희정 임양빈 장희천 전경구 전명진 정일훈 
정채효 정회성 조순철 조우현 조재성 최내영 최봉문 최  열 

최창식 한상훈 홍경표 황기연 황영우

최정우 이상경



연도 회장 부회장 상임이사 이사 감사

제 20�대 
(2008.2~2010.2)

황희연
허재완 이양재

전경구 박주신

김갑열 김흥관 이건호 박재길 

서충원 오동훈 조순철 채병선 

강준모 구자훈 김현수 김홍규 

김홍배 류중석 유완종 윤대식 

이우종 정달식 정창무 최막중

강동진 강병주 고석찬 권용일 김갑성 김기호 김병량 김선범 
김성수 김세용 김  영 김용하 김의준 김종구 김찬호 김철홍 
김한수 김현숙 김호철 남  진 류종현 박준필 배기목 백기영 
이건호 이경기 이덕복 이명훈 이상경 이상대 이상호 이승일 
이승주 이우배 이원영 이인근 이재준 이재하 이제선 이종화 
이창수 이춘호 이혁주 이현석 이희정 임양빈 장준호 장희천 
백운수 백인길 변병설 변창흠 송미령 신혜경 심상욱 안상욱 
오규식 오두진 오병태 오세경 유병권 윤상복 윤철현 이강건 
전명진 전수환 정채효 정철모 정희윤 조덕호 최내영 최봉문

최  열 최혜란 한상훈 홍경구 홍경표 황기연 황재훈

문 채 최창규

제 21�대 
(2010.2~2012.2)

허재완
이우종 최막중

백기영 유완종

이병찬

2010.2

~2011.2

(제21대 이사)

강준모 구자훈 

김찬호 김현수 

김홍규 김홍배 

류종현 민범식 

김희병 서충원 

안정근 오동훈 

윤대식 이종식 

장희천 정창무 

정채효 채병선

최  열 최봉문

계기석 고석찬 권용일 김 영 김갑성 김계현 김광중 김선범 
김성수 김세용 김영환 김용하 김윤수 김의준 김탁현 김학열 
김한수 김현민 김현숙 김현아 김호철 문천재 박명원 박무익 
박병호 박주신 박천보 박현흥 배기목 배웅규 백인길 변병설 
변창흠 서순탁 신동진 안상욱 엄상근 여상균 오두진 오병태 
오세경 윤상복 윤철현 윤혜정 이건호 이규인 이동주 이명훈 
이상경 이상대 이석환 이승일 이승주 이양재 이우배 이원영 
이재준 이정중 이제선 이종화 이창무 이창수 이혁주 이현석 
이희정 임병호 임양빈 전경구 전명진 정희윤 조덕호 조상필 
조진상 최내영 최정우 최충익 한상훈 홍성덕 황기연 황재훈

노성기 정일훈

2011.2

~2013.2

(제22대 이사)

강준모 구자훈 

김찬호 김한수 

김현수 김홍규 

류종현 민범식 

서순탁 서충원 

선권수 안정근 

이승주 이재준 

이종화 임양빈 

장태일 정창무 

채병선 최  열 

최봉문 한상훈

강동진 계기석 고석찬 권  일 권용일 김  영 김갑성 김계현 
김광중 김선범 김성수 김성우 김세용 김승배 김영환 김의준 
김탁현 김학열 김한수 김항집 김헌민 김현숙 김현아 김혜란 
김호철 남  진 남광우 문  채 문천재 박기환 박명원 박무익 
염창선 박천보 박헌수 박현흥 배기목 배상호 배웅규 변병설 
변창흠 신동진 신중진 심교언 양동기 엄상근 여상균 오동훈 
오두진 오병태 오세경 오재학 윤상복 윤주선 윤혜정 이건호 
이교선 이규인 이동주 이명훈 이상경 이상대 이상인 이상호 
이승일 이양재 이우배 이원영 이유미 이정중 이제선 이종식 
이종화 이창무 이창수 이혁주 이현석 이희정 임병호 임양빈 
전경구 전명진 정준무 정희윤 조덕호 조상필 조영규 조진상 
최내영 최정우 최주영 최충익 추문석 홍성덕 황기연 황재훈

노성기 정일훈

제 22�대�
(2012.2~2014.2)

이우종

최막중 김홍배
이석환(~2013.2)

최열(2013.2~)
정채효 추문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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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2�대�
(2012.2~2014.2)

이우종

최막중 김홍배
이석환(~2013.2)

최열(2013.2~)

정채효 추문석

2013.2

~2015.2

(제23대 이사)

김갑성 김찬호 

김항집 김현수 

김홍석 류종현 

변창흠 선권수 

안정근 오세경 

유재윤 윤주선 

윤중경 윤혜정 

이명훈 이성용 

이승일 이종화 

이창무 임양빈 

정철모 조덕호 

최봉문 최주영

강동진 강명구 강현수 구자훈 권용일 권 일 김경대 김계현

김근영 김상일 김성길 김성수 김성우 김세용 김승배 김 영

김영욱 김우영 김탁현 김학열 김한수 김해영 김행종 김현숙

김현아 김형보 김홍규 남광우 남 진 노경수 노성기 문 채

문천재 박성근 박용명 박준필 박천보 박현흥 배웅규 백기영

백운수 백인길 변병설 서순탁 서정렬 서종대 서충원 손 철

신동진 심교언 안상욱 양지청 엄상근 여옥경 오재학 유병권

유천용 윤상복 이경섭 이교선 이상경 이상대 이상득 이상인 

이상호 이석우 이석환 이승주 이영성 이우배 이재준 이정중 

이제원 이창수 이창현 이현석 임 업 장태일 정일훈 정준무

정창무 조영규 조우현 조준범 조진상 진미윤 최내영 최정우 

최창규 최충익 최호운 한상훈 홍경구 홍성덕 황재훈 황지욱

손동욱 조경훈

제 23�대 
(2014.2~2016.2) 최막중

김홍배 정창무

최열(~2015.2)

최완석(2015.2~)

윤중경 김정철

2015.2

~2017.2

(제24대 이사)

강명구 권용일

권  일 김갑성 

김동주 김세용 

김승배 김의준 

김찬호 김항집 

김현수 김현숙 

백운수 손  철 

안정근 오세경 

윤혜정 이명훈 

이상경 이상대 

이석우 이성용 

이창무 이현석 

이희정 최봉문 

최창규 황재훈

강동진 강현수 고진수 구명완 구자훈 권영상 권태호 김경민 
김근영 김대성 김성길 김성우 김성희 김영욱 김재익 김재철 
김주영 김준형 김  진 김진유 김철영 김탁현 김학열 김해영 
김행종 김현아 김형보 김홍규 김홍석 김흥순 나주몽 남광우 
남기범 남  진 노성기 류  훈 마강래 문장원 문  채 문태헌 
박동주 박선호 박용명 박인권 박재룡 박주원 박준필 박태원 
배웅규 백기영 변병설 변창흠 변혜선 서순탁 서정렬 서충원 
성장환 성현곤 손동욱 신동진 신중진 심교언 양동기 엄상근 
여옥경 여춘동 오재학 유상균 유석연 유천용 윤갑식 윤동근 
윤상복 윤주선 이광국 이명규 이상근 이상문 이상호 이석환 
이수기 이승일 이승주 이시철 이영성 이우배 이인홍 이재준 
이제선 이제원 이창현 임양빈 임  업 장경석 장남종 장수호 
장재일 전명진 전유신 정준무 정철모 조경훈 조덕호 조정래 
조준배 조진상 지규현 채미옥 채충기 천상현 최  열 최정우 
최주영 최충익 최호운 추상호 한상훈 한효덕 홍경구 홍성덕 

황지욱

김동근 송재민

제 24�대 
(2016.2~2018.2) 김홍배

정창무 김현수

조진상(~2017.2)

엄수원(2017.2~)

백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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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4�대
(2016.2~2018.2) 김홍배

정창무 김현수

조진상(-2017.2)

엄수원(2017.2-)

백운수

2017.2

~2019.2

(제25대 이사)

강명구 권용일 
김갑성 김승배 
김주영(~2017.12)�
김찬호(~2018.2)�
김항집 김홍석
문 채 문태헌 
성장환 신동진 
엄상근 오세경 
오재학 윤주선 
윤혜정 이희정
이명규(2018.2~)�
이명훈 이상경 
이상대 이석우 
이영성 이용우  
조진상(~2018.2)�
최봉문 최창규 
최정우(~2018.5)� �
최충익(2018.1~)�

황지욱

강동진 강상준 강현수 고준호 고진수 구명완 구용호 구자훈 
권용일 금기반 김  진 김경욱 김근영 김동신 김성길 김성희 
김세신 김영욱 김응철 김의준 김일권 김주영(2018.1~)�김준형 
김진규 김진유 김철영 김탁현 김태형 김학열 김행종 김현숙 
김현아 김형배 김형보 김흥순 나주몽 남  진 남광우 마강래 
박인권 박종광 박진아 박태원 배웅규 백기영 백원국 변창흠 
서순탁 서정렬 서충원 성현곤 손동욱 송재민 심교언 안정근 
양광식 양도식 여옥경 여춘동 유상균 유석연 유정석 유천용 
윤갑식 윤동근 윤상복 이경환 이광국 이동현 이명규 이명범 
이상근 이상문 이상준 이상호 이석환 이수기 이승우 이승일 
이승주 이왕기 이우배 이재준 이주일 이창무 이창수 이학렬 
이현석 임  업 임윤택 장명준 장재일 장태일 전명진 전유신 

박기영  조진상(2018.2~)�정상훈 정성복 정준무 조경훈 
조기혁 조돈철 조정래 조준배 조준범 지규현 채충기 천상현
최 열 최주영 최충익(~2017.12)�최헌욱 최호운 추상호 한상훈 

한효덕 홍경구 홍미영 홍성덕 홍성조 황재훈

이재우 박소영

제 25�대�

(2018.2~2020.2) 정창무

김현수 김찬호

최정우(-2018.6)

권 일(2018.6-)�

조영규 이상근

2019.2

~2021.2

(제26대 이사)

강명구 권영종 
김갑성 김성길 
김성희  김승배 
김학열 김항집 
김행종 백태경 
변창흠  손정원 
신동진 안상욱 
양재섭 엄상근 
오세경 유병권 
윤주선 이명규 
이상경 이상대 
이영성 이재준 
이창수 이혁주 
이형주 이희정 
임미화 정우철 
정재웅 최 열 
최정우 최창규 
최충익 한상훈 

황지욱

강동진 강상준 고준호 고진수 곽현희 구명완 권영상 권용일 
권태정 금기반 김계현 김근영 김동근 김동기 김동욱 김두환 
김무창 김상일 김세신 김영각 김영국 김영욱 김용진 김용태 
김은영 김은정 김의준 김인순 김재철 김주영 김준형 김지엽 
김진(LX) 김진(한남대) 김진유 김철영 김탁현 김태갑 김태경 
김태형 김형규 김형보 김흥순 나주몽 남광우 남 진 류상규 
류인정 마강래 문 채 문태헌 박소영 박영신 박인권 박종광 
박진아 박태원 백기영 서원석 성장환 성현곤 손동욱 송일섭 
송재민 송지현 신우진 심교언 안상훈 안일정 안정근 안형순 
양광식 양용택 엄수원 우명제 유상균 유정석 유천용 윤갑식 
윤동근 윤영담 윤희연 이경기 이경환 이광국 이동현 이명범 
이명훈 이미홍 이범현 이삼수 이석우 이석환 이성룡 이성용 
이수기 이승우 이승일 이영아 이왕기 이우배 이장면 이재경 
이재수 이재우 이정중 이제승 이현석 임동일 임윤택 임준홍 
장남종 장명준 장재영 장태일 장한두 정상훈 정성복 정의경 
조경훈 조규진 조기혁 조돈철 조완섭 조우현 조준범 조진상 
채충기 천상현 최영은 최헌욱 최호운 추상호 탁정호 한정탁 

한효덕 허정문 홍경구 홍성덕 홍성조 홍성호

박준 주희선 

제 26�대 
(2020.2~2022.2)

김현수

김찬호 최봉문

정우철 

임동일(-2021.2)�

박재모(2021.2-)�

김규화 임을출



연도 회장 부회장 상임이사 이사 감사

제 26�대 
(2020.2~2022.2)

김현수

김찬호 최봉문

정우철 

임동일(-2021.2)�

박재모(2021.2-)�

김규화 임을출
2021.2

~2023.2

(제27대 이사)

강명구 김성길 
김성희 김승배 

김인희 김의준(2021.8~)

권일(~2022.2)�
김진(LX)(~2021.12)

김학열(~2021.8)�
김항집 남광우 

노경수 마강래 문채 
문태헌 박재모(2022.2~)�

백기영 성장환 
손정원 송재민 
신동진 우명제 
윤동근 이관옥 

이상경 이석우(~2022.2)�
이성룡 이승우 
이영성 이왕건 
이희정 임동일 
임미화 조경훈 
최주영 최창규 

한상훈

강동진 강미란 강신정 고준호 고진수 곽현희(~2021.8�구명완 
권영상 권태정 권혁도 권형준 김갑성 김계현 김권일 김근영 
김동근 김동기 김동신 김동현(2022.2~)�김상일 김성기 김승남 
김영각 김영욱 김영철 김예성 김용진 김용춘 김은영 김은정 
김의준(~2021.8)�김정섭 김준형 김중은 김지엽 김진(K-WATER)�
김학열 김진유 김철영 김행종 김형구 김형규 김형보 김흥순 

김희걸 나강열 나주몽 남진 류상규 류인정 박경아 
박과영(2022.2~)�박세훈(국토연)�박세훈(K-WATER)�박소영 

박승훈(2021.8.~)�박윤미 박인권 박정은 박정일(2021.8.~)�박종광 
박 준 박진아 박형균 배웅규 백태경 서민호 성현곤 손동욱 
손순금(~2021.8)�손임성 송지현 신완철 신우진 심교언 안성우 
양용택 양철종 오용준 오현식 우아영(2021.8~)�유병권 유상균 
유재봉 유정복 윤갑식 윤정중 윤주선 이경환 이대영 이동현 
이명범 이명훈 이범현 이삼수 이석환 이세규 이수기 이승일 
이승주 이영아 이영은 이인재 이재수 이재순 이재용 이재준 
이정화(~2021.8.)�이제승 이창무 이창수 이학렬 이현석 이혜경 
이 훈 임동희 임윤택 임준홍 장기욱 장명준 장세웅 장재일 
장지인 정영화 정상훈 정성복 정운섭 정의경 정주철 조기혁 
조돈철 조명호 조우현 조준범 주희선 천상현 천성희 최대식 
최성진 최영은 최정석 최정우 최충익 최홍남 추상호 한영숙 

홍경구 홍성조 홍성호 황지욱

김충호 전희정

제 27�대
(2022.2~2024.2)

김찬호

최봉문 권  일 

권용일 이석우 

김규화 임을출 

김계현 김갑성 

김현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