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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성군 명예군민 (5명)
※ 2019. 5. 10. 현재

성명 위촉일 비고

이 종 상 2011.10.08.
화가, 태백산맥 문학관 옹석벽화

원형상-백두대간의 염원 제작

김 원 2012. 5.16. 태백산맥 문학관 설계

김 종 규 2013. 5.14.

한국차박물관 개관 자문활동

보성여관 민간차원 위탁관리

문화유산국민신탁 이사장

백 환 기 2013. 5.14.

전) 주오스트리아 공사

오스트리아 하스앤하스사 녹차 수출

국회의정연수원 교수

박 윤 옥 2015. 10.17.
(사) 한자녀 더 갖기 운동연합대표

제19대 새누리당 국회의원(비례대표)

보성군 홍보대사 (26명)

성명 위촉일 비고

장 귀 석 2005. 3.25. 정치인, 시민사회단체 활동가

이 기 장 〃 기업체 대표, 사회 사업가

김 덕 수 2005.10. 9. 국악인, 사물놀이 명인

조 상 열 〃 대동문화 대표

유수프압둘라아에프 2005.12.15. 전남대 우즈베키스탄 교수

안 성 모 2005.12.15. 한국식품협회 전임강사

유 성 훈 2008. 2.15. 미국 워싱턴 재미사업가

권 중 인 2008. 4.18. 경성대 사진학과 교수

김 영 식 2008. 7.29. 한국 웃음요가 소장, 남부대학교 교수

정 광 태 2009. 2. 2. 가수, 독도지킴이

추 민 아 2009. 4.10. 남부대 대체의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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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터하스 &  에바하스 2010. 9. 6. 오스트리아 녹차전문점 운영

차 미 인 2010.10.17. 가수, '이번역에 내려요'

손 민 영 2013. 5.14. 사단법인 예명원 이사장, 김포다도박물관장

정 형 근 2013. 5.14. 가수, "녹차고향", "누구없나요"

김 성 수 2014. 11.1. 화가, 청봉화실 운영

최 운 지 2015. 1. 2. 서울추계예술대학교진학

서 은 주 2015. 1. 2. 한국유아다례연구소장

민 소 윤 2015. 5. 8. 아나야(보성아리랑)

최 명 훈 2015. 5 8. 남성듀오 후니용이

리 무 화 2015. 10 27. 보성녹차 홍보대사

김 형 우 2016. 3. 2. 스포츠조선 편집부국장 관광전문기자

김 봉 곤 2016. 5 7. 선촌서당 훈장

투 요 잉 2016. 12. 16. 절강대학교 차학과 학과장

에드워드 권 2017. 08. 30. 랩24, 엘리먼츠 총괄셰프,서울현대전문학교 학장

김해영 2018. 12. 14. 국회의원

이용재 2018.12.14. 전라남도의회 의장

정혜인 2018.12.14. (전)화순교육청교육지원장

서민호 2018.12.14. 청암대 교수

월우스님 2018.12.14. 대흥사 지주

피터펀 2018.12.14. 가수

박상민 2019.4.24. 가수

B.I.G(아이돌) 2019.4.24. 가수

성명 위촉일 비고

우리군 출신 지방의원 홍보대사

성명 위촉일 비고

김점기 2019.5.1.
(전)남구의회 제7대 전반기 의장 

(전)남구의회 제6대 전반기 기획총무위원장

정순애 2019.5.1.
(전)7대 광주서구의회 의원 

(현)더불어민주당 광주광역시당 여성위원장

윤용수 2019.5.1.
(현)강북노동법률사무소 대표 공인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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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용수 2019.5.1.
(현)남양주시 YMCA이사

김병기 2019.5.1.
(전)KB국민은행 구월동수석지점장 

(전)제19대 문재인대통령후보 경제산업특보

전영원 2019.5.1.
(현)동구의회 운영위원장 

(현)더불어민주당 관광산업발전 특별위원회 부위원장

강인택 2019.5.1.
(전)제6대 서구의회의원 

(전)제19대 문재인대통령후보 중앙선대위 조직특보

선승연 2019.5.1.
현)제8대 북구의회의원 민주평화당 청년위원장 

민주평통 자문위원

김미연 2019.5.1.
(전)순천시 지역위원회 여성위원장 

(전)민주당 전라남도 여성부 부국장

김철수 2019.5.1.
(현)구로2동 주민참여 예산위원회 지역 위원장 

(현)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구로구협의회 부회장

김영권 2019.5.1.
(전)강남구 노인복지과장 

(전)강남구 논현1동장

임태근 2019.5.1.
(전)제7대 성북구의회 전반기 의장 

(현)욱구장학회 회장

허광행 2019.5.1.
(전)문재인 대통령후보 아동보육안전특위 위원장 

(현)국회의원 박용진 정책특별보좌관

제갑섭 2019.5.1.
(현)강동구의회 의원 

(현)중부대학교 초빙교수

안종숙 2019.5.1.
(현)서초구의회 의원 

(전)전국여성지방의원 네트워크 사무총장

박진식 2019.5.1.
(현)제8대 도봉구의회 의원 

(전)제7대 도봉구의회 부의장 제4, 6,  7대 도봉구의회 의원

고병용 2019.5.1.
(전)일류화학대표(전) 

(전)성남산업진흥재단 부장 직무대리 및 비즈니스센터장

박병권 2019.5.1.
(전)부천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현)부천대학교 경영과 조교수(겸임)

김신웅 2019.5.1.
(현)제8대 대전시 서구의회 의원 

(현)더불어민주당 대전광역시당 노동위원회 위원장

성명 위촉일 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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