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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제나 고객을 먼저 생각하고 함께 성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대원네트웍스가 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대원네트웍스입니다.

대원네트웍스는 POS METWORK SYSTEM 전문 회사로서,
POS 및 매장 운영 관리 총체적인 운영체제를 지원하는
TOTAL SEVICE 회사 입니다.

새로운 매장 운영 Paradigm을 도전하고
완성시켜나가는 대원네트웍스를 기대해 주십시오.제 18회 김재영 (金財永)

부산시 연제구 연산9동 406-10
Tel : 051-808-1366
Fax : 0505-506-1111
Site : http://ktpos.com

부산시 연제구 연산9동 406-10
Tel : 051-808-1366
Fax : 0505-506-1111
Site : http://ktpos.com

PDS Networks

DAEWON
NETWORKS

420,000원

360,000원

월 11,000원

월 9,900원
월150건 이상시 무상제공

(3년 계약시)

POS+돈통+카드단말기(프린터겸용)
1,200,000원

월500건 이상 시 무상제공
(3년 계약시)

POS+돈통+카드단말기(프린터겸용)
1,500,000원

월700건 이상 시 무상제공
(3년 계약시)

POSBANK D5 POSBANK MiniO Ⅱ

ESENSETECH EMT4000STARVAN SV7350

※ 상기 내용은 회사 정책상 바뀔 수 있습니다.



연 혁
2011.07 제6회 서울우수공공디자인 인증
2011.06 2011대한민국 녹색경영대상(환경부장관상) 수상
2010.12 환경부장관상(환경보존 우수기업)수상
2010.12 기업부설연구소 개소
2009.01 기술혁신형 중소기업(INNO-BIZ) 인증
2009.02 벤처기업 지정
2009.03 조달청 우수제품 지정
2009.07 원주시 문막공장 준공(자동생산 설비구축)
2009.11 지식경제부 장관상(신기술실용화 유공기업) 수상
2008.12 지식경제부 장관상(신기술실용화 유공자) 수상
2008.06 ISO 9001/14001인증 획득
2007.03 한국산업규격 KS인증획득
2006.03 환경표지인증 획득
2005.09 우수재활용제품인증(GR) 획득
1988.11 장성산업 창립

○●주요 생산 품목
* 공장용지 및 택지조성용 콘크리트 블록

* 보도 및 차도 포장용 블록

* 하천제방 보호용 각종블록

* 조경용 블록 및 수질정화 블록

대표이사 김천수(배관과 10회)
H.P : 010-5481-6559
강원도 원주시 문막읍 건등리 1032-1
전화 033)734-6611 팩스 033)734-6226
홈페이지 www.jangss.com

콘크리트 블록콘크리트 블록
국내 최고의 품질과 최상의 서비스로 동문 여러분의 견고한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기업체 / 관공서 / 학교 / 병원 필수소모자재 납품전문

HAESONG
늘 푸른 마음으로 정성을 다하겠습니다.
대표취급품목

유수분리기 냉각기

전열교환기 배전반냉각장치

■ 사무용품/사무가구/가정용가구
■ 용접기/용접봉/바퀴/조절좌
■ 각종 공구 및 소모성 자재
■ 인쇄 및 홍보물 제작
■ 개업답례품/상패/트로피/기념품
■ 행사 및 명절 기념선물
■ 전국 꽃배달 서비스

대 표  박노식 (17회, 금속) Mobile. 010-6560-4788
Tel. 051)315-4700  Fax. 051)315-4788
부산시 사상구 학장동 271-6번지 부경주유소 2F
E-mail. nosikgi@hanmail.net

이플러스이엔씨주식회사
전기공사업, 전기설계업, 감리업, 신재생에너지(태양광)전문기업

김해시 풍유동 71-5번지 
Tel:055)325-4466
010-3577-4160

대표이사 유영욱(11회, 전기)

송변전 / 빌딩 / 공장 / 건축물 / 수처리 프랜트
지하철 / 경전철 / 도로 / 터널 / 경관조명 / 옥외조명

전기기술사 기술자문 / 설비진단

내외동
자동차용품
물류센터

LG정유

남해고속도로
창원•마산 칠산

북부산서김해
IC

장유•창원터널⇠

⇠ ⇠⇠

이플러스이엔씨(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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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창•회•비•납•부•안•내 

동•기•회•별•동•창•회•비•납•부•목•표

동창회는 2만 7천여 동문 상호간 친목을 도모하고 기술개발의 요람으로서의 전통을 계승하여 모교의 발전을 협의하
기 한 기구입니다. 그동안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 사업을 추진해 왔으며, 동문 여러분의 참여로 괄
목할 만한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특히 2011년부터는 동창회 자립 경영을 위한 초석 마련과 이를 기반으로 동창회관의 조기 건립과 산하동문회 활성화 및
원활한 모교 지원 사업을 통해 모교와 함께 성장하는 동창회가 되기 위해 동창회비 1만 구좌 캠페인을 하고 있으니 동문
여러분의 적극적인 동참을 바랍니다.  

2. 납부방법
 CMS 출금이체      휴대폰 소액 자동 결제  
- CMS / 휴대폰 출금이체신청서 작성 후 사무국으로 전송 (팩스 : 051-746-6747)
- 사무국으로 전화로 신청 (전화 : 051-742-6746, 0093)
- 홈페이지에서 [동창회비납부]를 통해 실시간 결제 가능 
 무통장입금 
- 은행에 가셔서 무통장 자동이체 신청 (기수, 성명을 필히 기재 바랍니다)
- 국민은행  119501-04-029742   예금주 : 부산기계공업고등학교동창회

1. 동창회비는 이렇게 쓰여집니다.
·동창회보의 제작 및 발송비용
·모교 장학사업 및 발전기금 조성 

·동문회 활성화 각종 행사지원 
·동창회사무국 운영 경비 

1회 55 구좌 10회 833 구좌 19회 278 구좌
2회 55 구좌 11회 555 구좌 20회 278 구좌
3회 55 구좌 12회 555 구좌 21회 278 구좌
4회 55 구좌 13회 555 구좌 22회 278 구좌
5회 138 구좌 14회 555 구좌 23회 278 구좌
6회 138 구좌 15회 555 구좌 24회 278 구좌
7회 138 구좌 16회 555 구좌 25회 278 구좌
8회 278 구좌 17회 555 구좌 26회 이하 1,868 구좌
9회 278 구좌 18회 278 구좌 계 10,000 구좌

기수 목표 구좌 기수 목표 구좌 기수 목표 구좌

동•창•회•보•발•간•사 조성한 동창회장

존경하는 동문 선·후배 여러분! 

지난 일요일 북한산 국립공원 오봉에서 개최되었던 2011 동문등산대회에 참석해 주신 동문
선·후배님은 물론, 여러분의 사랑하는 가족들을 한 자리에서 뵙게 되어 참으로 반가웠습니다. 
바쁜 일정 모두 미루시고 원거리 개최에도 불구하고 천리를 한걸음에 참석해 주신 각 지역에
계신 여러분의 동문 사랑하는 마음과 재경지역에서 지대한 관심을 갖고 준비해 주신 정성이
한자리에 모여 표현된 것으로 생각되었기에 참으로 고마웠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올리고자 합
니다. 
이번 대회는 전국의 지역 동문회와 직장 동문회 및 개별 참가자를 포함하여 900여 동문 가족

이 참여하여 우리 동문의 화합과 단결된 힘을 확인할 수 있었던 의미있는 행사였습니다.
이번 행사를 위해서 물심양면으로 수고해 주신 배종기(9회) 동문산악회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임원 여러분, 대회고문과
특히 재경동문회 정재송(8회) 회장님, 이수록(7회) 재경산악회 회장님과 임원진, 지역동문회장, 직장 회장단께 깊이 감사
드립니다. 
그리고 광고 협찬 및 찬조를 통해 뜻을 모아주신 동문회원님, 1회부터 4회까지 원로선배님, 후배님, 동문 가족 여러분께
도 감사드리며, 가정에 늘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길 바라며 2012년 김해 신어산 등산대회에서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뵐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국립부산기계공업고등학교 동창회 제31대 동창회장 조성한 

동창회비 1만 구좌 동참을 바라며

존경하는 동문 선·후배 여러분!
올해로 우리 동창회는 제42회 졸업생을 배출하여 27,000여 동문을 자랑하는 양적인 성장을 이루었으며, 명실상부한 조직
으로 거듭나기 위한 각고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뜻있는 동문들의 노력이 있었기에 지난 해에는 동문의 숙원사업이던 동
문장학회를 설립할 수 있었으며, 이를 통해 명문 마이스터 고등학교로 거듭 태어나 옛날의 명성을 되찾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모교 후배들의 향학열에 든든한 울타리가 되어 줄 것입니다. 이 모두는 전국 각지에서 모교를 사랑하고 동문애로 뭉
친 동문 여러분의 마음과 뜻의 결실이라 하겠습니다.
그러나 동창회 설립 이후 35년이 지난 시점에서 고찰해 볼 때, 현재 944명의 동문만이 월 3,000원씩의 동창회비를 납부하
고 있는 현실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는 우리 동문 모두가 동창회와 모교에 대한 사랑과 애정이 충만
함에도 불구하고 서로간의 의사소통 부재와 납부방법을 알지 못한 이유에 기인하는 것으로 판단될 뿐 다른 어떠한 이유도
없을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미래의 동창회는 무한한 꿈과 이상을 갖고 나래를 펼쳐 나아가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는 자립경영을 위한 재정자립이 요구되며, 이를 위해 전 동문이 참여하는 동창회비 1만 구좌 달성 운동이 절실히 요구됩니
다. 이를 기반으로 산하동문회 활성화가 이루어 질 것이며, 숙원 사업인 동창회관 건립도 현실이 될 것입니다. 자랑스러운
동문을 하나로 만드는 동창회비 납부 운동에 적극 동참하여 주시기를 희망합니다.

국립부산기계공업고등학교 동창회 제31대 동창회장 조성한 

“사랑하면 표현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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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차 기능탑제전

2011년 10월 16일 (일) 09:00~15:00
모교 체육관 및 모교 일원

22회졸업20주년 기념
모교방문의 날

•10월 15일(토) 18:30

•모교 체육관

2011동창회장배

동문골프대회

•10월 17일(월) 06:30

•통도파인이스트 CC

•주관 :  김해부기회

17회졸업25주년 기념
•10월 15일 (토) 18:00•아르피나

제22회 졸업 20주년 기념 모교 방문의 날
Home coming day

◎ 행사일정 : 2011년 10월 15일 토요일 18:30(1박)
◎ 행사장소 : 모교체육관, 글로리콘도
◎ 주 최 : 국립부산기계공업고등학교 제22회 동기회
◎ 후 원 : 국립부산기계공업고등학교 동창회
◎ 행사회비 : 1구좌 30만원 1구좌 이상 협조바랍니다

9월 30일까지 납부 부탁드립니다
동기회 계좌번호 : 722-21-0023835 경남은행 이영화 (선반, 재무이사)
* 입금시 반드시 과와 이름을 기재바랍니다.

◎ 카페주소 : 다음카페 부산기계공고 22회 동기회

초대합니다

가장 꿈이 많았던 시절 같이 동고동락했던 친구들이 보고 싶지 않으십니까?

20년이 훌쩍 지나버린 친구들의 모습과 존경하는 은사님들께 서로 인사 나눌 시간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순수했던 우리들의 고교시절 모습을 떠올리며, 그리고 사회에서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며 열심히 살

아온 날들의 이야기를 친구들과 은사님 앞에서 정답게 나누며 추억 속으로 빠져 보시지 않으시겠습니까?

22회 동기 여러분! 망설이지 마시고 친구들이 기다리는 모교에서 꼭 만나서 즐겁고 의미 있는 시간을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동기회장 김효용(배관) : 010-7400-6358
수석부회장 홍종필(설계) : 010-3877-9005
추진위원장 임채욱(선반) : 010-2577-8273

박덕용(조립) : 010-2328-7229
사무국장 전성열(설계) : 011-858-4979
재무이사 이영화(선반) : 017-551-3413

12회졸업30주년 기념

•10월 15일(토) 17:30

•마리나센터 4F, 푸드스토리 블루점

(구, 마리나부페)

2회졸업40주년 기념

•10월 22일 (토) 19:00
•노보텔 엠베서더호텔(구, Hyatt)그랜드 볼룸 (부산, 해운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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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인이벤트

·기수별 장터 ·체험거리 이벤트 ·동문 내빈 축하 ·시상식

·거리공연 이벤트 ·전시 이벤트 ·기념행사 ·폐회식

·즐길거리 이벤트 ·개회식 ·은사님 초청 행사

사진촬영 및 미션 이벤트!

동문가족과 함께 즐기는

문화 축제의 場

가족 사진 촬영 미션

스트레스 해소 미션

추억의 달고나 미션

추억의 댄스 미션

지구는 만원(허그) 미션

대형퍼즐 맞추기 미션

점프사진 미션

미션물품으로 사진찍기

추억의 아날로그 게임 미션

행사 프로그램 안내

푸짐한 행운 경품제공
LCD TV 10대 외 2천만원 상당

거리공연 체험거리 즐길거리 장터, 기수별 쉼터

·전자 현악

·비보이 댄스

·전시(관내,단체,개인)

·재학생 공연

·마술 공연

·페이스페인팅

·캐리커쳐 강좌

·포토존

·둘레길 이벤트

·사진 찍기 미션 

·액자, 뺏지 만들기

·포스트 게임

·도장 찍기 미션

·먹거리 장터

·부기 장터 운영

·기수 별 장터 이벤트

·떡볶이 등 간식류

·솜사탕, 팝콘, 뽑기 등

·추억의 먹을거리

사진 촬영 연계 특별이벤트
부기 둘레길 탐방 미션!(9post)

거리공연
부산기계공고의 거리는 지금 공연과 전시중!
(전자현악, 비보이댄스, 사물놀이 등)

포토존
아이와 가족과 동문과의 추억의 사진! 

민속놀이 체험(부대행사장)
가족과 함께 민속 놀이 체험

장터운영
축제의 빠질 수 없는 먹거리 장터

추억의 모교 기능축전
전시장 안내 : 종합실습관, 학생회관

무대행사
공식행사, 축하공연* 참여하시는 가족은 카메라를 지참하시기 바랍니다.

행사 Program 행사 Layout

메인이벤트 ㅣ 점  심 09:00~12:00 ㅣ 공식행사(모교식당) 12:00~13:00 ㅣ (체육관) 13:00~16:00



졸업 30주년을 맞이하는 12회 친구들에게…

언제 2011년 10월 15일(토) 저녁 5시 30분
어디서 푸드스토리블루점 / 해운대 마리나센터 4층(051-746-1115)
어떻게 7080 작은 음악회가 준비 되어 있습니다.
왜 "친구야! 우찌사노, 보고싶다 친구야~"

30주년 만남의 행사는 따뜻한 친구들의 후원을 모아서 진행 합니다.
후원하실 친구들은 추진위원회로 접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랑의 후원금 접수처 : 국민은행 565001-01-376785 예금주 김태봉 (부산기계12)

※ 10월 15일 졸업30주년 행사 후 글로리콘도에 숙박지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 12회 졸업30주년 집행부 연락처 010-6585-6922(노용만)

33년전 전국의 영재들이 조국근대화의 기수가 되
고자 해운대 장산아래 자리잡은 100억불 수출탑
아래로 모였던 우리들이 이제는 사회각층에서 저마
다 이나라의 큰일꾼이 되었고 사랑하는 아내를 만
나 행복한 가정을 만들어 자식으로부터 존경받는
어버이가 되었습니다.

조국근대화의 기수가 되어 교정을 떠난지 어언 30
년이란 세월이 흘러 이제는 보고 싶습니다. 이제는
만나고 싶습니다. 그리하여 우리들의 고향 해운대에서 우리들의 만남의 멍석을 깔게 되
었습니다.

저마다 하시던 일손을 잠시 멈추시고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사랑하는 자녀와 함께 우
리들의 추억이 스며있는 고향 해운대로 발길을 돌려주시길 바랍니다.

"친구야! 우찌사노, 보고싶다 친구야~"

김  경  협
12회 동기회장

이  순  기
30주년행사 추진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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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동창회장배 동문골프대회

일 시 : 2011년 10월 17일(월) 06:30 ~ 17:00
장 소 : 경남 양산 통도 파인이스트 CC
참가회비 : 비회원 - 21만원,  통도CC 클럽회원 - 13만원

(특소세 환원과 식음료대 인상으로 참가비를 부득이하게 인상합니다)

캐디피, 그늘집 - 개인부담 *불참시 반환은 없습니다.

참가자격 : 골프를 사랑하는 전 동문 및 가족은 누구나 대환영
주 최 : 국립부산기계공업고등학교동창회 부기회
주 관 : 국립부산기계공업고등학교동창회 김해부기회
후 원 : 국립부산기계공업고등학교동창회

존경하고 자랑스러운 동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색실 아름답게 수놓은 듯한 산의 경치가 눈부시게 아름다운 완연한 가을입니다. 마
음이 통하는 동문들과 함께 추억을 나누고 싶은 계절이지요. 이제 자랑스러운 국립

부산기계공업고등학교의 역사도 어느덧 반세기가 가까워오는 장년의 역사를 맞
이하고 있습니다. 조국근대화의 기수라는 기치 아래 우리의 역사가 이루어졌

고 앞으로도 수많은 발전을 이루어내는 빛나는 동력이 될 것입니다.
해마다 기능탑제전과 더불어 동창회 행사로는 전국 최대 규모를 자랑하는

동창회장배 동문골프대회를 통해 선ㆍ후배간의 친목과 우의를 더욱 공고히 하는 한
마당 큰 잔치로 이어져 빛을 발하고 있으며, 아래와 같이 본 대회를 개최하고자 합
니다. 금년에는 김해부기회의 주관으로 행사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동문 및 가족
여러분의 많은 참여와 협조를 기대하면서 동문 여러분의 돈독한 우의의 마당이
되기를 희망합니다.
동문 및 가족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라며 사업체에도
오직 성공만이 깃드시길 기원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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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동창회장배 동문골프대회 규정

경기방법 : 단체전 (기별대항전 선수 8명, 부기회대항전 선수 12명) 
18홀 스토로크 방식 / KPGA 경기 Rule 적용
개인전(동문개인 및 가족개인) - 뉴 페리어 방식

경기코스 : 남ㆍ북 동시 티업

대회일정 : 시 타 식 07:02분 ~ 북 IN코스 1번홀 - 대회장, 동창회장, 명예대회장, 고문
경기진행 06:30분 ~ 남 INㆍOUT 코스 / 북 INㆍOUT 코스 각 홀 동시 티업  
* 남 OUT코스 : 1조~17조 / 남 IN코스 : 1조~17조
* 북 OUT코스 : 1조~17조 / 북 IN코스 : 1조~17조

시상내역 :

* 공통사항 : 행운권 추첨 - 다수 상품 시상  
* 중복 시상자는 차순위에게 양보, 메달리스트는 2회에만 한한다.

대회 참가 및 접수 안내
▶ 접수마감 : 2011년 9월 30일까지
▶ 접 수 처 : 동창회사무국 팩스 051-746-6747

메일 samukuk35@hanmail.net
* 참가 접수는 참가신청서 양식에 의거 기재하여 상기 기한 내 반드시 팩스
또는 메일로 접수 바랍니다.

▶ 참가비 입금계좌 : 국민은행 119501-04-029784 부산기계공고동창회
▶ 문   의 : 본 대회  경기위원장 최장식 (9회) 010-3851-2055

홍보간사 박동활(17회) 010-3871-8898
동창회사무국 051-742-6746 

대표선수 및 상비군 선발 접수 안내
KNN고교동창골프대회, SBS고교동창골프대회 참가선수 및 상비군을 선발하
기 위해 희망자(핸디8 이하)에 한하여 별도로 경기위원장에게 대표선수 신청
바랍니다. 신청자는 신청자끼리 조편성하여 KPGA 룰에 따라 경기 후 성적
순으로 대표선수 및 상비군으로 운용할 것입니다 (멀리건 티켓은 사용 못함).

기념리셉션 및 시상식
시간 : 14:00~17:00
장소 : 통도 컨트리클럽 하우스 그릴
대회기념식
제1부(식전행사) 기념촬영 및 대회만찬 기수별

인기가수 공연 전  체
제2부(공식행사) 개회사 사회자

국민의례 전  체
묵   념 전  체
내빈소개 집행위원장
경과보고 집행위원장
대 회 사 대회장
축    사 동창회장
경기결과 발표 경기위원
시상 및 행운권추첨 사회자
교가제창 전  체
폐회 사회자

*최대 2팀 출전 (사전 선수명단 제출) 트로피

기  별
*출전자 중 최고 성적 6명 합산 상금

대항전
단, 출전 선수 6명 미달할 경우에는 미달 선수 우  승 : 100만원
최고 2명까지는 90타로 성적 반영하여 평가함. 준우승 : 70만원

단체전 *우승 / 준우승 / 3위 (순회배) 3위 : 50만원

*각 부기회별 12명 선수 출전 트로피
부기회 (회장, 부회장, 총무는 당연 출전, 기별중복 가능) 상금
대항전 *출전 선수 10명 성적 합산 우  승 : 100만원

*우승 / 준우승 (순회배) 준우승 :  70만원

*단체전 참가선수 포함
우승/준우승 : 트로피*메달리스트-최저타수 기록자
메달리스트 : 트로피동  문 (대표선수 선발대회 참가 신청자에 한함)

3위 : 트로피개인전 *우승 / 준우승 / 3위 (뉴페리어 HD적용)
니어 : 트로피(남,북)*동점자 발생시 백카운터 방식 적용
롱기 : 트로피(남,북)개인전 *메달리스트는 북코스 성적만 인정함.

우승/준우승 :트로피

동  문
*메달리스트 메달리스트 : 트로피

가족전
*우승 / 준우승 / 3위 (뉴페리어HD) 3위 : 트로피
*동점자 발생시 백카운터 방식 적용 니어 : 트로피(남)

롱기 : 트로피(남)

구    분 경 기 방 식 시    상



 기능복지회의
4월 5일(화) 17시 모교 회의실에서는 기능복지장학회 운영위원
회를 개최하여 2010학년도 기능복지비 추경예산, 2010학년도
기능복지비 결산, 2011학년도 기능복지비 예산(안)에 대한 심
의를 하였다. 동창회에서는 조성한 동창회장을 비롯하여 이중
순 총무선임부회장, 조충호 사업1담당부회장이 참석하였다. 

 동창회장단 7차 회장단 회의 겸 단합대회
동창회장단 7차 회장단회의를 겸한 단합대회가 7월 8일~9일
1박 2일로 양산 배내허브랜드에서 동창회장단과 가족 약 35
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되었다. 조성한 동창회장은 개인적으
로 바쁜 일상에도 불구하고 제31대 동창회의 회장단으로 참여
해 준 회장단께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 함께 한 가족에게도 고
마움을 표했다. 회의 후 단합을 위한 여흥의 자리가 이어졌고,
다음날에는 허브비누 만들기 체험활동, 피리 낚시, 가벼운 산
책 등으로 이번 단합대회는 마무리되었다.

 2011 하계휴양소 설치
동문으로서의 자긍심 고취와 여름 휴가철을 맞아 가족과 보고
싶은 친구, 동문들과 함께 옛 추억을 회상하고 재충전의 기회
를 제공하고자 동창회와 LIG건설(주)해운대 글로리콘도미니엄
이 하계휴양소 운용 계약을 체결하고 동창회에서 직영 운영하
는 하계휴양소를 올해도 예년과 같이 운용한다. 1일 3실, 총 72
객실이며 이용기간은 7월 22일(금)부터 8월 15일(일)까지 이고
이용 요금은 140,000원이다. 

 2011 자랑스런기공인상 시상안내
산업발전과 사회에 기여한 동문을 찾아 격려함으로써 동문으로
서의 자긍심을 고취시키고자 시행하고 있는 「자랑스런 기공인상」
시상을 올해도 예년과 같이 진행하며 추진 일정은 다음과 같다.

1) 대상자 : 동문 중에서 기술부문, 사회부문으로 나눠서 선정함 
가) 사회의 발전과 공공 이익에 공헌한 자
나) 동문으로서의 긍지와 명예를 높인 자 

2) 수상자 발표 : 홈페이지 및 동창회보 게재
3) 시상 : 제39차 기능탑제전 (2011. 10. 16) 
4) 접수마감 : 2011. 7. 30(토)
5) 시상내용 : 표창패 및 순금 메달 1냥 
6) 추천 절차 

가) 소속 동문(동기)회장의 추천
나) 동문(동기)회 결성이 안 된 경우에는 동창회에 직접 추천

7) 첨부서류 
가) 추천서 (추천인, 기수, 과, 연락처, 피 추천인, 추천사유 명시)
나) 공적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또는 기사, 자료

8) 수상자 선정방법 : 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친 후 회장단회의에서
확정

9) 선정기준
가) 기술부문 : 동문회활동기여도(20), 산업발전기여도(60),

사회봉사기여도(20)
나) 사회부문 : 동문회활동기여도(20), 산업발전기여도(20),

사회봉사기여도(60)
10) 심사위원회 구성 

가) 위원장 : 수석부회장
나) 부위원장 : 총무분과 선임부회장
다) 위원 : 총무분과 부회장, 동창회 자문위원

 교가 휴대폰 통화연결음 (비즈링) 설정
교가를 휴대폰의 통화연결음 (비즈링)으로 설정하여 동문 상호
간의 연락 시 교가를 들을 수 있어 동문으로서의 자긍심 고취
와 동문애를 느낄 수 있도록 하였다. 이용을 원하는 동문은 홈
페이지 공지사항을 참고하거나 http://credin.co.kr/credin/
ad/bmt/ 에서 이용가능하다.

▶ 월 이용요금 (부가세 별도)
통신사별 사용자의 수에 따라 아래 표와 같이 요금이 결정되
며 사용자의 휴대폰 요금청구서로 개별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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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자 수 (명) 30 30~ 200~ 500~ 1,000
미만 199 499 999 이상

이용 요금 (원) 3,500 3,000 2,500 2,000 1,600

동•창•회•장•단•동•정

03. 28 (월) 

04. 04 (월) 

04. 05 (화)

04. 12 (화) 

04. 13 (수) 

04. 14 (목)  

04. 15 (금) 

04. 16 (토) 

04. 16 (토) 

04. 16 (토) 

04. 18 (월) 

04. 18 (월)  

04. 19 (화) 

04. 19 (화) 

04. 20 (수) 

04. 20 (수)

04. 21 (목)

04. 25 (월)

04. 26 (화)  

05. 05 (일)  

05. 09 (월) 

05. 12 (목)  

05. 14 (토)  

창원부기회 회원 간담회 |  창원 

13회 동기회 회장단 모임 |  부산, 전포양곱창

기능복지회의 |  모교, 회의실

제4차 회장단회의 |  부산, 르네상스 뷔페

현대자동차동문회 간담회 |  울산, 어가횟집　

9회 동기회 모임 |  부산, 르네상스 뷔페

5회 동기회 임원진 모임 |  장유, 맛나감자탕

5회 동기회 배관과 모임 |  부산, 아방궁

5회 동기회 기계과 모임 |  부산, 미포 씨월드

S&T 대우동문회 체육회 |  S&T 대우 운동장

부산동문회 임원진 모임 |  부산, 너른마당

18회 동기회 모임 |  부산, 너른마당

동문장학회
임원진 모임 |  김해, 뉴그린스크린골프장

STX 동문회 모임 |  진해, 시루봉횟집

동문산악회 임원 모임 |  부산, 전포양곱창

11회 동기회 모임 |  부산, 전포양곱창

지방기능경기대회 및
심사위원 재직교사 간담회 |  부산, 수백한상

6회 동기회 모임 |  부산, 연산동 할매보쌈

김해부기회 정기 모임 |  김해 

재경동문회
한마음 체육회 |  서울, 한국철도 대학운동장

제5차 회장단회의 |  부산, 파라곤호텔

8회 전기과 모임 |  부산, 세연정

대한항공동문회 산행대회 |  부산, 금정산

05. 28 (토) 

05. 29 (일)

05. 29 (일)        

05. 30 (월)       

06. 01 (수)       

06. 05 (일)

06. 08 (수)       

06. 08 (수)

06. 13 (월)       

06. 19 (일)  

06. 19 (일)       

06. 22 (수)

06. 24 (금)   

06. 27 (월) 

07. 07 (목)

07. 08 (금) 

07. 08~09 (토)

07. 10 (일)

07. 18 (월)  

광주동문회
체육대회 |  광주, 광주전자공고 체육관

15회 동기회
체육대회 |  창원, 문성대학 실내 체육관

대구동문회 체육대회 |  대구, 성서체육공원 

현대중공업 직장동문회
회장단간담회 |  울산, 가야정

한국항공동문회 회장단 간담회 |  사천 

울산동문회 & 현대자동차동문회
등산 및 족구대회 |  삼태산

거제 한울회 간담회 |  고현, 착한고기

동창회 홈페이지 및
DB 구축 시연회 |  부산, 동창회사무국

제6차 회장단회의 |  부산, 파라곤호텔

창원동문회
한마음가족체육회 |  창원, 문성대학 실내체육관

부산동문회 등반대회 |  부산, 승학산

삼성중공업동문회
동창회장단 간담회 |  거제, 풍어정횟집

제39차 기능탑제전
추진위원회 |  부산, 동창회사무국

SBS고교동창골프최강전
32강전 |  상주, 블루원골프리조트

제30회 부산관악제 |  부산시민회관 

동창회장 특강 |  모교, 해송홀

제7차 회장단회의 겸
단합대회 |  양산, 배내허브랜드

동문산악회 100차 산행 |  경북 청도군 지룡산

대우조선해양연수원 동문
모교교사 격려 |  옥포, 한수위횟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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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기계공업고등학교 동문장학회
설립이념 :“사람을 키우며, 사랑을 나누며, 더불어 함께하는 아름다운 동문” 

사업목적 : - 후배 재학생 및 동문 자녀 중 우수 인재 발굴과 육영사업
- 재단 회관의 조기건립과 장학재단 재정수입 안정 

사업목표 : 100억 원의 장학재단 기금 모금

(법인)장학재단 창립발기인과 기부자에 대한 예우 

- 창립발기인은 기념조형물에 그 이름을 명기하여 영구히 동문의 귀감이 되게 함 
- 개인별 기부금액은 장학재단 건물과 사무실에 기부자와 누적금액 공시함 
- 개인의 장학기금 기부누적금액이 3천만 원 이상일 경우, (법인)장학기금 소속

개인 명의의 장학금으로 수여토록 예우함 

장학기금출연 계좌 안내 : 부산은행 056-13-001553-1  
예금주 : 부산기계공업고교동문장학회 김천환 

기금기탁 관련 상담 : 이사장 김천환 010-3858-9701 
동창회 사무국 051-742-6746

경과보고 : 2010년 01월 장학재단 설립 추진 발의 및 장학재단 설립 승인
2010년 02월 장학재단설립추진위원단 구성
2010년 03월 기부금 출연자 예우에 대한 논의
2010년 05월 초대 장학재단이사장 추천의뢰
2010년 06월 정관 작성 
2010년 07월 장학재단 창립발기인대회 및 창립총회, 초대이사장 취임
2010년 09월 재단법인 부산기계공업고등학교 동문장학회 설립 등기
2010년 10월 재정보고, 심사위원회 구성, 재정운용 방법 논의
2010년 11월 창립발기인 기념비 제막식
2011년 01월 기금 증대 및 장학금 지급 방안에 대한 논의
2011년 04월 동문장학회 임원진회의
2011년 08월 동문장학회 3차 이사회 개최

 동문장학회
동문장학회(이사장, 김천환 1회)는 8월 27일 (토) 제3차 이사
회를 개최하여 2011년 장학생 선발에 대해 논의한 결과 재학
생 15명, 동문자녀 각각 15명, 총 30명을 선발하기로 하였다.

장학생 선발
1) 선발대상

- 재학생 : 15명(1인당 1백만원),
- 동문자녀 : 15명 (1인당 1백만원) 총 30명 예정

2) 선발방법
- 재학생 : 교직원 추천
- 동문자녀 : 지역별, 기수별, 직장별 회장단 추천

3) 선발기한 : 2011년 9월 30일까지

4) 추천서 등 양식 작성 및 송부
이창열 이사 이메일 : kmslcy@nate.com

팩스 : 051-328-8321

5) 추천서 접수 후 선발 : 추후 선정위원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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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금•기•탁•자•및•금•액 

2회 최금식 선보공업(주) 대표이사 100,000,000원 2010. 01.30
8회 위호철 율곡(주) 대표이사 30,000,000원 2010. 01.30
8회 주광일 탱크테크(주) 대표이사 50,000,000원 2010. 01.30
11회 임  혁 (주)엠알홀딩스(주) 대표이사 100,000,000원 2010. 01.30
12회 김부식 (주)이우 대표이사 100,000,000원 2010. 01.30
9회 권성렬 (주)오카도라코리아 대표이사 10,000,000원 2010. 01.30
9회 김재문 연우기술(주) 대표이사 10,000,000원 2010. 01.30
2회 이종문 세무법인 지안 대표세무사 1,000,000원 2010. 01.30
9회 허동해 두산인프라코아(주) 창원판매 대표 1,000,000원 2010. 01.30
9회 백남도 제일산업 대표 10,000,000원 2010. 01.30
8회 김의현 동현산업기계상사 대표 300,000원 2010. 01.30
9회 주승회 (주)화이트전자 대표 이사 10,000,000원 2010.02. 11
14회 안용희 부산지방국세청 1,000,000원 2010.02. 16
9회 강정주 창대테크놀리지 대표 2,000,000원 2010.02. 17
8회 유기문 위아공작기계 창원대리점 대표 2,000,000원 2010.02. 18
4회 구영석 (주)성진하이메크 대표이사 10,000,000원 2010.03.02
10회 윤일진 (주)고모텍 대표이사 10,000,000원 2010.04. 19
단체 5회 동기회 2010 등산대회상금 100,000원 2010.04.25
단체 9회 동기회 2010 등산대회상금 300,000원 2010.04.25
단체 재경동문회 2010 등산대회상금 200,000원 2010.04.25
단체 구미동문회 2010 등산대회상금 200,000원 2010.04.25
단체 동문산악회 1,000,000원 2010.05. 10
8회 이진복 한나라당 국회의원 5,000,000원 2010.05. 15

25회 백현식 ING생명보험(주) 1,000,000원 2010.05. 15
19회 유태윤 아프로쉬핑(주) 대표이사 1,177,040원 2010.05.26
5회 김부경 서울보청기 대표 500,000원 2010.06.03
9회 공덕암 창원대학교 금융보험학과 교수 3,000,000원 2010.06. 17

23회 이창열 세무법인 지안 10,000,000원 2010.06.30
단체 한국항공우주산업(주) 한국항공우주산업(주) 동문회 1,525,000원 2010. 07.09
21회 박용호 용진정밀 대표 1,000,000원 2010. 07.09
14회 손임모 태극정공 대표 10,000,000원 2010. 07.09
9회 고석재 경진단조(주) 대표이사 30,000,000원 2010. 07. 10
8회 성대철 대한기전(주) 대표이사 1,000,000원 2010. 07. 12
9회 이경환 현대자동차 변속기 품질관리부 1,000,000원 2010. 07. 12
8회 윤근수 두산인프라코어(주) 공작기계 진주영업소 소장 1,000,000원 2010. 07. 12
8회 최 철 한국NC정밀 대표 1,000,000원 2010. 07. 12
3회 오근수 송일상사 대표 5,000,000원 2010. 07. 12
3회 이판수 삼양기공 대표 2,000,000원 2010. 07. 12
5회 남중우 태진정밀 대표 1,000,000원 2010. 07. 12

 12회 김영호 창원대학교 수학과 교수 1,000,000원 2010. 07. 12
7회 김병규 (주)KME 대표이사 1,000,000원 2010. 07.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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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회 유영욱 이플러스ENC(주) 대표이사 5,000,000원 2010. 07. 12
10회 조성한 신성전기 대표 10,000,000원 2010. 07. 12
22회 백성룡 (주)다흥엔지니어링 대표 2,200,000원 2010. 07. 12
8회 공경렬 경원벤딩 대표 1,000,000원 2010. 07. 12
8회 이종문 통일정보시스템 대표 1,000,000원 2010. 07. 12
8회 정진호 (주)신화MT 대표이사 1,000,000원 2010. 07. 12
9회 김영구 한라IMS(주) 대표이사 30,000,000원 2010. 07. 12
9회 김흥기 서진정밀 대표 2,000,000원 2010. 07. 12

20회 김성훈 에이치에프하이텍 대표 1,000,000원 2010. 07. 12
12회 김태봉 삼일회계법인 이사 500,000원 2010. 07. 12
24회 조정열 조군황군 대표 1,000,000원 2010. 07. 12
16회 김선태 우림세무법인 세무사 1,000,000원 2010. 07. 12
8회 정재송 (주)젯텍 대표이사 20,000,000원 2010. 07. 12
14회 이상석 (주)성곡나노텍 대표이사 5,000,000원 2010. 07. 12
14회 박재업 성무종합건설(주) 대표이사 3,000,000원 2010. 07. 12
14회 양희구 영진산업 대표 2,000,000원 2010. 07. 12
14회 김봉관 단일엔지니어링 대표 2,000,000원 2010. 07. 12
16회 양재원 기홍F&T 대표 2,000,000원 2010. 07. 12
23회 정명찬 한국항공우주산업(주) 1,230,000원 2010. 07. 12
13회 김종현 발원종합건설(주) 부회장 5,000,000원 2010. 07. 13
16회 이승도 나눔법무사 사무소 500,000원 2010. 07. 13
9회 김성규 (주)국제경영기술원 경영학박사 500,000원 2010. 07. 13
9회 최병철 드림랜드 자연휴양림 회장 10,000,000원 2010. 07. 13
13회 이채덕 (주)새미스틸 대표이사 1,000,000원 2010. 07. 13
18회 김윤규 동남모던(주) 대표이사 3,000,000원 2010. 07. 13
5회 박수관 갑우정밀 대표이사 1,000,000원 2010. 07. 14
5회 정기영 (주)경동우드테크 대표이사 1,000,000원 2010. 07. 14
12회 박봉경 글로벌코리아(주) 대표이사 1,000,000원 2010. 07. 14
1회 김천환 (주)효성어묵 대표 50,000,000원 2010. 07. 14

단체 두산 9회동기회 두산인프라코어(주) 9회동기회 1,000,000원 2010. 07. 14
단체 두산 DST동문회 두산인프라코어(주) DST 창원공장동문회 1,000,000원 2010. 07. 14
19회 유태윤(추가출연) 유로종합피팅 대표 1,340,740원 2010. 07. 14
8회 이효환 삼천포공업고등학교 교장 1,000,000원 2010. 07. 14
2회 김광환 (주)유경엔지니어링 대표 10,000,000원 2010. 07. 14
6회 박말용 (주)마이텍 대표이사 10,000,000원 2010.08. 19
13회 조웅기 미래에셋증권 사장 10,000,000원 2010.08.20
1회 김성문 희성기연 대표 3,000,000원 2010.09.01
6회 진수만 비조엔지니어링 대표이사 1,000,000원 2010.09.06
1회 홍정희 (주)보광기계 대표이사 3,000,000원 2010.09.06

14회 김연원 (주)강이엠테크 1,000,000원 2010.09.06
2회 김의근 남양산업 대표 20,000,000원 2010.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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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동창회장배 동문등산대회
동창회가 주최하고 동문산악회가 주관하며 재경동문회가 후원한 2011
동창회장배 동문등산대회가 4월 24일(일) 오전 10시 서울 도봉산 오봉
에서 공식 집계 900명, 비공식 집계 약 1,000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성황리에 개최되었다. 이날 행사는 서울 지역에서 개최되었음에도 재경
동문회의 적극적인 협조로 행사 준비에 차질이 없었고, 전국 각지에서
예상보다 많은 동문 가족이 참가하여 부산기공 동문으로서의 화합과 동
문사랑을 확인하는 기회가 되었다. 
각 지역에서 단체 버스를 타고 올라온 동문들은 대기하고 있던 동문들
의 열렬한 환호를 받았고, 등록과 오전 산행을 마친 후 집결지인 송추
자연농원에서 펼쳐진 오후 단합의 행사 시간에는 동기회별로 삼삼오오
모여 앉아 시원한 막걸리와 준비한 음식으로 오랜만에 만난 동기들과
이야기꽃을 피웠다. 흥에 겨운 동문들은 자리에서 일어나 밴드 연주에
몸을 맡기고 노래하며 휴일 하루 일상의 짐을 벗어던지고 모처럼의 여
유를 만끽하였다. 
10회 동기회가 가장 많이 참가하였으나, 71명이 참가한 12회 동기회에
게 최다 참가기수상을 양보하여 12회가 상금 100만원을 받았고, 재경동
문회 역시 가장 많은  290명이 참가하였으나, 개최지 지역동문회는 수
상 대상에서 제외하는 관행에 따라 153명의 동문 가족이 참가한 부산
동문회가 최다참가지역동문회 수상으로 상금 100만원을 받았다. 
원거리 개최로 인해 행사 준비에 애로가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번 대
회가 원만히 치러질 수 있도록 노고를 아끼지 않은 동문산악회와 재경
동문회 임원진께 감사드린다. 다음 대회는 2012년 김해 신어산 등반대
회가 예정되어 있다.

 2011 SBS 고교동창골프최강전 16강 진출!
고교 동창들의 진한 우정과 필드 위의 박진감 넘치는 플레이! 2010년
32강전에서 아쉬운 패배를 맛보았던 경험을 발판 삼아 심기일전하여 도
전한 올해 경기에서, 충북 제천고와의 접전 끝에 우리 부산기계공고가
막판 역전승으로 16강 진출을 확정지었다. 6월 27일 상주 블루원 리조
트에서 펼쳐진 32강전 경기에는 조성한 동창회장을 비롯하여 일공회,
재경부기회 동문들이 참석하여 열띤 응원을 하였으며 그에 보답하듯 선
수들은 최선을 다했고, 특히 정재송(8회) 동문의 활약으로 1UP으로 마
침내 우승하였다. 9월 16일 목포고와의 16강전 경기가 예정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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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회 김종배 (주)키스코종합건설 대표이사 10,000,000원 2010.09.06
8회 윤하원 (주)화인디스크 대표 10,000,000원 2010.09.06
8회 하태권 서영(주) 대표이사 10,000,000원 2010.09.06
8회 박주석 (주)마팔하이테코 대표이사 30,000,000원 2010.09.06
8회 김문현 부산기계공업고등학교 교사 500,000원 2010.09.06
10회 강병훈 (주)군영 1,000,000원 2010.09.08
11회 박재근 ㈜은곡ENG 종합건축사사무소 대표이사 100,000원 2010. 10.05
단체 하이록코리아 하이록코리아 동문회 500,000원 2010. 10. 19
단체 박용호 회장 외 21회동기회 124명 / 거제삼성21동기 4,060,000원 2010. 10. 27
단체 유영욱 회장 외 11회 동기회 (졸업30주년기념) 10,000,000원 2010. 11. 11
10회 이수열 ING생명 강동지점장 2,000,000원 2010. 11. 29
단체 우승상금 KNN고교동문골프최강전 7,000,000원 2010. 12.09
13회 김해식 100,000원 2010. 12.09
12회 김주일 삼보정공 대표 1,000,000원 2010. 12. 15
5회 남중우 태진정밀 대표 4,000,000원 2010. 12. 15
단체 르노삼성동문회 직장동문회 1,000,000원 2010. 12. 15
10회 차상중 한라공조㈜ 울산사무소 소장 1,000,000원 2010. 12. 27
단체 5회 동기회 송동찬 회장 외 10,000,000원 2010. 12. 27
8회 박근종 ㈜영진테크 대표이사 1,000,000원 2010. 12. 27
1회 김만규 SK(유공)해운 전무이사 2,000,000원 2010. 12. 27
9회 이진두 파워열기산업㈜ 대표 5,000,000원 2010. 12. 27
9회 이수영 수영산업 대표 2,000,000원 2010. 12. 27
8회 故  박동업 동문 가족 1,000,000원 2010. 12. 27
13회 김재식 법무법인 청맥 (대표 변호사) 3,000,000원 2010. 12.30
8회 김기락 동의공업고등학교  교사 500,000원 2011. 02. 11
6회 서정삼 칠보기업 1,000,000원 2011. 03. 21
13회 박희준 (주)올보그인더스트리즈 대표이사 1,000,000원 2011. 04.04
10회 조성한(추가출연) 신성전기 대표 10,000,000원 2011. 04.07
18회 이학근 (주)클루스코리아 대표이사 5,000,000원 2011. 04. 13
23회 태재원 제이-원 500,000원 2011. 04. 16
25회 노재민 200,000원 2011. 04.28
단체 삼성중공업동문회 삼성중공업[동백봉사단] 900,000원 2011. 06.07
8회 하창수 한창진공 대표 10,000,000원 2011. 06.09
단체 삼성테크윈3공장 동문회 삼성테크윈3공장 305,000원 2011. 06. 14
1회 김천환(추가출연) (주)효성어묵 대표 10,000,000원 2011. 08.29
3회 오근수(추가출연) 송일상사 대표 5,000,000원 2011. 08.29
4회 구영석(추가출연) (주)성진하이메크 대표이사 20,000,000원 2011. 08.29
9회 최병철(추가출연) 덕원자연휴양림, 덕원관광농원 회장 30,000,000원 2011. 08.29
9회 공덕암(추가출연) 창원대학교 금융보험학과 교수 4,000,000원 2011. 08.29
11회 임  혁(추가출연) 엠알홀딩스(주) 대표이사 30,000,000원 2011. 08.29

기 수 기탁자 근무처 금 액 일 자 



조성한(10회) 5,000,000
2011동문등산대회명예대회장/ 동창회장
배종기(9회) 1,000,000
2011동문등산대회대회장/ 동문산악회장      
정재송(8회) 500,000
2011동문등산대회부대회장/ 재경동문회장
이수록(7회) 500,000
2011동문등산대회부대회장/ 재경산악회장    
이진영(10회) 500,000 
2011동문등산대회부대회장/ 동문산악수석부회장  
구영석(4회) 500,000
2011동문등산대회명예고문/ 동창회자문위원
남중우(5회) 500,000
2011동문등산대회명예고문/ 동창회자문위원
강맹수(8회) 1,000,000
2011동문등산대회명예고문/ 동창회자문위원  
이진복(8회) 500,000
2011동문등산대회명예고문/ 동창회자문위원  
최병철(9회) 500,000
2011동문등산대회명예고문/ 동창회자문위원  
구윤덕(5회) 300,000
2011동문등산대회고문/ 역대동문산악회장
허병영(6회) 300,000
2011동문등산대회고문/ 역대동문산악회장
황상석(8회) 300,000
2011동문등산대회고문/ 역대동문산악회장 
이학용(8회) 300,000
2011동문등산대회고문/ 역대동문산악회장    

최장식(9회) 300,000
2011동문등산대회고문/ 역대동문산악회장 
노창기(9회) 300,000
2011동문등산대회고문/ 역대동문산악회장 
서수보(4회) 400,000
OB산악회장
이형로(12회)이쁜이바이크(2대)

장원술(18회) 1,000,000
K2, EIDER상설할인점 대표 
김수명(6회) 100,000
부산화원 대표 
김영호(8회) 100,000
내쇼날시스템(주) 대표
박무범(8회) 100,000
버그하우스 대표
김태봉(12회) 100,000
삼일회계법인 이사
백남도(9회) 100,000
제일산업 대표
김선철(9회) 100,000
명진기공 대표
김태중(9회) 100,000
화천기계종합주식회사 소장
정동락(9회) 300,000
현대위아남부판매 영업/대표이사
박노식(17회) 100,000
해송티앤지 대표
재경동문회 5,750,000 
정재송 회장외 회원일동
팔우산악회 200,000
황상석 회장외 회원일동 
십오산악회 100,000
최병안 회장외 회원일동  
일육산악회 100,000
김영길 회장외 회원일동 

1회동기회 400,000
홍정희 회장외 회원일동
2회동기회 400,000 
강기봉 회장외 회원일동
3회동기회 400,000 
이판수 회장외 회원일동
4회동기회 400,000 
최광재 회장외 회원일동
5회동기회 400,000 
송동찬 회장외 회원일동
6회동기회 400,000
박말용 회장외 회원일동
7회동기회 400,000 
이황우 회장외 회원일동
8회동기회 400,000 
신외진 회장외 회원일동
9회 부산동기회 400,000 
백남도 회장외 회원일동
10회동기회 400,000 
신성하 회장외 회원일동
10회동기회 1,500,000 
회장단 임원일동
11회동기회 500,000 
유영욱 회장외 회원일동
12회동기회 500,000 
김경협 회장외 회원일동
13회동기회 500,000 
김대성 회장외 회원일동
14회동기회 500,000 
이상석 회장외 회원일동
15회동기회 500,000 
신재형 회장외 회원일동
16회동기회 500,000 
조충래 회장외 회원일동
17회동기회 500,000 
이재환 회장외 회원일동

18회동기회 500,000 
김윤규 회장외 회원일동
19회동기회 300,000 
정임규 회장외 회원일동
20회동기회 300,000 
김성훈 회장외 회원일동
21회동기회 300,000 
김보찬 회장외 회원일동
22회동기회 300,000 
김효용 회장외 회원일동
23회동기회 300,000 
박순일 회장외 회원일동
24회동기회 300,000 
김광효 회장외 회원일동
25회동기회 300,000 
서재억 회장외 회원일동
26회동기회 300,000 
박종현 회장외 회원일동

<재경동문회 찬조현황>

민호기(1회) 200,000
김점룡(2회) 200,000
최원일(6회) 200,000
권기철(7회) 200,000
강옥수(8회) 200,000
김귀팔(8회) 200,000
이  철(9회) 200,000
이성순(9회) 생수 1,000개
강기환(10회) 100,000
백영만(10회) 100,000
심재철(10회) 100,000
허대유(10회) 2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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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회 동기회
배관과, 기계과 모임
4월 16일 (토) 18시 아방궁에서는 배관
과 모임이, 같은 날 해운대에서는 기계
과 모임이 있었다. 이날 동창회 회장단
에서는 각각의 모임에 참석하여 올해 동
창회 재정자립을 위한 동창회비 1만 구
좌 사업에 대한 설명을 하고 참석한 동
문들의 호응으로 다수 구좌의 동창회비
를 접수 받았으며, 5회 동기회는 동문들
에게 적극 홍보하여 동창회비 납부사업
에 협조하기로 했다.  

 6회 동기회
6회 동기회 모임

4월 25일 (월) 연산로타리 할매보쌈에서
는 6회 동기회를 이끌어 갈 새 지도부를
추대하는 모임이 개최되었다. 신임 회장
에는 기계 김정헌, 총무는 김하영 동문
이 선출되었다. 이날 모임에는 조성한
동창회장이 참석하여 올해 동창회 재정
자립을 위한 동창회비 1만 구좌 캠페인
에 대해 설명하고 6회 동기회의 협조를
구했다.

6회 동기회 단합대회 및 회장 이ㆍ취임식

6회 동기회는 5월 22일 (일) 11시 금정
산성 성안집에서 단합대회 및 회장 이ㆍ
취임식 행사를 가졌다. 신임 김정헌 회
장은 그동안 수고해준 박말용, 김수명
동기에게 감사를 표하고 동기의 단합과
결집을 위해 노력하고 동창회 행사에 협
조할 것을 피력하였다. 이어서 과별 족
구대회가 펼쳐졌고 자동차과와 배관과
의 접전 끝에 배관과의 압승으로 마무리
되었고, 우승 상금 40만 원을 동기회 후
원금으로 전달하였다.

 8회 동기회
전국동기회 체육대회
8회 동기회(회장, 신외진)는 4월 17일 10
시 김해 장유중학교에서 동문 가족 약
120명이 참성한 가운데 전국동기회 체
육대회를 열었다

8회 동기회장배 골프대회 안내
일시 : 2011년 8월 26일(금)~ 27(토)
장소 : 전북 익산 베어리브CC
일정 : 첫째날  12시 20분 티업,

중식 : 클럽하우스 / 전북 군산
군산CC

둘째날  06시 34분 티업,
조식 : 클럽하우스

참가회비 : 45만원 (부부 참석시 추가 30만원)
계좌번호 : 국민은행 862801-01-310

141 김실곤 (8회 골프)
회비납부기간 : 7월 29일(금)
참가신청기간 : 7월 22일
경기 및 시상 : 첫째날 경기 결과
우승 : 뉴페리어 방식 - 베어리브 CC 경기과
메달리스트 : 18홀 스트로크
준우승 : 뉴페리어 방식
니얼리스트 : 지정홀 니어핀
롱기스트 : 지정홀 롱기
행운상 : 뉴페리어 방식 - 순위 8등
특기사항 : 2일간 18홀 스트로크 합산

하여 성적순으로 10월 동창
회장배 8회 대표 선수로 선발
(부부 참석대환영)

 10회 동기회
김득천 동기 돕기 모금 운동

지난 5월 김득천 동문(기계과)의 안타까
운 소식을 접한 10회 동기회는 모금 운
동을 펼친 결과 총 66명이 참여해서
1572만원이 모금되어 2011년 7월 2일
(토) 신성하 동기회장, 김영옥 총무, 조
성한 자문위원장 등이 통영 본가를 방문
하여 동기들의 마음을 전달하고 열심히
살아가자고 독려하였다. 앞서 김득천 동
문은 수년 전 대형 교통사고를 당해 부
인은 현장에서 사망하고 김득천 동문은
부산대학 병원에서 2년 정도 치료를 받
고 퇴원을 하였으나 뇌를 크게 다쳐 현
재 4살 정도 수준의 지능을 가지고 혼자
서는 생활을 할 수 없는 입장이라 고향
인 통영에서 부모님이 항상 데리고 다니
며 생활하고 있다고 한다. 현재 80년도
종합정비창 입사 동기(타 학교 공고 출
신) 들이 자녀들 3명의 학업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로 매년 50 만원씩 지원을
하고 있는 실정이다. 김득천 동문의 슬
하에는 전문대학 1학년에 재학 중인 장
남과 여고 1학년에 재학 중인 장녀 및
중학교 1학년에 재학 중인 차남 등 2남
1녀의 어린 자녀가 있다. 이번에 10회 동
기회의 따뜻한 마음이 전달되어 하루빨
리 건강한 모습을 되찾기를 빌어본다. 

 13회 동기회
13회 금속과 반창회
금속과 동문들은 해운대에서 4년 전에
만나고 6월 11일 다시 소백산 자락 방등
사 (진수 주지스님 : 조상현)에서 1박2일

동기회소식

부산시 사상구 학장동 271-6번지 부경주유소 2F
Tel.051)315-4700 Fax.051)315-4788  

E-mail.nosikgi@hanmail.net

대표 박 노 식 (17?)

늘 푸른 마음으로 정성을 다하겠습니다.(주)명진에어코디 부산경남총판점
이동식 에어콘 절찬 예매중 6월출시!

Mobile. 010-6560-4788

(18?)

경성대점

정상·상설 복합매장

전국최대 규모 약 200평

전국 어디나 무료배송!

동문방문시 특별사은품 지급!

단체복 주문시 대폭할인! 

대표 장 원 술 (18?)

Tel. 051)621-3700
경성대 지하철역 1번 출구에서 50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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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다. 바쁜 일상에서 벗어나 아이들과
함께 같이 어울리다 보니 어느새 어릴
적 추억이 되살아나고 동심의 세계로 동
화되어 감을 느꼈다. 예상보다 참석자가
적어 조금 아쉬움이 남았지만 시작이 반
이라고 서로 힘을 모아 한걸음한걸음 나
아간다면 앞으로 24회 동기회의 미래도
밝을 것으로 본다.

 부산동문회
친선당구대회

부산동문회는 3월, 당구를 통하여 동문
결속을 다지고자 친선당구대회를 개최
하였다. 약 50여 명의 동문이 참가하여
기량을 뽐내었으며 15회 동기회가 우승
상금 30만원을 받았으며, 20회 연합팀

이 준우승, 9회가 3등으로 5만 원의 상
금을 받았다. 

동문돕기 호프데이 개최
부산동문회(회장, 14회 장지호)는 8월
24일(수) 18시부터 24시까지 부산 사상
구 괘법동에서 동문돕기 호프데이를 개
최한다. 수익금은 어려운 동문을 돕는데
쓰이는 만큼 많은 동문들의 동참을 기다
린다. 장소 : 통안에서(051-313-0311)

 김해동문회  
제2회 함께하는 동문 호프데이
7월 20일 18:00~23:30 C&B

김해동문회 (회장, 11회 김송태)는 7월
20일 18시부터 23시 30분까지 김해
C&B에서 ‘제2회 함께하는 동문 호프데
이’를 했다. 약 350여 명의 동문 및 동
문가족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정말 즐거
운 시간을 보냈다. 지난 해 1회 행사에
는 700만원의 수익금으로 투병생활로
힘든 동문과 장애가 있어서 힘든 동문
총 4분에게 수익금 전달을 통해 따뜻한
동문의 온정의 마음을 전달했다. 올해는
약 900여 만 원의 수익금이 예상되며,
지난 해와 같이 어려운 동문에게 전달

할 예정이다. 하나된 동문의 따뜻한 마
음을 통해 동문들의 우의를 더욱 돈독히
하는 멋진 계기가 되었다. 이번 호프데
이 행사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주신 모
든 동문들께 감사한 마음을 전하며   김
해 지역 동문들의 일치 단합된 좋은 모
습 계속 보여드릴 것을 약속한다. [기사
제공 : 김해동문회 기획,홍보위원장 17회
박동활]

 중국동문회
제3회 골프대회 개최 5월 14일 ~ 15일
"세계로 뻗어가는 기공인. 나는 자랑스런
부산기공 동문임을 자부한다"

5월 14일부터 15일 북경에서 개최된 중
국동문회 제3회 골프대회는 세계 속의
국립부산기계공고 동문으로서의 자부심
을 느낄 수 있는 행사였다. 중국 각지에
거주하는 동문은 물론이고 국내의 동문
도 먼길 마다하지 않고 함께 참여하여
더욱 뜻깊은 행사가 되었다. 이번 대회
는 북경·천진 지부에서 준비하였고 창
원부기회와 부기회의 여러 동문도 함께
참석하였다. 이번 대회 개인우승은 9회
권영부, 준우승 8회 박근종 동문이, 단
체우승은 2지부 천진.북경 지역 동문회

템플스테이 겸 반창회를 개최했다. 지금
은 각자 다른 곳에서 열심히 살아가고
있지만 이날만큼은 추억속으로 여행하
며 즐거운 한때를 보냈다. 졸업생 51명
중 참석인원은 20명이었지만 가을 반창
회에는 30명을 목표로 하고 또 내년 졸
업30주년 행사를 위해 주변 동기들과
지속적으로 연락하기로 하였다.

13회 골프 회원모집
13회 동기회 골프회가 결성한지 6년이
지났다. 현재 16명의 회원이 참여하여
운동을 통하여 동기간 결속을 다지고 있
다. 매달 둘째 주 화요일 가야CC에서
라운딩을 하며 관심 있는 동기들의 연락
을 기다리고 있다. (총무, 정문호)

 15회 동기회
한마음 대축제 개최

15회 동기회 (회장, 신재형, 사무국장 이
영주)에서는 지난 5월 29일 창원 문성
대학 실내체육관에서 사랑팀, 희망팀으
로 구성하여 동기회 “한마음 대축제 및
전국노래자랑” 행사를 가졌다. 1부 행사
에서는 족구, 배구를 비롯한 체육대회를
하였으며 이어진 2부 행사에서는 인기

개그맨 김재욱 (KBS 개그콘서트) 씨를
초대하여 흥겨운 노래와 개인기를 통해
분위기가 최고조에 달했으며, 동기들이
전국에 분포되어 있는 관계로 전국노래
자랑 대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는 조성
한 동창회장님을 비롯한 임원진들이 다
수 참석하였으며 회장님은 앵콜송을 받
기도 하였다. 이날 심사는 기존의 방식
을 벗어나 관객 30명을 무작위 선정하
여 아주 공정한 심사를 하였으며 대상에
는 김경선 (기영식 동기 부인) 씨가 선정
되었다. 이어진 행운권 추첨에는 백화점
상품권, 자전거 등 푸짐한 경품으로 모
두가 함박꽃 가득한 미소로 내년을 기약
하며 행사를 마쳤다. 매년 동기회 자체
행사를 풍성하게 개최하는 15회 동기들
이 다른 기수들의 귀감이 되고 앞으로도
더욱 발전하는 동기회가 되길 기대해본
다. [기사제공 : 이영주 사무국장]

15회 산악회
15회 산악회 (회장, 최병안 / 총무, 사순
기)는 매달 동기 및 가족들의 건강증진
과 화목을 도모하기 위해 원근 각지의
산을 찾아 등산하는 모임이며, 한해 동
안의 산행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고 있
으며 산행일시는 매월 4째주 일요일이
며, 동기가족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18회 동기회
창조회 하계 가족 단합대회

2011년 창조회 하계 가족 단합대회를 충
남 금산에서 7월 9~10일 1박2일 일정

으로 약 40명의 회원 가족들과 박흥식
모교 은사님께서 참석하셔서 자리를 빛
내주셨다. ‘창조회’는 설계과 18회 동기
들로 구성된 모임으로 꾸준히 모임을 해
오고 있으며 아직까지 가입하지 않은 동
기들의 많은 참여를 기다리고 있다.
http://cafe.daum.net/pusan18pp

 22회 동기회
임원진 정기회의
올해 졸업 20주년 행사를 준비하는 22
회 동기회 (회장, 김효용)는 3월 25일 19
시 부산, 사상 한려수도횟집에서 제1회
임원진 정기회의를 했다. 김효용 동기회
장을 비롯하여 모두 15명이 참석하였고,
안건은 20주년 행사관련 직무 분담 및
행사 진행에 관한 토론, 4월24일 동창회
장배 등산대회 참가건, 과별 회장 선임
건 및 연락처 수집 건, 동창회비 참여 건
등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

2011년 2차 임시총회
5월 21일(토) 18:00 부산 사상 한려수도
(횟집)에서 16명이 참석한 가운데 22회
동기회 2차 임시총회를 열었다. 회칙개
정과 동기회 연락처 갱신, 지역동기회
및 과별 임원구성, 결산보고 등에 대한
논의를 하였다. 현재 참여율이 저조하므
로 동기 한명 한명의 많은 동참을 기다
린다.

 24회 동기회
동기회 정기모임 (체육회)
24회 동기회(회장, 박순일)는 2011년 새
로운 출발을 알리는 첫 동기회 모임을
가족들과 함께하는 체육회를 개최하기
로 하고, 3월 27일(일) 10시 30분 김해
활천초등학교에서 동문가족 약 50여 명
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하였다. 동기회가
발족한지도 벌써 3년차를 맞아하여 그
동안 시도하지 않았던 새로운 도전을 하

지역동문회 소식



가 차지하였다. 중국총동문회가 출범하
고 주요 행사 중 하나로 자리매김한 중
국총동문회장배 골프대회는 2010년 1회
대회 춘계대회(5지부 산동성 연태), 2회
추계대회(6지부 요녕성 대련) 이후 2011
년부터는 매년 1회 개최키로 하였다. 다
음 대회는 2012년 5월에 3지부(강소성
지역동문회) 주관으로 중국 대륙 최고의
명산인 황산에서 개최키로 하였다.

 대구동문회
동문가족 체육대회 및 가족 등반대회 개최

대구동문회 (회장, 7회 김대겸)는 5월
29일 성서공단 체육공원에서 가족과 함
께 하는 동문가족 체육행사를 개최하여
화합하고 단결하는 좋은 자리를 마련했
다. 이에 앞서 4월 3일에는 벚꽃이 만개
한 팔공산 동봉에서 가족 등반산행을 실
시하였다. 산행 후 족구대회 및 뒷풀이
행사는  선ㆍ후배 및 동문가족들의 화합
과 우정의 마당이 되었다.

 대전ㆍ충청동문회 
춘계 가족행사 개최

대전ㆍ충청지역동문회 (회장, 8회 정삼

술)는 4월 30일 10시부터 15시까지 대
청공원 다목적 운동장에서 동문과 가족
약 70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춘계 가족
행사를 개최하였다. 비가 오는 날씨였지
만 동문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부산기계
공고 출신이라는 자부심을 느낄 수 있는
시간이었다.

 울산동문회
1회~10회 단합대회

울산동문회는 5월 29일 (일) 오전 9시
30분부터 호계 농소운동장 마사 축구장
에서 재울 부산기계공고 1회부터 10회 동
문 및 가족을 대상으로 친선 소프트볼대
회를 8회 동기회 주관으로 개최하였다.

시내분회 & 현대차분회 연합산행대회 실시
울산 현대자동차 동문회 (회장, 10회 고
상규) 및 시내동문회(회장, 5회 오성훈)
는 6월 5일 9시 30분부터 가족동반 연
합 산행대회를 개최하였다. 동문 가족을
포함하여 약 100여 명이 참석하여 울산
동대산 산행 후 점심을 같이하고 간단한
운동을 하면서 동문의 끈끈한 정을 나누
며 즐거운 하루를 보냈다. 동창회에서도
조성한 회장님을 비롯한 임원진께서 참

석해 주어서 자리가 더욱 빛났다.[기사
제공 : 12회 박순택 울산동문회 총무]

 재경동문회
2011년 한마음 체육회 개최

개경동문회(회장, 8회 정재송)는 국립부
산기계공고를 모교로 둔 자부와 긍지 속
에 모교 사랑으로 뭉쳐, 꿈 많은 학창시
절의 추억을 떠올리는 2011년 재경동문
한마음 축제행사를 지난 5월 5일 어린
이날 의왕시 소재 철도대학 구장에서
500여 명의 동문과 가족들이 함께한 행
사를 가졌다. 정재송 회장은 바쁜 일정
에도 참석해 주신 동문과 가족 모두에게
깊은 감사를 피력하고 모교 2회 졸업
40돌(회갑)을 기념하여 재경 2회 15분께
기념 선물을 전달하였다. 이날의 한마당
축제 행사는 안양지부(회장 윤인구 11회)
에서 주관하여 권역별 4개 팀(동백팀 :

서울1지부, 용성지부 / 백마팀 : 인천지
부, 안산지부 / 장산팀 : 수원지부, 안양
지부 / 청룡팀 : 서울2지부, 고파지부)으
로 나누어 다양한 문화 이벤트 게임이
진행되었으며, 메인 경기인 지부별 족구
경기와 계주 경기는 8개 지부별 대항으
로 진행하여 종합 우승은 용성지부, 준
우승과 우수지부상은 서울서지부, 우수
기수상은 10회 동기회가 수상했으며 모
든 경기에서 가족들이 몸 따로 마음 따
로 달릴 때에는 우뢰와 같은 박수와 함
성으로 투혼에 답하였다. 문화행사로는
동문 및 가족들의 장기자랑이 펼쳐지는
중간 중간에 공연이 한 곡 한 곡 불러질
때 마다 동문들의 우뢰와 같은 앵콜! 앵
콜! 박수가 쏟아졌다. 그리고 풍부한 경
품 추첨에서는 행운대상(LG 최신형 로
봇청소기, 11회 최재식 협찬) 금상(접이
식 자전거, 12회 이형로 협찬)은 동문이
차지하여 주위의 부러움을 샀다.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조성한 동창회장을
비롯하여 동창회장단 일행이 멀리 부산
에서 참석하여 자리를 빛내 주었으며 재
경 동문들은 힘찬 함성으로 시작하여 온
종일 가족들은 동문들이 찬조한 선물 타
는 재미와 먹을거리(10회 이동수 동문
협찬 홍어에 막걸리와 11회 동기회 협찬
돼지수육)에 빠졌다. 재경동문한마음행
사는 동창회장배동문등산대회에 이어
짧은 준비 일정으로 미흡한 점도 있었지
만 많은 산하 단체 및 동문들의 자발적
인 물품 찬조와 기금 협찬 그리고 날씨
도 좋아 성공적인 행사를 가졌다. [기사
제공 : 재경동문회 사무국장 14회 박광열]

재경동문산악인 7/23~24 정기산행 및 야유회
재경동문산악회는 여름 야유회를 7월
23(토) ~ 24일(일) 1박2일 일정으로 서
산 팔봉산으로 동문 및 가족 약 40여 명
과 함께 다녀왔다.

 강원도 연합동문회
연합동문회 하계 단합대회
7월 9~10일 17:00~ 서마니농원 

강원도 연합동문회는 관서동문회 주최
로 7월 9일부터 10일까지 궂은 날씨 속
이지만 동문들의 뜨거운 성원에 힘입어
연합동문회 하계 단합대회를 성황리에
마무리하였다. 멀리서 참석한 동문과 가
족들은 모처럼의 시간을 허심탄회한 담
소와 여흥의 시간을 통해 함께하였다.
이번 행사에 동창회에서도 찬조를 통하
여 마음을 나누었으며 많은 동문들이 찬
조와 경품 및 먹을거리를 준비하여 행사
가 원활하게 마무리되었다. 

 창원동문회
한마음 가족 체육대회
창원동문회 (회장, 10회 박재열)는 6월
19일(일) 10시 30부터 창원 문성대학 실
내체관에서 동문 및 가족 약 180여 명
이 참여한 가운데 가족체육대회를 개최
하였다. 창원동문회의 영속성 확보와 동
문들의 친선 우호 증진과 도약하는 창원
동문회를 목표로 매년 개최하고 있는 이
대회는 성실팀, 근면팀, 정확팀, 검소팀

의 교훈을 모토로 한 4개 팀으로 구성하
였으며 참여한 동문과 가족, 어린이가
모두 참여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구성
하였다. 성실팀이 우승하여 상금 50만
원을 획득했고, 13회 동기회가 최다기수
참가상 수상으로 상금 20만 원을 받았
다. 참여한 동문 모두 동문 간의 정을 느
끼며 단합하고 모교사랑을 증진시키는
행사가 되었다. 

창원동문회 친선스크린골프대회
동문회원간의 친선과 화합을 도모하고
증가하는 골프를 즐기는 동문들의 결속
을 통한 동문회의 발전을 유도하기 위해
개최한 제1회 창원동문회 친선 스크린
골프대회가 5월 28일(토) 13시 마산합포
구 소재의 조이 스크린골프장에서 개최
되었다. 창원, 마산, 진해 지역 동문 20
여 명이 참여한 이번 대회에서 창원동문
회 발전기금 100만 원이 모금되었고 이
번 대회 후 성과 분석을 통하여 하반기
에도 실시할 지 여부 등을 결정할 계획
이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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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안ㆍ아산동문회
- 천안ㆍ아산동문회와 천안ㆍ아산

삼성동문 통합체육대회 개최

6월 26일(일) 보산원초등학교에서는 천
안ㆍ아산 동문회와 천안ㆍ아산 삼성동문
통합 체육대회가 개최되었다. 삼성반도
체, 삼성SDI, LCD, SMD, 삼성정밀유리
에 근무하는 동문들과 천안ㆍ아산동문회
소속 동문들은 일요일 하루 일상의 스트
레스를 떨쳐버리고 유쾌하고 즐거운 한
때를 보냈다.

동•호•회•소•식

 동문산악회 
정기총회 및 시산제

동문산악회는 5월 8일 금정산에서 제98차 산행 겸 정기총
회와 시산제를 개최하고 10대 회장에 10회 이진영 회장을
선출하였다. 신임 이진영 동문산악회 회장은 그동안 수고해
준 9회 배종기 회장께 감사패를 전달하였고, 앞으로 동문
산악회가 동창회의 중요한 단체로서 역할을 다하고 회원들
의 건강과 동문 간 결속을 다지는데 힘쓰겠다고 피력했다.
이번 정기총회와 시산제에는 모두 70여 명의 회원과 가족
들이 참석하였고 동창회에서도 조성한 동창회장, 이수열 수
석부회장이 참석하여 축하하였다.

100차 산행
동문산악회는 7월 20일 청도 지룡산으로 동문 및 가족 약
70여 명이 100차 산행을 다녀왔다. 이날 행사에는 조성한
동창회장도 참여하여 100차 산행을 축하하였다. 동문 산악
회가 발족하고 매월 1회 산행으로 8년 여간 큰 사고 없이
무사히 산행을 이어오고 있으며 10대 집행부부터는 연간
우수 참석자에 한하여, 정기총회 시 시상을 하기로 했다.

 천안아산 동문 아베베FC 조기축구회 운동
2010년 10월 아베베FC 조기축구회 발대식 이후 7개월 간
많은 동문 회원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으로 안정적인 모
임 운영이 가능해진 아베베FC 조기축구회는 2011년 5월
한 단계 도약과 발전을 위한 각오를 새롭게 다졌다. 

 팔우산악회
팔우산악회는 매월 산행을 통해 건강을 다지고 있으며 6월
에는 5회와 8회 부부 약 30여 명이 합동산행을 다녀왔다.
이어서 7월 17일에는 영도 봉래산으로 산행을 다녀왔다. 

B•M•T•H•S•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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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술영재반 기술멘토프로그램, 그 빛을 발하다
기술영재반 기술멘토프로그램 운영결과 전국대회에서 수상소식
입니다. 그동안  전반적으로 그 문턱이 높아서 제대로 진출을
하지 못하였던 분야에 우리학교 학생들의 영예의 수상소식에
그 기쁨을 나누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대부분 전국 과학고등학
교 학생들이 독차지 하였던 이 분야의 수상은 열악한 환경에서
도 열심히 하였던 그 결과의 소식을 여기에 올려 둡니다.                                 

▶ 부산기계공업고등학교에서 운영하고 있는 기술영재반 기술멘토
프로그램 중 동아리활동의 결과물로 제출한 논문이 ‘제2회 국제
청소년 학술 대회’ 최종 발표 논문으로 선정되었다.

▶ 기술영재반의 기술멘토프로그램은 전문계 고교의 연구 분위기
정착 및 전문계고-기업 간, 전문계고-대학 간 심화기술교육 활
성화의 일환으로 실시해 오고 있는, 전국 유일의 심화기술교육
프로그램이다.

▶ 제출한 논문은 「차세대 발전시스템을 위한 청정석탄가스화기 연
료공급 시스템」으로, 안수호, 이세웅, 김영우(3학년 기술영재반,
멘토-부산대 전충환 교수) 팀이며, ‘Excellent Youth Scholar
Award(우수청소년학자상)’ 수여 예정이다.

▶ 부산기계공업고등학교 기술영재반에서 있는 특색사업인 기술멘
토 프로그램은 기업체 및 대학과 연계한 심화기술교육시스템으
로서 산업사회의 주역이 될 영 마이스터 육성을 위한 공동 연구
과정으로, 올해로 5년째 운영해오고 있다.

▶ 기술멘토 결과 발표는 모두 영어로 진행함으로써 전문계고 학생
들에게 상대적으로 취약한 영어 의사소통능력을 신장시켜 미래
사회의 핵심기술인재로 육성해 나간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

▶ 부산기계공업고등학교의 기술멘토 프로그램은 전문계고 학생들
에게 전공에 대한 자신감을 부여함은 물론, 나아가서 미래 사회
가 요구하는 전문기술인으로서의 중추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기술인재를 육성하는 심화기술교육시스템이라고 확신한다. 

 지방기능경기대회 개최
4월 20일 ~ 25일 개최된 지방기능경기대회에는 모교에서 9개
직종에 금메달 7개, 은메달 8개, 동메달 8개를 획득하였다. 이
들은 8월 30일부터 9월 5일까지 개최되는 전국기능경기대회에
참가하게 된다. 동창회에서는 4월 21일 오후 6시 해운대 수백
한상에서 모교 지도교사와 동문 심사위원들을 격려하고자 식사

자리를 가졌다.

 악대부, 제30회 부산관악제 참가

한국관악협회 부산지회가 주최하는 제30회 부산관악제가 7월
7일(목) 오후 6시 부산시민회관 대강당에서 개최되었다. 부산시
내 6개 고교 관악단 등이 참가한 이번 대회에 모교의 재학생들
이 관람하였고, 악대부는 그동안 갈고 닦은 기량을 선보였다.
조성한 동창회장은 악대부 지도교사와 악대부들을 격려하고 악
대부 단복 제작비로 1천만 원을 쾌척하였다.

 동창회장 특강 및 동창회 소개
7월 8일(금) 7월 8일 오후 4시부터 약 1시간 동안 모교 해송홀
에서는 3학년을 대상으로 동창회장 특강과 동창회에 대한 소개
의 자리가 마련되었다. '동문의식 함양'이라는 주제로 진행된 이
날 행사에서 조성한 동창회장은 졸업 후 사회생활을 통해 경험
했던 어려움과 성공에 대해 들려주면서 후배들에게 앞으로 사
회에 나가더라도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며 실패하되 결코 좌절
하지 말 것과 인생의 선배로서 따뜻한 격려와 조언으로 참석한

학생들의 박수갈채를 받았다. 이어서 이중순 총무선임부회장은
프리젠테이션을 통해 동창회의 필요성과 동창회 사업에 대한
상세한 설명과 동창회 가입 안내를 하여 대부분의 학생이 동창
회 입회원서를 제출하였다. 이날 동창회에서는 학생들에게 도
장을 선물로 나누어주었다.

 김성규 11회 동문 개인전

김성규 동문(11회 기계과)은 현재 구미 오상고등학교에서 미술
을 가르치고 있으며 한국미술협회 회원이며 대구미술협회 이사,
경북 구상작가회 회장을 맡아 창작활동도 왕성하게 하는 우리
화단의 대표적인 중견작가이다. 오는 8월 3일부터 서울 인사동
에 소재한 단성갤러리에서 월간미술세계가 창간 28주년을 기
념하는 기획초대전에서 6회 개인 작품전을 연다. 작가는 평소
즐겨하는 마라톤과 철인운동을 통해서 투명하고 맑게 바라본
우리 주변의 자연풍경을 활달한 필치와 파격적인 칼라로 화폭
에 담아온 특별한 화가이다. 이 번 전시에도 운동이나 여행에서
만난 국내외 아름다운 풍광을 그만의 독특한 색과 형태로 사실

적으로 표현한 30여점의 유화 작품이 전시된다. 전시는 오는 8
월 3일(수)부터 8월 9일(화)까지 서울 인사동에 소재한 단성갤
러리에서 열린다. 이어서 8월 10일부터 19일까지 러시아 모스
크바, 쌍트페테르브르그로 가서 한·러 수교 21주년 기념,
‘2011러시아, 한국미술교류전’에도 한국 작가로 참가한다. 

 8회 공경렬, 박주석 동문 대통령 표창 
5월 16일 청와대 녹지원에서 열린 ‘2011 전국중소기업인 대회’
에서 경원벤딩/기득산업(주) 공경렬 대표이사(8회)와 MAPAL
HTT 대표이사인 박주석 동문(8회)이 지역경제발전 및 사회 공
헌 활동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영예의 중소기업인 유공자
로 선정되어 “우수중소기업인 대통령표창”을 수상하며 모교의
위상을 드높였다. 

 8회 정만석 동문 대한민국 국민포장 수훈

진주지역 동문회 정만석 회장(8회 전기과)은 4월 7일 세종문회
회관에서 거행된 보건의날 행사에서 국민건강증진 및 사회봉사
등의 공로로 대한민국 국민포장을 수훈했다.  현재 진주에서 연
세의원을 개원하고 있으며, 2011년 대한가정의학회 25대 회장
으로 선출되었다. 진주지역 동문회에서는 월례회를 겸해 축하
행사를 가졌다.

 제22회 회장기 세팍타크로대회 남고부 우승
7월 26일부터 29일까지 나흘간 강원도 횡성에서 열린 제22회
회장기 세팍타크로대회에서 모교 세팍타크로 선수단은 남고부
우승을 차지하였다. 이번 대회 결승에서는 김천 중앙고를 맞아
월등한 기량으로 우승을 차지하였고, 박해성군이 영예의 최우
수 선수상을 수상하였다.
앞서 5월 24일부터 30일까지 개최된 전국종별세팍타크로 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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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도 레구에서 김천 중앙고(3:0)를 퍼펙트로 물리치고 우승을
차지한 바 있다. 모교 선수들의 선전과 우승을 다함께 축하하며
앞으로도 꾸준히 체력과 기술을 연마하여 좋은 결과를 통해 모
교의 위상을 빛내주기를 기대한다.

 부산영상센터 건립 현장을 가다
9회 정재석 동문, 10회 안중호 동문, 13회 장세선 동문

오는 9월 준공을 앞두고 막바지 공사가 한창 진행 중인 부산영
상센터 건립 현장에 우리 동문들이 맹활약하고 있어 동문들과
모교의 학생들에게 전하는 이야기를 인터뷰하여 싣는다.

부산의 문화 아이콘으로 부상할 부산영상센터(두레라움)는 부산
시 해운대구 우동 신세계센텀시티 옆 3만2140㎡ 부지에 PIFF
개ㆍ폐막식이 치러질 야외공연장(4000석 규모), 다목적 공연장
과 중ㆍ소형영화관이 들어설 시네마운틴(9층 규모), PIFF 사무
실 등이 입주하는 피프힐(4층 규모), 각종 여가ㆍ편의시설이 있
는 더블콘을 갖추게 된다. 이를 짓는 데 드는 사업비는 모두
1624억 원(국비 600억 원, 시비 1024억 원)이다.

▶ 정재석 (9회, 한진중공업, 직책 : 부장)
• 인천영종대교 시공(건설교통부장관 표창)
• 수원 민자역사 시공 (중량물시공방법 특허취득 제 0449498호)
• 돌산화태 연도교 시공(사장교)
• 평택 민자역사 시공(ILM공법 특허취득 제 10-0893289호)
• 한진중공업 수빅 조선소 건설
• 부산영화의전당 시공(LIFTING 공법적용)

정재석(9회) 동문은 1977년 삼성중공업에 입사하여 20년 간 근
무하였고, 영종대교(인천공항) 건설 당시 삼성중공업 담당자였
으며 현재는 한진중공업 부장으로 13년 째 재직 중이며 건설사
입장에서 이번 공사의 각오를 다음과 같이 전했다.

"앞으로 부산의 랜드마크가 될 영화의 전당 공사를 맡아서 책임
감과 함께 자부심을 가지고 임했습니다. 이 건축물은 알다시피
세계적인 구조물로 독일에서 설계를 했고 이와 유사한 건물이
BMW사옥입니다. 특히 용접 구조물이 어려웠는데 지붕을 받치
는 기둥이 3천 톤, 지붕이 4천 톤이며 더블콘크라운의 경우 용
접봉만 140톤인데 국내에는 철 구조물 전문가가 많지 않습니
다. 한진중공업은 SRC 철구조물 쪽이 강한 편입니다. 이번에
리프트 공법을 도입하여 공기 단축, 품질확보 및 원가절감에 기
여했다고 자부합니다. 앞으로 새로운 공법을 도입하지 않으면
공기를 맞추거나 품질 확보가 어렵다고 봅니다. 전체 공사비 약
1640억 중에서 빅루프 380억, 스콘 50억이면 대단한 비중을
차지하는 분야에서 기여한 바가 크다고 봅니다. 건축을 전공하
는 대학생이 매일 방문하여 학습견   학의 장으로 이용할 정도로
건축계의 주목을 받고 있어 자부심을 느낍니다. 처음에는 우리
나라 기술진이 못해낼 것이라고 생각했고 저도 처음에는 어렵
지 않겠다고 장담했지만 실제로 해보니 아주 어려운 작업임에
는 틀림없었습니다. 그러나 힘든 만큼 완성되어가는 모습을 보
면 자랑스럽고 자부심을 느낍니다."

"후배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은 본인 노력 여하에 따라 얼마든
지 훌륭하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학교에 다니고 막 졸
업했을 당시에는 기능인이 조국근대화의 기수이며 기능인은 어
딜 가도 대접받을 수밖에 없는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기능인으
로서의 자부심이 대단했습니다. 특히 우리 동문들은 사업수완
이 좋고 자수성가한 사람이 많은 편입니다. 대단히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후배 여러분들은 앞으로 꾸준히 자기개발을 해야
하고 특히 외국어는 1개 이상은 꼭 철저히 해야 이 분야에서 중
요한 일을 해낼 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선배들이 사회 여러

분야에 포진되어 있으니 사회 나오면 선배를 찾고 어려울 때는
항상 도와줄 것이니 자부심을 가지고 꾸준히 학업에 임해주길
바랍니다."

▶ 안중호 (10회, 부산시건설본부건축2팀, 직급 : 6급)
• 1988년 부산광역시 건축직 공무원(8급)으로 시작
• 북구청, 남구청, 건축과 근무, 부산광역시 기획관리실 도시

개발심의관실 근무
• 2000년 건축사 면허증 취득
• 2003년 건축시설주사(6급) 승급
• 사상구청, 동래구청 건축계장으로 근무
• 2009년 이후 부산광역시 건설본부 건축2팀 건축담당으로

재직(영화의전당 공사관리관)

안정호(10회) 동문은 현재 부산시청 공무원으로 있으면서 이번
공사에는 발주처 입장으로 참여하고 있다.

"이번 공사는 부산시 입장에서 상당히 의미 있는 일인 만큼 힘
이 듭니다. 이건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건축물이고 우리나라의
랜드마크와 관광명소가 될 것입니다. 우리 동문들은 어려운 시
대를 살다보니 기능인을 택했고 지금은 어느 분야에서도 인정
받고 있습니다. 3년간의 학교 시절 엄격한 교육이 훌륭한 밑거
름이 되었다고 봅니다. 실업자가 많은 요즘 상황에서 우리 후배
들은 앞을 내다보고 진로를 선택한 깨어있는 후배들이라고 생
각합니다. 앞으로는 실력위주의 시대이므로 항상 당당하며 자
기 분야에서 열심히 하면 각광받을 것이고 그러기 위해서는 현
재의 학업에 열심히 하고 지금의 시간을 알차게 보내기를 바랍
니다."

▶ 장세선 (13회, (주)상지엔지니어링건축사 사무소, 직책 : 수석부장)
• 건축기계설비기술사 자격취득
• 부산기계공고 제13회 20주년추진위원장 및 1대 동기회장 역임
• 부산동명대학 외래강사 역임
• 양산대학 겸임교수 역임
• 부산지방국토관리청 설계자문위원 
• 부산영화의전당 기계설비분야 감리

장세선 동문은 상지엔지니어링 건축사사무소 수석부장이며 이
번 부산영상센터 건립공사의 감리단으로 활동하고 있다.

"건물은 살이며 혈관은 기계들이라고 보면 됩니다. 영화의 전당

은 기계, 위생, 냉난방, 공조 등 모든 설비가 총체적으로 들어
가 있는 건물입니다. 다목적공연장의 무대 기계는 평소 접하기
어렵습니다. 기계 같은 경우는 이제 시운전 상태이며 결과물이
아직까지 나오지 않은 상태라 9월 29일 개관식에 다목적공연
장 내부와 공연장의 공조 등이 과연 처음에 계획했던 대로 성
과물이 나올 수 있을지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기계 설비가 관급공사로서는 국내 두 번째 규모이며 현장은 건
축과 기계가 나누어진 분리 발주로 관리할 부분이 상당히 많습
니다. 부산시로서는 설비 규모가 상당히 크고 관급 쪽 일을 하
다 보니 영세한 업체가 많고 시공사 없이 관급을 콘트롤하는 부
분이 많으므로 업체를 일일이 감리단에서 관리해야 하는 부분
에 애로점이 많습니다. 그렇지만 12명 정도의 감리단 중에서 대
부분 건축 분야이고 기계는 혼자서 책임지고 감리를 해야 하는
상황이라 부담은 많이 느끼지만 책임감과 함께 자부심도 가지
고 있습니다."

"우리 후배들은 앞으로 조국근대화의 기수, 기능인으로서 사회
에 기여할 부분이 많다고 봅니다. 그러므로 자신감을 가지고,
고교 학업에 만족하지 말고 계속 자기계발을 해서 배우도록 권
하고 싶습니다. 자기계발을 하지 않으면 낙오됩니다. 자신의 성
공은 물론이고 사회에 기여하고 모교의 이름을 빛내기 위해 정
열을 가지고 학업에 임하여 좋은 결과가 있기를 기대합니다."

부산영상센터 건립 현장에는 이들 동문 외에도 많은 동문들이
땀 흘리고 있다고 한다.

동•문•동•정•및•모•교•소•식동•문•동•정•및•모•교•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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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축하합니다.

일 자 내 용 일 자 내 용

04월 04일 17회 설계 강성환 동문 별세

04월 08일 6회 전기 황보섭 장모 별세

04월 08일 17회 배관 김병천 모친 별세

04월 12일 22회 전기 이광기 조모 별세

04월 16일 10회 기계 이수열 장인 별세

04월 21일 22회 기계 김민곤 모친 별세

04월 24일 13회 기계 김기병 모친 별세

05월 06일 15회 설계 송석현 부친 별세

05월 12일 6회 전기 김기오 장모 별세

05월 18일 14회 배관 이승래 모친 별세

05월 20일 5회 자동차 김정수 부친 별세

05월 24일 20회 전기 윤서준 모친 별세

06월 08일 6회 기계 박개암 부친 별세

06월 10일 5회 전기 김진태 부친 별세

06월 14일 6회 전기 이종복 장모 별세

06월 21일 4회 전기 최광재 장인 별세

06월 26일 8회 기계 강옥수 모친 별세

06월 27일 5회 기계 배성환 부인 별세

06월 29일 8회 기계 김성표 모친 별세

07월 04일 10회 기계 김영옥 모친 별세

07월 07일 14회 설계 김성훈 동문 별세

07월 22일 5회 기계 김명호 모친 별세

07월 25일 14회 기계 장지호 장인 별세

04월 26일 16회 금속 박학제 모친 별세

07월 28일 11회 배관 권순현 모친 별세

08월 01일 5회 자동차 김진삼 부친 별세

08월 04일 1회 전기 길종인 부친 별세

08월 08일 5회 기계 김명호 부친 별세

08월 25일 20회 기계 송정식 모친 별세

08월 25일 25회 금속 김영길 부친 별세

08월 25일 23회 기계 오명규 모친 별세

08월 25일 23회 기계 이병길 모친 별세

08월 27일 06회 배관 진수만 동문 별세

04월 09일 6회 배관과 정진안 자녀 결혼

04월 23일 6회 기계과 김상규 자녀 결혼

04월 23일 1회 기계과 김용준 자녀 결혼

04월 24일 4회 자동차과 김점식 자녀 결혼

04월 24일 27회 기계과 박보근 본인 결혼

04월 24일 1회 기계과 민남기 장남 결혼

04월 30일 6회 배관과 서정삼 자녀 결혼

05월 01일 6회 전기과 김유겸 자녀 결혼

05월 14일 1회 기계과 김문수 장남 결혼

05월 14일 1회 전기과 김한곤 장남 결혼

05월 15일 5회 자동차과 강예경 장남 결혼

05월 21일 6회 배관과 김형필 자녀 결혼

05월 21일 25회 기계과 황영안 본인 결혼

05월 21일 5회 자동차과 김동인 자녀 결혼

05월 28일 6회 배관과 황한길 자녀 결혼

05월 28일 6회 배관과 송신근 장남 결혼

06월 11일 5회 기계과 조중래 장녀 결혼

07월 09일 24회 배관과 문병성 본인 결혼

동창회비 납부에 참여해주신 동문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동창회비 납부자 명단 2011. 8. 31 현재

동창회비 납부통계표

기수 2011신청구좌수 기존 납부구좌수 합계 기수 2011신청구좌수 기존 납부구좌수 합계

1회 51 7 58
2회 13 4 17
3회 15 1 16
4회 55 1 56
5회 159 16 175
6회 114 41 155
7회 134 26 160
8회 578 76 654
9회 489 71 560
10회 1426 139 1565
11회 554 18 572
12회 428 48 476
13회 244 64 308
14회 214 39 253

15회 270 57 327
16회 398 52 450
17회 443 92 535
18회 143 28 171
19회 108 26 134
20회 88 41 129
21회 83 19 102
22회 94 15 109
23회 151 9 160
24회 50 6 56
25회 42 11 53
26회 이하 231 37 268

계 6575 944 7519

1회 기계 김광식
1회 기계 김문수
1회 기계 김성문
1회 기계 김수홍
1회 기계 김용준
1회 기계 변석갑
1회 기계 정기연
1회 기계 정영효
1회 기계 정용순
1회 기계 정인식
1회 배관 김용휘
1회 배관 김홍률
1회 배관 어재선
1회 배관 오성주
1회 배관 이상부
1회 배관 조종래
1회 자동차김천환
1회 자동차박명학
1회 자동차홍정희
1회 전기 강  인
1회 전기 김성재
1회 전기 양규철
1회 전기 장윤규
2회 기계 김문구
2회 기계 김의근
2회 기계 배상수
2회 기계 윤학현
2회 기계 이선망
2회 기계 정선일
2회 배관 김광환
2회 배관 김임생
2회 배관 김재만
2회 배관 박언세
2회 배관 최금식
2회 배관 최평영
2회 자동차양현수
2회 자동차현금호
2회 전기 강기봉
2회 전기 곽석규
2회 전기 문익주
2회 전기 이우재
3회 기계 김  혜
3회 기계 김부철
3회 기계 김의호
3회 기계 김주봉

3회 기계 김지태
3회 기계 김진봉
3회 기계 김진의
3회 기계 박성춘
3회 기계 윤주헌
3회 기계 이기우
3회 기계 이동극
3회 기계 이흥도
3회 기계 지종화
3회 기계 허근호
3회 기계 현태용
3회 배관 김영석
3회 배관 이옥돌
3회 배관 이종목
3회 배관 정연복
3회 배관 정종천
3회 자동차김용수
3회 자동차김용수
3회 자동차김홍길
3회 자동차오근수
3회 자동차이판수
3회 전기 김강호
3회 전기 김석룡
3회 전기 김이준
3회 전기 김장만
3회 전기 박근배
3회 전기 박진우
3회 전기 서종수
3회  전기 최연길
4회 기계 김영철
4회 기계 김진성
4회 기계 박종진
4회 기계 백규현
4회 기계 이상문
4회 배관 이재만
4회 배관 장윤상
4회 자동차곽동훈
4회 자동차구영석
4회 자동차권효현
4회 자동차김점식
4회 자동차김흠기
4회 자동차오상진
4회 자동차이성걸
4회 자동차이주호
4회 전기 공승욱

4회 전기 김두수
4회 전기 김천일
4회 전기 백순삼
4회 전기 최광재
4회 전기 현동환
5회 기계 강위수
5회 기계 김  일
5회 기계 김용필
5회 기계 김인현
5회 기계 김정석
5회 기계 김종학
5회 기계 김항수
5회 기계 김형수
5회 기계 남중우
5회 기계 문득철
5회 기계 박수관
5회 기계 서재욱
5회 기계 송정호
5회 기계 신대수
5회 기계 심재문
5회 기계 오성훈
5회 기계 윤한재
5회 기계 이근우
5회 기계 이영배
5회 기계 이우학
5회 기계 이효만
5회 기계 이희건
5회 기계 임정길
5회 기계 장진옥
5회 기계 전기찬
5회 기계 정명기
5회 기계 정원규
5회 기계 정종득
5회 기계 조중래
5회 기계 진원태
5회 기계 최용진
5회 기계 한상진
5회 기계 황길호
5회 기계 황철환
5회 배관 강동수
5회 배관 김광오
5회 배관 김동환
5회 배관 김성식
5회 배관 김영업
5회 배관 김용학

5회 배관 김원찬
5회 배관 김정호
5회 배관 김창수
5회 배관 문덕준
5회 배관 박수병
5회 배관 서수길
5회 배관 송동찬
5회 배관 신승환
5회 배관 예석수
5회 배관 이상철
5회 배관 이철문
5회 배관 정기영
5회 배관 정대섭
5회 배관 정소규
5회 배관 진기만
5회 배관 최성덕
5회 배관 최해일
5회 배관 한봉화
5회 배관 한웅수
5회 자동차강예경
5회 자동차구윤덕
5회 자동차김광주
5회 자동차김진삼
5회 자동차김창래
5회 자동차박병수
5회 자동차박은실
5회 자동차백죽엽
5회 자동차심상호
5회 자동차안도곤
5회 자동차이구식
5회 자동차이상근
5회 자동차이상태
5회 자동차이재현
5회 자동차전  준
5회 자동차정기록
5회 전기 고성호
5회 전기 김부경
5회 전기 김종만
5회 전기 마영준
5회 전기 문홍조
5회 전기 민양호
5회 전기 박노활
5회 전기 박선엽
5회 전기 성두창
5회 전기 이강석

5회 전기 이기석
5회 전기 임근호
5회 전기 최운영
6회 기계 강영은
6회 기계 구병규
6회 기계 국춘원
6회 기계 권태근
6회 기계 김상규
6회 기계 김영목
6회 기계 김영수
6회 기계 김정헌
6회 기계 김하영
6회 기계 김형섭
6회 기계 김홍구
6회 기계 박영국
6회 기계 박재성
6회 기계 박회선
6회 기계 백성혁
6회 기계 이시우
6회 기계 이진평
6회 기계 이창렬
6회 기계 임종복
6회 기계 임채복
6회 기계 장철호
6회 기계 전중수
6회 기계 정창화
6회 기계 조약래
6회 기계 최현호
6회 기계 표세균
6회 기계 홍인욱
6회 배관 강신환
6회 배관 고재근
6회 배관 김광수
6회 배관 김덕만
6회 배관 김작지
6회 배관 김재욱
6회 배관 김형규
6회 배관 서병조
6회 배관 서정삼
6회 배관 송신근
6회 배관 윤석중
6회 배관 이계식
6회 배관 이정렬
6회 배관 이주형
6회 배관 정만수

6회 배관 정홍석
6회 배관 최정수
6회 배관 황한길
6회 자동차공상규
6회 자동차김명길
6회 자동차김수명
6회 자동차박말용
6회 자동차정회조
6회 자동차조휘섭
6회 자동차천충규
6회 자동차최영호
6회 전기 강귀영
6회 전기 강호석
6회 전기 김성기
6회 전기 김유겸
6회 전기 김윤열
6회 전기 김의곤
6회 전기 김정수
6회 전기 김진열
6회 전기 문정선
6회 전기 배기철
6회 전기 신기찬
6회 전기 심귀보
6회 전기 이상칠
6회 전기 이상현
6회 전기 이선재
6회 전기 이양희
6회 전기 이정두
6회 전기 이종복
6회 전기 이중호
6회 전기 이해득
6회 전기 최원일
6회 전기 한수택
7회 기계 강상식
7회 기계 곽의섭
7회 기계 구무준
7회 기계 권기철
7회 기계 권오성
7회 기계 김경수
7회 기계 김관식
7회 기계 김대겸
7회 기계 김병규
7회 기계 김보환
7회 기계 김상형
7회 기계 김석환

7회 기계 김영태
7회 기계 김영태
7회 기계 김외호
7회 기계 김종인
7회 기계 김진수
7회 기계 김채진
7회 기계 김해연
7회 기계 김호주
7회 기계 박종수
7회 기계 박준규
7회 기계 박태화
7회 기계 백남달
7회 기계 손희태
7회 기계 윤강조
7회 기계 이우환
7회 기계 이윤수
7회 기계 이창우
7회 기계 이홍조
7회 기계 이황우
7회 기계 임영호
7회 기계 장지록
7회 기계 정영록
7회 기계 정영민
7회 기계 정정길
7회 기계 조근수
7회 기계 조창규
7회 기계 차성호
7회 기계 차화준
7회 기계 최영호
7회 기계 최태경
7회 기계 한석환
7회 기계 한성구
7회 기계 허금도
7회 배관 고남진
7회 배관 구현식
7회 배관 김인수
7회 배관 김인호
7회 배관 김철현
7회 배관 김충욱
7회 배관 김현태
7회 배관 노해석
7회 배관 박강교
7회 배관 박양춘
7회 배관 신유식
7회 배관 안기수

7회 배관 우한진
7회 배관 이성용
7회 배관 이수록
7회 배관 이종원
7회 배관 정영렬
7회 배관 정형교
7회 배관 천호운
7회 배관 최헌건
7회 전기 김철수
7회 전기 정태봉
7회 전기 조기호
7회 전기 허경동
8회 기계 강맹수
8회 기계 강민석
8회 기계 강병렬
8회 기계 강옥수
8회 기계 강정훈
8회 기계 고진범
8회 기계 공경렬
8회 기계 공진군
8회 기계 곽정환
8회 기계 구광수
8회 기계 구동회
8회 기계 권점현
8회 기계 김기락
8회 기계 김기진
8회 기계 김기태
8회 기계 김길수
8회 기계 김만곤
8회 기계 김만곤
8회 기계 김문성
8회 기계 김문현
8회 기계 김병문
8회 기계 김석구
8회 기계 김성표
8회 기계 김소식
8회 기계 김수남
8회 기계 김영관
8회 기계 김영만
8회 기계 김영학
8회 기계 김영호
8회 기계 김용권
8회 기계 김용명
8회 기계 김용진
8회 기계 김의현



4342

국립부산기계공업고등학교 동창회

동창회비 납부동문 소개

8회 기계 김이호
8회 기계 김재근
8회 기계 김재기
8회 기계 김종재
8회 기계 김주봉
8회 기계 김주태
8회 기계 김중곤
8회 기계 김중철
8회 기계 김진극
8회 기계 김찬식
8회 기계 김태명
8회 기계 김태옥
8회 기계 김형기
8회 기계 김형룡
8회 기계 류만열
8회 기계 문삼동
8회 기계 문성곤
8회 기계 문승학
8회 기계 박광식
8회 기계 박근종
8회 기계 박기락
8회 기계 박동민
8회 기계 박병철
8회 기계 박봉상
8회 기계 박상봉
8회 기계 박성규 
8회 기계 박수열
8회 기계 박이걸
8회 기계 박정환
8회 기계 박종근
8회 기계 박주석
8회 기계 박주옥
8회 기계 박철원
8회 기계 방중배
8회 기계 배병권
8회 기계 배용도
8회 기계 배정윤
8회 기계 배차한
8회 기계 백영석
8회 기계 변준환
8회 기계 서성근
8회 기계 손유호
8회 기계 송선근
8회 기계 신영호
8회 기계 신외진
8회 기계 신한교
8회 기계 오택렬
8회 기계 위호철
8회 기계 유기문
8회 기계 유승조
8회 기계 윤근수
8회 기계 윤종남
8회 기계 윤진근
8회 기계 윤태성
8회 기계 음두필
8회 기계 이광섭
8회 기계 이규삼
8회 기계 이담수
8회 기계 이부섭
8회 기계 이성우
8회 기계 이성희
8회 기계 이순립
8회 기계 이양재
8회 기계 이영화
8회 기계 이용헌
8회 기계 이재신
8회 기계 이정호

8회 기계 이종문
8회 기계 이주희
8회 기계 이창규
8회 기계 이학용
8회 기계 이호연
8회 기계 이홍순
8회 기계 임유택
8회 기계 장수룡
8회 기계 전두배
8회 기계 정도인
8회 기계 정연일
8회 기계 정재송
8회 기계 정종훈
8회 기계 정진호
8회 기계 정택화
8회 기계 정현오
8회 기계 조상근
8회 기계 조성열
8회 기계 조재철
8회 기계 조찬휘
8회 기계 조현술
8회 기계 조홍구
8회 기계 주쾌식
8회 기계 주태원
8회 기계 진용근
8회 기계 진정용
8회 기계 천지현
8회 기계 최  철
8회 기계 최석균
8회 기계 최순민
8회 기계 최영수
8회 기계 최용학
8회 기계 하대일
8회 기계 하창수
8회 기계 하태권
8회 기계 한창구
8회 기계 허명진
8회 기계 홍성재
8회 기계 황익천
8회 기계 황해구
8회 배관 곽동일
8회 배관 김경수
8회 배관 김귀팔
8회 배관 김단현
8회 배관 김동명
8회 배관 김민수
8회 배관 김복천
8회 배관 김상환
8회 배관 김석준
8회 배관 김세열
8회 배관 김실곤
8회 배관 김영태
8회 배관 김윤기
8회 배관 김재구
8회 배관 김재권
8회 배관 김종배
8회 배관 김진도
8회 배관 김철수
8회 배관 박광제
8회 배관 박영일
8회 배관 박준화
8회 배관 백한기
8회 배관 손덕수
8회 배관 신용수
8회 배관 신익수
8회 배관 신종욱
8회 배관 안병혁

8회 배관 오언택
8회 배관 오정택
8회 배관 오후기
8회 배관 유돌이
8회 배관 윤하원
8회 배관 이갑진
8회 배관 이근희
8회 배관 이만석
8회 배관 이명환
8회 배관 이상업
8회 배관 이승화
8회 배관 이재만
8회 배관 이재천
8회 배관 이진호
8회 배관 정삼술
8회 배관 정용훈
8회 배관 정진성
8회 배관 정창생
8회 배관 정해권
8회 배관 조용관
8회 배관 주광일
8회 배관 진경규
8회 배관 최동익
8회 배관 최무윤
8회 배관 최종호
8회 배관 허재만
8회 배관 황상석
8회 전기 김경수
8회 전기 김복룡
8회 전기 김성복
8회 전기 김재식
8회 전기 김종근
8회 전기 김창신
8회 전기 김한승
8회 전기 김현기
8회 전기 남주진
8회 전기 성대철
8회 전기 신일영
8회 전기 신현정
8회 전기 신환철
8회 전기 안극섭
8회 전기 안준학
8회 전기 오양환
8회 전기 이성훈
8회 전기 이우달
8회 전기 이진복
8회 전기 이해균
8회 전기 정만석
8회 전기 정성호
8회 전기 정호기
8회 전기 조현주
9회 기계 강  형
9회 기계 강명돌
9회 기계 강봉원
9회 기계 강진철
9회 기계 고석재
9회 기계 곽동민
9회 기계 곽병희
9회 기계 곽영철
9회 기계 곽현규
9회 기계 권성렬
9회 기계 권오운
9회 기계 권창수
9회 기계 김광석
9회 기계 김광하
9회 기계 김근석
9회 기계 김민호

9회 기계 김상영
9회 기계 김석수
9회 기계 김선철
9회 기계 김성규
9회 기계 김성복
9회 기계 김영식
9회 기계 김영철
9회 기계 김영화
9회 기계 김옥곤
9회 기계 김용우
9회 기계 김용현
9회 기계 김유석
9회 기계 김재경
9회 기계 김정욱
9회 기계 김종연
9회 기계 김준연
9회 기계 김진원
9회 기계 김춘섭
9회 기계 김태중
9회 기계 김향곤
9회 기계 김현규
9회 기계 김현준
9회 기계 김흥기
9회 기계 노학문
9회 기계 노현영
9회 기계 목인수
9회 기계 문주일
9회 기계 문형렬
9회 기계 민병조
9회 기계 민영인
9회 기계 박동규
9회 기계 박무범
9회 기계 박병훈
9회 기계 박순석
9회 기계 박이환
9회 기계 박재기
9회 기계 박종화
9회 기계 박찬엽
9회 기계 박창현
9회 기계 박춘원
9회 기계 배종기
9회 기계 배종용
9회 기계 배종진
9회 기계 서국열
9회 기계 서명옥
9회 기계 서정돈
9회 기계 선흥규
9회 기계 성대경
9회 기계 성태근
9회 기계 성태수
9회 기계 손홍재
9회 기계 송법용
9회 기계 송승호
9회 기계 송인영
9회 기계 신세용
9회 기계 신영우
9회 기계 신재식
9회 기계 신주섭
9회 기계 심기성
9회 기계 심대섭
9회 기계 심재환
9회 기계 양기철
9회 기계 양정식
9회 기계 엄귀흠
9회 기계 엄재광
9회 기계 엄철현
9회 기계 오근석

9회 기계 옥광필
9회 기계 옥태봉
9회 기계 유무수
9회 기계 윤석권
9회 기계 윤용한
9회 기계 윤주일
9회 기계 윤희덕
9회 기계 이  철
9회 기계 이경환
9회 기계 이길수
9회 기계 이동수
9회 기계 이상문
9회 기계 이선봉
9회 기계 이성록
9회 기계 이성희
9회 기계 이수영
9회 기계 이영조
9회 기계 이의호
9회 기계 이진두
9회 기계 이현우
9회 기계 임길택
9회 기계 임대욱
9회 기계 임원섭
9회 기계 장승호
9회 기계 장창수
9회 기계 장행갑
9회 기계 전동수
9회 기계 전상국
9회 기계 전영구
9회 기계 정동락
9회 기계 정명종
9회 기계 정운곤
9회 기계 정효근
9회 기계 조규봉
9회 기계 조기준
9회 기계 조현태
9회 기계 주승회
9회 기계 차광현
9회 기계 최동승
9회 기계 최병철
9회 기계 최원택
9회 기계 최장식
9회 기계 최종복
9회 기계 한상신
9회 기계 허동해
9회 기계 홍권식
9회 기계 홍순표
9회 기계 황두모
9회 기계 황병득
9회 기계 황성기
9회 기계 황용운
9회 기계 황태호
9회 배관 강기현
9회 배관 강선행
9회 배관 강인식
9회 배관 고영주
9회 배관 공덕암
9회 배관 곽동훈
9회 배관 길용선
9회 배관 김  철
9회 배관 김문철
9회 배관 김병억
9회 배관 김병영
9회 배관 김복겸
9회 배관 김부균
9회 배관 김성수
9회 배관 김수용

9회 배관 김영구
9회 배관 김왕배
9회 배관 김왕환
9회 배관 김일두
9회 배관 김재문
9회 배관 김주성
9회 배관 김혁태
9회 배관 문병규
9회 배관 박계성
9회 배관 박기현
9회 배관 박동철
9회 배관 박문대
9회 배관 박승찬
9회 배관 박영규
9회 배관 박용수
9회 배관 박종찬
9회 배관 박철권
9회 배관 배남부
9회 배관 배재윤
9회 배관 백남금
9회 배관 백남도
9회 배관 석희수
9회 배관 송종길
9회 배관 신상준
9회 배관 여남규
9회 배관 오상열
9회 배관 우종수
9회 배관 유상선
9회 배관 윤상조
9회 배관 음세진
9회 배관 이상수
9회 배관 이선우
9회 배관 이현덕
9회 배관 임왕춘
9회 배관 장갑주
9회 배관 정경태
9회 배관 조동현
9회 배관 조성록
9회 배관 조진래
9회 배관 조창현
9회 배관 진규목
9회 배관 차용대
9회 배관 최철곤
9회 배관 최춘만
9회 배관 황규호
9회 배관 황재천
9회 전기 강명섭
9회 전기 강정주
9회 전기 김영신
9회 전기 김영운
9회 전기 김은수
9회 전기 김황운
9회 전기 박성규
9회 전기 엄두일
9회 전기 이점섭
9회 전기 조윤구
9회 전기 최부림
9회 전기 허남경
10회 기계 강기환
10회 기계 강대오
10회 기계 강병훈
10회 기계 강상립
10회 기계 강성구
10회 기계 강순준
10회 기계 강원기
10회 기계 강인우
10회 기계 강종섭

10회 기계 강종표
10회 기계 강채훈
10회 기계 고동선
10회 기계 고상규
10회 기계 공광규
10회 기계 곽병룡
10회 기계 곽삼룡
10회 기계 구광모
10회 기계 구의회
10회 기계 권기옥
10회 기계 권오성
10회 기계 김근오
10회 기계 김길종
10회 기계 김달성
10회 기계 김대운
10회 기계 김덕수
10회 기계 김도균
10회 기계 김동수
10회 기계 김동진
10회 기계 김만석
10회 기계 김문학
10회 기계 김범래
10회 기계 김병곤
10회 기계 김병설
10회 기계 김병일
10회 기계 김선찰
10회 기계 김수석
10회 기계 김순진
10회 기계 김시호
10회 기계 김영옥
10회 기계 김용만
10회 기계 김우진
10회 기계 김일관
10회 기계 김장수
10회 기계 김재찬
10회 기계 김재철
10회 기계 김정석
10회 기계 김종경
10회 기계 김종규
10회 기계 김종률
10회 기계 김종만
10회 기계 김종진
10회 기계 김종찬
10회 기계 김주문
10회 기계 김지왕
10회 기계 김진한
10회 기계 김춘식
10회 기계 김태욱
10회 기계 김평도
10회 기계 김필현
10회 기계 김해갑
10회 기계 김현수
10회 기계 김호경
10회 기계 김호용
10회 기계 김홍걸
10회 기계 김홍원
10회 기계 김홍춘
10회 기계 나학주
10회 기계 남영현
10회 기계 남인섭
10회 기계 류건덕
10회 기계 류지웅
10회 기계 류철기
10회 기계 류충삼
10회 기계 류헌기
10회 기계 문병문
10회 기계 박  철

10회 기계 박광율
10회 기계 박기영
10회 기계 박명식
10회 기계 박선동
10회 기계 박성철
10회 기계 박승하
10회 기계 박영복
10회 기계 박영훈
10회 기계 박재성
10회 기계 박정숙
10회 기계 박주현
10회 기계 박중호
10회 기계 박창윤
10회 기계 방현석
10회 기계 배석태
10회 기계 배재록
10회 기계 배종주
10회 기계 백동기
10회 기계 백영만
10회 기계 백완흠
10회 기계 백중열
10회 기계 변종한
10회 기계 서동준
10회 기계 서응수
10회 기계 서재석
10회 기계 성동열
10회 기계 손상익
10회 기계 손용재
10회 기계 손현웅
10회 기계 송경현
10회 기계 송덕룡
10회 기계 송재열
10회 기계 송정식
10회 기계 송천관
10회 기계 신성하
10회 기계 신우기
10회 기계 신익철
10회 기계 신창재
10회 기계 신현범
10회 기계 신현찬
10회 기계 심영보
10회 기계 심재철
10회 기계 안장원
10회 기계 안재덕
10회 기계 양경열
10회 기계 양근심
10회 기계 양기보
10회 기계 양승도
10회 기계 어민수
10회 기계 엄태일
10회 기계 여준모
10회 기계 오상섭
10회 기계 오세진
10회 기계 오영근
10회 기계 오의환
10회 기계 오장근
10회 기계 오진희
10회 기계 옥상철
10회 기계 우호창
10회 기계 원충렬
10회 기계 유달근
10회 기계 유명호
10회 기계 유천준
10회 기계 윤덕상
10회 기계 윤일진
10회 기계 이강민
10회 기계 이구홍

10회 기계 이귀종
10회 기계 이규열
10회 기계 이기문
10회 기계 이도근
10회 기계 이동수
10회 기계 이문갑
10회 기계 이방우
10회 기계 이배섭
10회 기계 이병주
10회 기계 이병태
10회 기계 이병호
10회 기계 이상동
10회 기계 이상문
10회 기계 이상문
10회 기계 이상호
10회 기계 이수열
10회 기계 이신옥
10회 기계 이영우
10회 기계 이유찬
10회 기계 이윤희
10회 기계 이익희
10회 기계 이일래
10회 기계 이재호
10회 기계 이정룡
10회 기계 이정석
10회 기계 이종광
10회 기계 이종대
10회 기계 이중순
10회 기계 이중효
10회 기계 이철규
10회 기계 이태헌
10회 기계 이현재
10회 기계 이호섭
10회 기계 이호재
10회 기계 이황영
10회 기계 이흥구
10회 기계 임동기
10회 기계 임병호
10회 기계 임영환
10회 기계 임재철
10회 기계 임종호
10회 기계 임춘택
10회 기계 임헌승
10회 기계 장기석
10회 기계 장영덕
10회 기계 장은주
10회 기계 장준홍
10회 기계 장태영
10회 기계 전병식
10회 기계 전병택
10회 기계 전엽수
10회 기계 전종수
10회 기계 정귀중
10회 기계 정근수
10회 기계 정기식
10회 기계 정대길
10회 기계 정병철
10회 기계 정병하
10회 기계 정순로
10회 기계 정영규
10회 기계 정옥윤
10회 기계 정장섭
10회 기계 정진호
10회 기계 정진호
10회 기계 정태영
10회 기계 정학종
10회 기계 조경현

10회 기계 조동석
10회 기계 조양상
10회 기계 조영익
10회 기계 조용문
10회 기계 조진배
10회 기계 주우식
10회 기계 지옥석
10회 기계 진철기
10회 기계 차상중
10회 기계 최갑춘
10회 기계 최근동
10회 기계 최기선
10회 기계 최동옥
10회 기계 최봉재
10회 기계 최정환
10회 기계 최중식
10회 기계 추명동
10회 기계 하상호
10회 기계 하태경
10회 기계 한승수
10회 기계 함경식
10회 기계 홍상표
10회 기계 홍승교
10회 기계 황  진
10회 기계 황석식
10회 기계 황용환
10회 기계 황태옥
10회 배관 강성중
10회 배관 강윤국
10회 배관 강호행
10회 배관 곽은석
10회 배관 곽종문
10회 배관 김경두
10회 배관 김경윤
10회 배관 김광목
10회 배관 김규동
10회 배관 김기대
10회 배관 김동식
10회 배관 김봉권
10회 배관 김용복
10회 배관 김용환
10회 배관 김장래
10회 배관 김재명
10회 배관 김재욱
10회 배관 김재일
10회 배관 김재희
10회 배관 김종상
10회 배관 김찬렬
10회 배관 김천수
10회 배관 김태영
10회 배관 김판근
10회 배관 김형수
10회 배관 김화기
10회 배관 노경우
10회 배관 노재민
10회 배관 류순철
10회 배관 류윤영
10회 배관 명남식
10회 배관 문승석
10회 배관 문태권
10회 배관 박남성
10회 배관 박내경
10회 배관 박봉점
10회 배관 박영배
10회 배관 박용남
10회 배관 박정균
10회 배관 박준호

10회 배관 박평운
10회 배관 박홍주
10회 배관 백우흠
10회 배관 변석환
10회 배관 서동국
10회 배관 서진학
10회 배관 성훈경
10회 배관 송정주
10회 배관 송하종
10회 배관 안  혁
10회 배관 안동흥
10회 배관 엄철용
10회 배관 여문호
10회 배관 오화성
10회 배관 윤광열
10회 배관 윤병우
10회 배관 윤재석
10회 배관 윤흥복
10회 배관 이기철
10회 배관 이동옥
10회 배관 이동춘
10회 배관 이동학
10회 배관 이병로
10회 배관 이상균
10회 배관 이상배
10회 배관 이상식
10회 배관 이영건
10회 배관 이오석
10회 배관 이재구
10회 배관 이진영
10회 배관 이창엽
10회 배관 이한원
10회 배관 이해봉
10회 배관 이헌동
10회 배관 이현구
10회 배관 임길환
10회 배관 임병국
10회 배관 임성수
10회 배관 임성철
10회 배관 임성춘
10회 배관 임춘석
10회 배관 임한규
10회 배관 장인영
10회 배관 장주섭
10회 배관 전병익
10회 배관 전영수
10회 배관 정순호
10회 배관 정오연
10회 배관 정장한
10회 배관 정정환
10회 배관 정창희
10회 배관 정형수
10회 배관 정호진
10회 배관 정홍진
10회 배관 조영준
10회 배관 조정선
10회 배관 조진만
10회 배관 조충호
10회 배관 진호구
10회 배관 최경규
10회 배관 최병락
10회 배관 최병철
10회 배관 최인호
10회 배관 최홍식
10회 배관 한경수
10회 배관 한종만
10회 배관 현성호

10회 배관 황윤구
10회 배관 황태부
10회 전기 강익중
10회 전기 강태익
10회 전기 권기용
10회 전기 김병수
10회 전기 김성수
10회 전기 김용식
10회 전기 김유진
10회 전기 김정석
10회 전기 김정석
10회 전기 도영기
10회 전기 박길호
10회 전기 박용문
10회 전기 박의돈
10회 전기 박재열
10회 전기 배수동
10회 전기 서진오
10회 전기 신광환
10회 전기 신환섭
10회 전기 오충욱
10회 전기 이광노
10회 전기 이덕용
10회 전기 이병인
10회 전기 이상순
10회 전기 이상용
10회 전기 이선구
10회 전기 이승현
10회 전기 이영남
10회 전기 이윤식
10회 전기 이재신
10회 전기 이창근
10회 전기 이철건
10회 전기 이철호
10회 전기 이헌우
10회 전기 이효성
10회 전기 임학수
10회 전기 장근준
10회 전기 정군석
10회 전기 조근래
10회 전기 조만철
10회 전기 조성한
10회 전기 조영남
10회 전기 조윤현
10회 전기 지구환
10회 전기 최규택
10회 전기 최준호
10회 전기 최준희
10회 전기 허영근
10회 전기 허영신
11회 기계 강문봉
11회 기계 강수곤
11회 기계 고진성
11회 기계 곽금모
11회 기계 국형호
11회 기계 권상신
11회 기계 김갑상
11회 기계 김기철
11회 기계 김기혁
11회 기계 김남섭
11회 기계 김문천
11회 기계 김선영
11회 기계 김성규
11회 기계 김송태
11회 기계 김수호
11회 기계 김승후
11회 기계 김억년

11회 기계 김억환
11회 기계 김익동
11회 기계 김재옥
11회 기계 김재호
11회 기계 김종득
11회 기계 김종원
11회 기계 김창규
11회 기계 김한곤
11회 기계 문광욱
11회 기계 문상석
11회 기계 문재필
11회 기계 문정태
11회 기계 박두곤
11회 기계 박진기
11회 기계 박희정
11회 기계 방인수
11회 기계 배경우
11회 기계 배형우
11회 기계 백선일
11회 기계 백이용
11회 기계 손만용
11회 기계 손문기
11회 기계 안세곤
11회 기계 안수철
11회 기계 안희태
11회 기계 양용배
11회 기계 오정훈
11회 기계 유철재
11회 기계 이균백
11회 기계 이근호
11회 기계 이기선
11회 기계 이상연
11회 기계 이원두
11회 기계 이점수
11회 기계 이종두
11회 기계 이종만
11회 기계 이종범
11회 기계 임  혁
11회 기계 임윤식
11회 기계 장석봉
11회 기계 전영남
11회 기계 정봉길
11회 기계 정삼모
11회 기계 정윤규
11회 기계 정정화
11회 기계 조공현
11회 기계 조병헌
11회 기계 주영태
11회 기계 주웅일
11회 기계 주임식
11회 기계 최수식
11회 기계 최영태
11회 기계 하성룡
11회 기계 하일호
11회 기계 황용석
11회 기계 황용태
11회 기계 황헌연
11회 배관 강정근
11회 배관 강준구
11회 배관 김두만
11회 배관 김성근
11회 배관 김성환
11회 배관 김영곤
11회 배관 김영욱
11회 배관 김용수
11회 배관 김일배
11회 배관 김종곤

11회 배관 김태영
11회 배관 김한지
11회 배관 남상칠
11회 배관 노용재
11회 배관 문병필
11회 배관 문우길
11회 배관 박동권
11회 배관 박병수
11회 배관 박성이
11회 배관 박춘호
11회 배관 박현웅
11회 배관 서대봉
11회 배관 성백구
11회 배관 성원경
11회 배관 신달식
11회 배관 오봉환
11회 배관 오세욱
11회 배관 이귀봉
11회 배관 이상섭
11회 배관 이세진
11회 배관 이영배
11회 배관 이용호
11회 배관 이종본
11회 배관 전천석
11회 배관 정한철
11회 배관 조경우
11회 배관 조희제
11회 배관 최명흠
11회 배관 최재식
11회 배관 최정학
11회 전기 강래철
11회 전기 김영채
11회 전기 배정로
11회 전기 옥기종
11회 전기 옥기종
11회 전기 우평석
11회 전기 유영욱
11회 전기 윤희선
11회 전기 이창석
12회 기계 곽희종
12회 기계 구명본
12회 기계 김경협
12회 기계 김귀곤
12회 기계 김기재
12회 기계 김대호
12회 기계 김동주
12회 기계 김명실
12회 기계 김명한
12회 기계 김병열
12회 기계 김부식
12회 기계 김상호
12회 기계 김상화
12회 기계 김영보
12회 기계 김영호
12회 기계 김용석
12회 기계 김용수
12회 기계 김원배
12회 기계 김이주
12회 기계 김장훈
12회 기계 김재우
12회 기계 김정호
12회 기계 김종환
12회 기계 김준식
12회 기계 김진찬
12회 기계 김태봉
12회 기계 김태종
12회 기계 김형환

12회 기계 남궁담
12회 기계 노만기
12회 기계 노용만
12회 기계 노인호
12회 기계 문병근
12회 기계 문석기
12회 기계 문진호
12회 기계 박관선
12회 기계 박부섭
12회 기계 박순택
12회 기계 박영식
12회 기계 박옥균
12회 기계 박용구
12회 기계 박원주
12회 기계 박인권
12회 기계 박정규
12회 기계 박종수
12회 기계 박종화
12회 기계 박진호
12회 기계 박창열
12회 기계 박천석
12회 기계 박희준
12회 기계 백기석
12회 기계 서광수
12회 기계 서영수
12회 기계 송명호
12회 기계 신광호
12회 기계 신명식
12회 기계 안동수
12회 기계 안진수
12회 기계 양온규
12회 기계 양용철
12회 기계 양위열
12회 기계 양호명
12회 기계 염해성
12회 기계 오동현
12회 기계 오용범
12회 기계 유창남
12회 기계 윤명원
12회 기계 윤준록
12회 기계 윤진수
12회 기계 이광배
12회 기계 이광범
12회 기계 이기룡
12회 기계 이상갑
12회 기계 이상무
12회 기계 이석원
12회 기계 이영진
12회 기계 이왕하
12회 기계 이우면
12회 기계 이인수
12회 기계 이일권
12회 기계 이재경
12회 기계 이종수
12회 기계 이준호
12회 기계 이찬희
12회 기계 이철근
12회 기계 이칠호
12회 기계 이한신
12회 기계 이형로
12회 기계 이호근
12회 기계 이호봉
12회 기계 임쌍근
12회 기계 임영록
12회 기계 임진민
12회 기계 임희섭
12회 기계 장기삼

12회 기계 장남철
12회 기계 장영주
12회 기계 장재섭
12회 기계 장후식
12회 기계 정영덕
12회 기계 정진영
12회 기계 정팽진
12회 기계 정형종
12회 기계 제해덕
12회 기계 조희상
12회 기계 지기태
12회 기계 지영태
12회 기계 최동현
12회 기계 최병우
12회 기계 최승수
12회 기계 최이우
12회 기계 최재용
12회 기계 최종현
12회 기계 최창규
12회 기계 하병철
12회 기계 하수용
12회 기계 한병삼
12회 기계 허권도
12회 기계 황두영
12회 기계 황병찬
12회 배관 강대성
12회 배관 강순기
12회 배관 강철희
12회 배관 강학만
12회 배관 김성주
12회 배관 김종만
12회 배관 김주곤
12회 배관 김주일
12회 배관 김준태
12회 배관 김택수
12회 배관 남용우
12회 배관 노요섭
12회 배관 류상현
12회 배관 문점호
12회 배관 박재영
12회 배관 박진국
12회 배관 서태열
12회 배관 손경철
12회 배관 손석근
12회 배관 신상교
12회 배관 양희종
12회 배관 왕윤석
12회 배관 원계복
12회 배관 원창구
12회 배관 이갑용
12회 배관 이만순
12회 배관 이상구
12회 배관 이상현
12회 배관 이수홍
12회 배관 이수희
12회 배관 이순기
12회 배관 이승주
12회 배관 이용재
12회 배관 이인세
12회 배관 이일수
12회 배관 이창길
12회 배관 이해영
12회 배관 임연하
12회 배관 장병하
12회 배관 정권화
12회 배관 정도경
12회 배관 정순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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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회 배관 조길용
12회 배관 조상민
12회 배관 최기열
12회 배관 태남석
12회 배관 한수연
12회 배관 황수천
12회 전기 김무룡
12회 전기 김윤배
12회 전기 박봉경
12회 전기 신용철
12회 전기 윤기현
12회 전기 윤재덕
12회 전기 이근태
12회 전기 이영환
12회 전기 홍병호
13회 금속 강석점
13회 금속 고문환
13회 금속 김길영
13회 금속 김동환
13회 금속 김영주
13회 금속 김종현
13회 금속 엄호수
13회 금속 이종필
13회 금속 전용석
13회 금속 조진성
13회 금속 최연도
13회 기계 강광민
13회 기계 강금주
13회 기계 강순근
13회 기계 강승원
13회 기계 강일영
13회 기계 강창원
13회 기계 고태용
13회 기계 공효규
13회 기계 권광수
13회 기계 권수오
13회 기계 권용석
13회 기계 권진석
13회 기계 권해진
13회 기계 김경철
13회 기계 김대성
13회 기계 김동석
13회 기계 김명오
13회 기계 김병수
13회 기계 김상식
13회 기계 김석균
13회 기계 김선용
13회 기계 김성기
13회 기계 김영형
13회 기계 김용석
13회 기계 김용형
13회 기계 김운철
13회 기계 김익수
13회 기계 김재식
13회 기계 김종문
13회 기계 김천호
13회 기계 김태준
13회 기계 류길희
13회 기계 박성진
13회 기계 박영대
13회 기계 박윤배
13회 기계 박충규
13회 기계 박현기
13회 기계 박희준
13회 기계 박희철
13회 기계 배준선
13회 기계 백수인

13회 기계 서문석
13회 기계 선승규
13회 기계 송동학
13회 기계 송필주
13회 기계 신남선
13회 기계 심정원
13회 기계 오광열
13회 기계 오민세
13회 기계 오선택
13회 기계 오진호
13회 기계 유점용
13회 기계 유춘근
13회 기계 윤남중
13회 기계 윤상찬
13회 기계 이경수
13회 기계 이경철
13회 기계 이기영
13회 기계 이기한
13회 기계 이돈섭
13회 기계 이동안
13회 기계 이동준
13회 기계 이상인
13회 기계 이상호
13회 기계 이석주
13회 기계 이용수
13회 기계 이정부
13회 기계 이채덕
13회 기계 이춘기
13회 기계 이평열
13회 기계 이희만
13회 기계 임윤호
13회 기계 장세선
13회 기계 정이윤
13회 기계 정태회
13회 기계 조상현
13회 기계 조성범
13회 기계 조여주
13회 기계 조영선
13회 기계 조현근
13회 기계 주근돈
13회 기계 주성한
13회 기계 천광윤
13회 기계 최성옥
13회 기계 한찬수
13회 배관 곽정우
13회 배관 김기영
13회 배관 김기조
13회 배관 김상동
13회 배관 김창수
13회 배관 김평연
13회 배관 박민철
13회 배관 박희준
13회 배관 반성권
13회 배관 서도석
13회 배관 서석원
13회 배관 송기택
13회 배관 신석하
13회 배관 신용덕
13회 배관 안계준
13회 배관 우한명
13회 배관 유영록
13회 배관 이길섭
13회 배관 이정수
13회 배관 정윤찬
13회 배관 조연호
13회 배관 진성정
13회 배관 최규권

13회 배관 최은호
13회 배관 하재환
13회 전기 간진식
13회 전기 강명수
13회 전기 강지권
13회 전기 김  영
13회 전기 김광호
13회 전기 김인범
13회 전기 김인제
13회 전기 김태곤
13회 전기 김형균
13회 전기 도성빈
13회 전기 류성규
13회 전기 윤옥석
13회 전기 이상명
13회 전기 이승열
13회 전기 임철건
13회 전기 장영호
13회 전기 정의훈
13회 전기 조석규
13회 전기 최성진
13회 전기 황용철
14회 금속 박필환
14회 금속 이봉권
14회 금속 하성일
14회 기계 강능규
14회 기계 강주택
14회 기계 곽병진
14회 기계 구본호
14회 기계 권문오
14회 기계 김기용
14회 기계 김도석
14회 기계 김봉관
14회 기계 김수복
14회 기계 김순진
14회 기계 김시영
14회 기계 김연원
14회 기계 김영민
14회 기계 김영환
14회 기계 김윤보
14회 기계 김윤석
14회 기계 김은섭
14회 기계 김종수
14회 기계 김행곤
14회 기계 김현석
14회 기계 김홍구
14회 기계 김효순
14회 기계 문경식
14회 기계 문인호
14회 기계 민경선
14회 기계 박도현
14회 기계 박수복
14회 기계 박영흠
14회 기계 박우준
14회 기계 박운천
14회 기계 박원철
14회 기계 박한규
14회 기계 배석수
14회 기계 서용석
14회 기계 손임모
14회 기계 신태용
14회 기계 신현규
14회 기계 안용희
14회 기계 양흔목
14회 기계 양희구
14회 기계 여영국
14회 기계 여종한

14회 기계 오정환
14회 기계 오형곤
14회 기계 우경섭
14회 기계 우봉환
14회 기계 위호용
14회 기계 윤종훈
14회 기계 이강호
14회 기계 이근영
14회 기계 이금재
14회 기계 이병기
14회 기계 이상석
14회 기계 이상열
14회 기계 이상진
14회 기계 이상환
14회 기계 이상환
14회 기계 이오춘
14회 기계 이원출
14회 기계 이재구
14회 기계 이재현
14회 기계 이태재
14회 기계 임영택
14회 기계 장영순
14회 기계 장일권
14회 기계 장장수
14회 기계 장지호
14회 기계 장현탁
14회 기계 정기철
14회 기계 정영일
14회 기계 정홍식
14회 기계 조무호
14회 기계 조성신
14회 기계 지영기
14회 기계 천창열
14회 기계 황성호
14회 기계 황영식
14회 배관 고윤호
14회 배관 김덕진
14회 배관 김동호
14회 배관 김수동
14회 배관 김우종
14회 배관 김종철
14회 배관 김중태
14회 배관 김효철
14회 배관 남경문
14회 배관 남필중
14회 배관 박광열
14회 배관 박도진
14회 배관 박도진
14회 배관 박상영
14회 배관 박운종
14회 배관 서영완
14회 배관 신구철
14회 배관 신규환
14회 배관 신영철
14회 배관 신희화
14회 배관 우영욱
14회 배관 윤병용
14회 배관 이수웅
14회 배관 이승래
14회 배관 이시화
14회 배관 이장석
14회 배관 임기중
14회 배관 장인원
14회 배관 전찬광
14회 배관 정광조
14회 배관 정진곤
14회 배관 정형규

14회 배관 최종배
14회 배관 하영구
14회 선반 김상호
14회 전기 강광열
14회 전기 김규천
14회 전기 김회길
14회 전기 박재업
14회 전기 박찬훈
14회 전기 서주열
14회 전기 안희석
14회 전기 이병우
14회 전기 장재신
14회 전기 최창식
14회 전기 하회근
15회 금속 강삼석
15회 금속 김기현
15회 금속 김길환
15회 금속 김유경
15회 금속 김태석
15회 금속 노명고
15회 금속 신재형
15회 금속 최임근
15회 기계 강석연
15회 기계 고상영
15회 기계 고창식
15회 기계 공순식
15회 기계 권광호
15회 기계 권달철
15회 기계 권정민
15회 기계 김명수
15회 기계 김석문
15회 기계 김성연
15회 기계 김양환
15회 기계 김영만
15회 기계 김용운
15회 기계 김용진
15회 기계 김익상
15회 기계 김일안
15회 기계 김재현
15회 기계 김정훈
15회 기계 김종만
15회 기계 김종부
15회 기계 김진문
15회 기계 김창원
15회 기계 김충식
15회 기계 김태현
15회 기계 김환영
15회 기계 김흥만
15회 기계 남택송
15회 기계 노창완
15회 기계 류재호
15회 기계 박내춘
15회 기계 박순영
15회 기계 박용규
15회 기계 박원채
15회 기계 박재희
15회 기계 박종화
15회 기계 박철완
15회 기계 박희성
15회 기계 배종원
15회 기계 변종필
15회 기계 변주섭
15회 기계 선성규
15회 기계 손우영
15회 기계 신병철
15회 기계 신석동
15회 기계 안봉철

15회 기계 양대갑
15회 기계 양태원
15회 기계 양효동
15회 기계 여승익
15회 기계 예병찬
15회 기계 오경열
15회 기계 원창룡
15회 기계 유상열
15회 기계 유한덕
15회 기계 이광효
15회 기계 이봉제
15회 기계 이상민
15회 기계 이세기
15회 기계 이승기
15회 기계 이영주
15회 기계 이영한
15회 기계 이용경
15회 기계 이재수
15회 기계 이종수
15회 기계 이진호
15회 기계 이호준
15회 기계 인진태
15회 기계 임석봉
15회 기계 임성섭
15회 기계 임진택
15회 기계 장용익
15회 기계 장진섭
15회 기계 장특종
15회 기계 장현모
15회 기계 정성현
15회 기계 정영호
15회 기계 정용우
15회 기계 정재일
15회 기계 정종길
15회 기계 정태언
15회 기계 정현태
15회 기계 조인석
15회 기계 주종찬
15회 기계 차만식
15회 기계 차영수
15회 기계 차정석
15회 기계 천우룡
15회 기계 최만호
15회 기계 최병극
15회 기계 최상곤
15회 기계 최재용
15회 기계 최준광
15회 기계 최희원
15회 기계 허명우
15회 기계 허우련
15회 기계 황동섭
15회 기계 황석환
15회 기계 정종일
15회 배관 강기준
15회 배관 강명근
15회 배관 강창동
15회 배관 권혁조
15회 배관 김경상
15회 배관 김경석
15회 배관 김남수
15회 배관 김대중
15회 배관 김성식
15회 배관 김수일
15회 배관 김용환
15회 배관 김종화
15회 배관 김호영
15회 배관 김희중

15회 배관 류종섭
15회 배관 문을석
15회 배관 사순기
15회 배관 서경렬
15회 배관 송방철
15회 배관 심종화
15회 배관 안민영
15회 배관 엄종두
15회 배관 염동재
15회 배관 오경호
15회 배관 이관호
15회 배관 이기세
15회 배관 이동용
15회 배관 이상철
15회 배관 이쌍영
15회 배관 이영훈
15회 배관 이우형
15회 배관 장은호
15회 배관 정명호
15회 배관 정영철
15회 배관 진영찬
15회 배관 최병안
15회 배관 최장식
15회 배관 최재진
15회 배관 최희섭
15회 배관 한상윤
15회 배관 한천수
15회 배관 허동해
15회 배관 허재입
15회 배관 황호현
15회 선반 기영식
15회 전기 김성열
15회 전기 김용석
15회 전기 김용운
15회 전기 김홍중
15회 전기 박진현
15회 전기 송은영
15회 전기 양회영
15회 전기 이재범
15회 전기 정태옥
15회 전기 하만길
15회 전기 황원복
16회 금속 강관석
16회 금속 김종수
16회 금속 김태윤
16회 금속 박학제
16회 금속 이양환
16회 금속 이영배
16회 금속 정봉환
16회 기계 강재화
16회 기계 곽남민
16회 기계 권중기
16회 기계 권택훈
16회 기계 금운선
16회 기계 김기은
16회 기계 김대업
16회 기계 김문석
16회 기계 김병찬
16회 기계 김삼수
16회 기계 김세철
16회 기계 김승만
16회 기계 김영수
16회 기계 김영현
16회 기계 김인상
16회 기계 김재경
16회 기계 김재준
16회 기계 김종만

16회 기계 김종혁
16회 기계 김창현
16회 기계 김태정
16회 기계 김현영
16회 기계 김홍섭
16회 기계 남구운
16회 기계 남종희
16회 기계 노병택
16회 기계 노재근
16회 기계 도경수
16회 기계 류두현
16회 기계 문성진
16회 기계 박동훈
16회 기계 박성욱
16회 기계 박영태
16회 기계 박종복
16회 기계 방현철
16회 기계 백광용
16회 기계 서경원
16회 기계 서양환
16회 기계 서재석
16회 기계 서정표
16회 기계 손부원
16회 기계 손영호
16회 기계 송석우
16회 기계 심규봉
16회 기계 심재성
16회 기계 양광석
16회 기계 양재원
16회 기계 오거성
16회 기계 오학근
16회 기계 유동광
16회 기계 유병출
16회 기계 윤상호
16회 기계 이교창
16회 기계 이규재
16회 기계 이명환
16회 기계 이병효
16회 기계 이상업
16회 기계 이승도
16회 기계 이승래
16회 기계 이유식
16회 기계 이종섭
16회 기계 이종오
16회 기계 이종한
16회 기계 이흥원
16회 기계 임승욱
16회 기계 임재명
16회 기계 장봉근
16회 기계 전오수
16회 기계 전인호
16회 기계 전재홍
16회 기계 전정일
16회 기계 전창규
16회 기계 정두권
16회 기계 정영수
16회 기계 정재해
16회 기계 정진찬
16회 기계 정형영
16회 기계 조규순
16회 기계 조대규
16회 기계 조충래
16회 기계 지성기
16회 기계 최은석
16회 기계 최춘택
16회 기계 탁현대
16회 기계 하강섭

16회 기계 하윤종
16회 기계 허동명
16회 기계 홍석주
16회 기계 홍용화
16회 기계 홍종석
16회 기계 황길동
16회 기계 황석일
16회 배관 권기성
16회 배관 권기환
16회 배관 김봉수
16회 배관 김상호
16회 배관 김선태
16회 배관 김성호
16회 배관 김영길
16회 배관 김원준
16회 배관 김종명
16회 배관 김종진
16회 배관 김해연
16회 배관 김현호
16회 배관 박근식
16회 배관 박상필
16회 배관 박석찬
16회 배관 박성원
16회 배관 박승용
16회 배관 박재덕
16회 배관 방충식
16회 배관 손웅렬
16회 배관 안현창
16회 배관 이상구
16회 배관 이상홍
16회 배관 이상홍
16회 배관 이칠석
16회 배관 이훈교
16회 배관 임병준
16회 배관 전대중
16회 배관 전병우
16회 배관 정욱수
16회 배관 정재욱
16회 배관 조철희
16회 배관 주진성
16회 배관 차순호
16회 배관 하상필
16회 배관 한정호
16회 배관 황동국
16회 전기 김정배
16회 전기 박상규
16회 전기 박철성
16회 전기 성용만
16회 전기 이명호
16회 전기 정기진
16회 전기 정대근
16회 전기 정인혁
16회 전기 홍의삼
16회 전기 황성환
17회 금속 김동석
17회 금속 김성호
17회 금속 김순철
17회 금속 김영진
17회 금속 김원사
17회 금속 김익수
17회 금속 김태훈
17회 금속 박노식
17회 금속 박명욱
17회 금속 신현창
17회 금속 연상우
17회 금속 유두한
17회 금속 윤치룡

17회 금속 윤한규
17회 금속 이감교
17회 금속 이명수
17회 금속 정동현
17회 금속 정현철
17회 금속 최규양
17회 금속 최동우
17회 금속 최영주
17회 금속 한홍철
17회 금속 홍용식
17회 기계 강성환
17회 기계 강신원
17회 기계 강학범
17회 기계 경종균
17회 기계 권동식
17회 기계 권영태
17회 기계 권태은
17회 기계 김광영
17회 기계 김길곤
17회 기계 김병환
17회 기계 김삼진
17회 기계 김상기
17회 기계 김성환
17회 기계 김영만
17회 기계 김영욱
17회 기계 김옥주
17회 기계 김용두
17회 기계 김자운
17회 기계 김종문
17회 기계 김종봉
17회 기계 김종언
17회 기계 김진일
17회 기계 김태균
17회 기계 김평국
17회 기계 김학봉
17회 기계 김해규
17회 기계 김현태
17회 기계 김형태
17회 기계 김흥훈
17회 기계 문무열
17회 기계 박경복
17회 기계 박경식
17회 기계 박경식
17회 기계 박민성
17회 기계 박봉수
17회 기계 박부일
17회 기계 박상수
17회 기계 박원진
17회 기계 박종문
17회 기계 박준수
17회 기계 박철수
17회 기계 박효열
17회 기계 방인복
17회 기계 배재일
17회 기계 백명호
17회 기계 백종우
17회 기계 손광락
17회 기계 손성진
17회 기계 손종탁
17회 기계 신주수
17회 기계 심진철
17회 기계 안승배
17회 기계 안채열
17회 기계 안철환
17회 기계 안현국
17회 기계 오경익
17회 기계 오석준

17회 기계 우완수
17회 기계 윤정서
17회 기계 이규열
17회 기계 이문희
17회 기계 이병도
17회 기계 이인규
17회 기계 이재환
17회 기계 이정환
17회 기계 이종일
17회 기계 이종철
17회 기계 이종훈
17회 기계 이준호
17회 기계 이청희
17회 기계 이형갑
17회 기계 이흥근
17회 기계 임종석
17회 기계 임채석
17회 기계 임춘섭
17회 기계 장성혁
17회 기계 장신도
17회 기계 장찬호
17회 기계 정성수
17회 기계 정세관
17회 기계 정순필
17회 기계 정원용
17회 기계 정인석
17회 기계 정종영
17회 기계 정철우
17회 기계 조성래
17회 기계 조태래
17회 기계 조현수
17회 기계 진희찬
17회 기계 최남훈
17회 기계 최성한
17회 기계 최철규
17회 기계 최현호
17회 기계 하진성
17회 기계 한남식
17회 기계 홍동식
17회 기계 홍석규
17회 기계 황상규
17회 기계 황인주
17회 배관 강종석
17회 배관 구정문
17회 배관 김만성
17회 배관 김봉수
17회 배관 김성도
17회 배관 김양곤
17회 배관 김용근
17회 배관 김종육
17회 배관 김진호
17회 배관 박동활
17회 배관 박정곤
17회 배관 박종덕
17회 배관 박칠용
17회 배관 박한식
17회 배관 변양식
17회 배관 서영봉
17회 배관 서인종
17회 배관 서정희
17회 배관 손재명
17회 배관 송정희
17회 배관 심기수
17회 배관 안희태
17회 배관 오윤택
17회 배관 유치수
17회 배관 윤영택

17회 배관 윤영한
17회 배관 윤용배
17회 배관 이원상
17회 배관 이진우
17회 배관 이형주
17회 배관 임경만
17회 배관 임종호
17회 배관 전수호
17회 배관 정규환
17회 배관 정영복
17회 배관 정인식
17회 배관 주경곤
17회 배관 차영복
17회 배관 천정기
17회 배관 최관식
17회 배관 최정민
17회 배관 최창제
17회 배관 하성목
17회 배관 허완시
17회 배관 홍광현
17회 배관 황규부
17회 배관 황상문
17회 배관 황성택
17회 배관 황충섭
17회 전기 금교운
17회 전기 김성환
17회 전기 김종철
17회 전기 김창섭
17회 전기 박두주
17회 전기 유동우
17회 전기 이은규
17회 전기 천민호
18회 금속 박인대
18회 금속 배점수
18회 금속 이영수
18회 기계 강성호
18회 기계 김득영
18회 기계 김보준
18회 기계 김봉만
18회 기계 김영규
18회 기계 김용석
18회 기계 김욱래
18회 기계 김유성
18회 기계 김윤규
18회 기계 김재영
18회 기계 김재흥
18회 기계 김정열
18회 기계 김종진
18회 기계 김진수
18회 기계 김희철
18회 기계 노동용
18회 기계 박오석
18회 기계 박정도
18회 기계 박주희
18회 기계 서무성
18회 기계 심현근
18회 기계 안재삼
18회 기계 여재규
18회 기계 오춘동
18회 기계 오헌록
18회 기계 원일수
18회 기계 유성관
18회 기계 이규장
18회 기계 이수복
18회 기계 이영득
18회 기계 이재화
18회 기계 이학근

18회 기계 임명술
18회 기계 장원술
18회 기계 정진홍
18회 기계 조규찬
18회 기계 조재환
18회 기계 조희래
18회 기계 주승용
18회 기계 한창산
18회 기계 홍백락
18회 기계 홍정기
18회 기계 황동완
18회 기계 황인복
18회 배관 강연수
18회 배관 곽원철
18회 배관 권락현
18회 배관 김광수
18회 배관 김봉균
18회 배관 김일수
18회 배관 남재현
18회 배관 안준홍
18회 배관 이병설
18회 배관 이윤철
18회 배관 정주성
18회 배관 천명수
18회 배관 홍성국
18회 선반 정춘식
18회 전기 김규동
18회 전기 박상형
18회 전기 박석희
18회 전기 박 훈
18회 전기 방용식
18회 전기 예재운
18회 전기 윤용열
18회 전기 장세연
19회 금속 구영두
19회 금속 권오인
19회 금속 김민배
19회 금속 조정흠
19회 금속 허종철
19회 기계 강하중
19회 기계 김기태
19회 기계 김만곤
19회 기계 김명욱
19회 기계 김복윤
19회 기계 김상태
19회 기계 김성도
19회 기계 김성배
19회 기계 김쌍곤
19회 기계 김용준
19회 기계 김은호
19회 기계 김인철
19회 기계 김재관
19회 기계 김종호
19회 기계 김주철
19회 기계 김진술
19회 기계 김진한
19회 기계 김진해
19회 기계 김철영
19회 기계 김치재
19회 기계 김택수
19회 기계 남성해
19회 기계 남일권
19회 기계 박명룡
19회 기계 박무희
19회 기계 박병훈
19회 기계 박형수
19회 기계 서보성

19회 기계 서운도
19회 기계 성대진
19회 기계 심영일
19회 기계 양진흡
19회 기계 양호석
19회 기계 우승오
19회 기계 우주용
19회 기계 윤기우
19회 기계 이광배
19회 기계 이세희
19회 기계 이인석
19회 기계 이진석
19회 기계 이진우
19회 기계 임대광
19회 기계 장진섭
19회 기계 정상윤
19회 기계 정성진
19회 기계 정순관
19회 기계 정우태
19회 기계 정임규
19회 기계 정찬규
19회 기계 조종민
19회 기계 차말도
19회 기계 차재영
19회 기계 하현태
19회 기계 한승수
19회 기계 한재현
19회 기계 허  경
19회 기계 허상영
19회 기계 황인섭
19회 배관 강동진
19회 배관 김동규
19회 배관 김승연
19회 배관 김진묵
19회 배관 박영식
19회 배관 박진우
19회 배관 송성조
19회 배관 심상정
19회 배관 우상천
19회 배관 유태윤
19회 배관 이광준
19회 배관 이도원
19회 배관 이민한
19회 배관 이종주
19회 배관 전명환
19회 배관 전성영
19회 배관 전주현
19회 배관 정문식
19회 배관 정상태
19회 배관 조재두
19회 배관 최홍석
19회 전기 박성숙
20회 금속 김익흥
20회 금속 문수환
20회 금속 이건재
20회 금속 정주태
20회 금속 정해필
20회 기계 권성현
20회 기계 김  일
20회 기계 김남규
20회 기계 김병석
20회 기계 김성훈
20회 기계 김재환
20회 기계 김종달
20회 기계 김종희
20회 기계 김해진
20회 기계 김호식

20회 기계 김호준
20회 기계 나성훈
20회 기계 남규렬
20회 기계 박문현
20회 기계 배종원
20회 기계 서문철
20회 기계 서성고
20회 기계 서철운
20회 기계 양재봉
20회 기계 우경호
20회 기계 윤용선
20회 기계 윤후철
20회 기계 이돈호
20회 기계 이명길
20회 기계 임광록
20회 기계 임석규
20회 기계 임칠수
20회 기계 장대규
20회 기계 정대현
20회 기계 정유승
20회 기계 정주화
20회 기계 정현주
20회 기계 정회동
20회 기계 조영규
20회 기계 조인흠
20회 기계 차동입
20회 기계 천영삼
20회 기계 최명주
20회 기계 최홍섭
20회 기계 허  성
20회 기계 홍인덕
20회 기계 황상민
20회 기계 황용석
20회 배관 권오현
20회 배관 김용철
20회 배관 김종광
20회 배관 김종배
20회 배관 김진삼
20회 배관 김현식
20회 배관 류양규
20회 배관 이현제
20회 배관 임영현
20회 배관 허이문
21회 금속 이용근
21회 금속 이원중
21회 금속 조정기
21회 금속 최광열
21회 기계 강종훈
21회 기계 공동홍
21회 기계 곽상훈
21회 기계 곽종포
21회 기계 구대형
21회 기계 김병일
21회 기계 김세교
21회 기계 김승욱
21회 기계 김오국
21회 기계 김용실
21회 기계 김조욱
21회 기계 김준유
21회 기계 김철수
21회 기계 김해철
21회 기계 김현근
21회 기계 김형준
21회 기계 류지철
21회 기계 문성수
21회 기계 박광희
21회 기계 박용호

21회 기계 박재택
21회 기계 박철용
21회 기계 박형만
21회 기계 변장산
21회 기계 서재근
21회 기계 송영호
21회 기계 심두섭
21회 기계 안양식
21회 기계 양  직
21회 기계 양창용
21회 기계 오종열
21회 기계 이 훈
21회 기계 이동수
21회 기계 이민래
21회 기계 이승호
21회 기계 이승희
21회 기계 이재걸
21회 기계 이정국
21회 기계 이충두
21회 기계 임행택
21회 기계 정권영
21회 기계 정병호
21회 기계 정원상
21회 기계 정필균
21회 기계 조상환
21회 기계 주영병
21회 기계 최정환
21회 기계 탁상준
21회 기계 하민기
21회 기계 홍진이
21회 기계 황갑원
21회 기계 황성환
21회 기계 황창호
21회 배관 강성복
21회 배관 권장수
21회 배관 김병주
21회 배관 김영구
21회 배관 김영호
21회 배관 김철우
21회 배관 김춘식
21회 배관 문윤철
21회 배관 이원태
21회 배관 이천수
21회 배관 정규진
21회 배관 정승모
21회 배관 정해영
21회 배관 차원길
21회 배관 천경호
21회 배관 최윤대
21회 전기 김영재
21회 전기 김홍균
21회 전기 유외주
22회 금속 김무윤
22회 금속 백인덕
22회 금속 지정이
22회 금속 천문관
22회 금속 천문관
22회 금속 최상문
22회 기계 강경모
22회 기계 강성곤
22회 기계 강성민
22회 기계 강수길
22회 기계 김맹동
22회 기계 김명수
22회 기계 김민곤
22회 기계 김민기
22회 기계 김성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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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회비
납     부

대한항공직장동문회  삼성중공업직장동문회 

한국항공우주산업직장동문회 대우조선해양 직장동문회 르노삼성직장동문회

국립부산기계공업고등학교 동창회

동창회비 납부동문 소개

현대자동차직장동문회 

22회 기계 김성오
22회 기계 김외현
22회 기계 김종호
22회 기계 김태구
22회 기계 박경찬
22회 기계 박계용
22회 기계 박덕용
22회 기계 박명준
22회 기계 박무흥
22회 기계 박재곤
22회 기계 박종민
22회 기계 박태호
22회 기계 박형우
22회 기계 배정한
22회 기계 백광하
22회 기계 백성룡
22회 기계 성청용
22회 기계 신도화
22회 기계 우정식
22회 기계 우정식
22회 기계 윤명권
22회 기계 윤종구
22회 기계 윤천용
22회 기계 이기철
22회 기계 이병찬
22회 기계 이성관
22회 기계 이수원
22회 기계 이수원
22회 기계 이영화
22회 기계 이진철
22회 기계 임채욱
22회 기계 임칠윤
22회 기계 전성렬
22회 기계 정대식
22회 기계 정영기
22회 기계 정영기
22회 기계 정용철
22회 기계 정우진
22회 기계 정재균
22회 기계 정재균
22회 기계 조삼래
22회 기계 조자룡
22회 기계 조자룡
22회 기계 조헌영
22회 기계 차상태
22회 기계 차상태
22회 기계 최민호
22회 기계 최상훈
22회 기계 한상구
22회 기계 홍종필
22회 배관 고광호
22회 배관 김만수
22회 배관 김용운
22회 배관 김정기
22회 배관 김효용
22회 배관 박정호
22회 배관 박준석

22회 배관 배정효
22회 배관 배진호
22회 배관 손영희
22회 배관 손영희
22회 배관 신세원
22회 배관 이헌길
22회 배관 정순영
22회 배관 정장현
22회 배관 정장현
22회 배관 최필윤
22회 전기 김대희
22회 전기 김용호
22회 전기 문성구
22회 전기 이광기
22회 전기 이제근
22회 전기 이준상
22회 전기 이판호
22회 전기 최삼종
23회 금속 고건재
23회 금속 김민수
23회 금속 서희식
23회 금속 양현수
23회 금속 윤태준
23회 금속 이정만
23회 금속 전세형
23회 기계 강종인
23회 기계 고재일
23회 기계 김기철
23회 기계 김명완
23회 기계 김민수
23회 기계 김상곤
23회 기계 김상규
23회 기계 김상수
23회 기계 김선후
23회 기계 김성복
23회 기계 김성욱
23회 기계 김승철
23회 기계 김승태
23회 기계 김종환
23회 기계 김종환
23회 기계 김진관
23회 기계 김진관
23회 기계 김치성
23회 기계 류지균
23회 기계 박동찬
23회 기계 박순일
23회 기계 박정식
23회 기계 박종영
23회 기계 배식한
23회 기계 안정주
23회 기계 안정주
23회 기계 엄칠복
23회 기계 오상현
23회 기계 원주식
23회 기계 이동하
23회 기계 이병길
23회 기계 이상호

23회 기계 이정우
23회 기계 이종택
23회 기계 이종호
23회 기계 이준수
23회 기계 이준열
23회 기계 이창열
23회 기계 이철규
23회 기계 임채원
23회 기계 정기룡
23회 기계 정명찬
23회 기계 정영종
23회 기계 조용민
23회 기계 조재열
23회 기계 천영민
23회 기계 천영민
23회 기계 최대봉
23회 기계 최철호
23회 기계 최한기
23회 기계 최한기
23회 기계 최효성
23회 배관 고상철
23회 배관 김일환
23회 배관 박순옥
23회 배관 박영문
23회 배관 박종길
23회 배관 우창윤
23회 배관 이상문
23회 배관 전성호
23회 배관 최영습
23회 배관 하동청
23회 배관 하동청
23회 배관 홍근수
23회 배관 홍근수
23회 선반 이익현
23회 전기 배수덕
24회 금속 박기덕
24회 기계 강  현
24회 기계 강선호
24회 기계 김광효
24회 기계 김만석
24회 기계 김성훈
24회 기계 김순영
24회 기계 김진성
24회 기계 김태영
24회 기계 박철민
24회 기계 백성광
24회 기계 여재호
24회 기계 이상화
24회 기계 이윤환
24회 기계 정수득
24회 기계 정원태
24회 기계 조정열
24회 기계 조태민
24회 기계 최영권
24회 기계 허승완
24회 기계 황명동
24회 배관 김기섭

24회 배관 김노회
24회 배관 김만원
24회 배관 김만원
24회 배관 김범배
24회 배관 김태복
24회 배관 문병성
24회 배관 박금기
24회 배관 손정우
24회 배관 양신재
24회 배관 이상국
24회 배관 장진희
24회 전기 천철관
25회 금속 김기혁
25회 금속 김영길
25회 기계 강경구
25회 기계 강동율
25회 기계 김경오
25회 기계 김광희
25회 기계 김상훈
25회 기계 김영대
25회 기계 김현태
25회 기계 김홍재
25회 기계 노재민
25회 기계 마성철
25회 기계 박규태
25회 기계 박성철
25회 기계 백현식
25회 기계 서재억
25회 기계 양대석
25회 기계 오해천
25회 기계 윤경찬
25회 기계 이동권
25회 기계 이동명
25회 기계 이래찬
25회 기계 이상현
25회 기계 이정식
25회 기계 이진홍
25회 기계 이후석
25회 기계 정규열
25회 기계 정훈성
25회 기계 조영진
25회 기계 천명환
25회 기계 최광수
25회 기계 최광준
25회 기계 최병철
25회 배관 권영빈
25회 배관 남도형
25회 배관 박상현
25회 배관 박순현
25회 배관 양현기
25회 배관 이창훈
25회 전기 남장식
26회 금속 염길용
26회 금속 정동원
26회 기계 김동욱
26회 기계 노대규
26회 기계 도현국

26회 기계 박동호
26회 기계 박형기
26회 기계 심관영
26회 기계 안진수
26회 기계 옥영화
26회 기계 윤성환
26회 기계 이대홍
26회 기계 이병철
26회 기계 이상규
26회 기계 이상웅
26회 기계 이정태
26회 기계 이창진
26회 기계 정대봉
26회 기계 정영환
26회 기계 최연덕
26회 기계 최홍용
26회 기계 하병주
26회 기계 하윤철
26회 배관 고성석
26회 배관 김기태
26회 배관 김택균
26회 배관 노대화
26회 배관 박부승
26회 배관 박종현
26회 배관 설언동
26회 배관 송희영
26회 배관 양준성
26회 배관 염경원
26회 배관 이찬기
26회 배관 임성대
26회 배관 장일석
26회 배관 전현호
26회 배관 정우진
26회 배관 조성완
26회 배관 차용환
26회 배관 황현주
26회 전기 김민효
26회 전기 배두완
26회 전기 배병진
26회 전기 안동진
27회 금속 구민재
27회 기계 강동건
27회 기계 김경재
27회 기계 김기현
27회 기계 김덕열
27회 기계 김명중
27회 기계 김진성
27회 기계 박보근
27회 기계 방춘호
27회 기계 송이영
27회 기계 윤지훈
27회 기계 이광일
27회 기계 조진안
27회 기계 한기현
27회 배관 김봉기
27회 배관 박달권
27회 배관 전철완

27회 배관 조명원
27회 배관 최청락
27회 배관 하창영
28회 기계 권동구
28회 기계 김기준
28회 기계 노병락
28회 기계 배재복
28회 기계 서승환
28회 기계 신민성
28회 기계 신용욱
28회 기계 예부진
28회 기계 예종수
28회 기계 옥찬석
28회 기계 유재승
28회 기계 이상우
28회 기계 이한철
28회 기계 조승환
28회 기계 조영민
28회 기계 최동현
28회 배관 안광훈
29회 금속 배희원
29회 기계 고태성
29회 기계 권남규
29회 기계 김희철
29회 기계 박민성
29회 기계 서영섭
29회 기계 신정훈
29회 기계 원종혁
29회 기계 이정석
29회 기계 정종식
29회 배관 강이태
29회 전기 박현주
29회 전기 전승현
30회 기계 강민현
30회 기계 구본석
30회 기계 김범동
30회 기계 김병완
30회 기계 송병길
30회 기계 양형모
30회 기계 유용환
30회 기계 이동찬
30회 기계 이한영
30회 기계 조영준
30회 배관 김성동
30회 배관 문경록
30회 배관 성정현
30회 배관 정상종
30회 전기 김동현
30회 전기 박성철
30회 전기 신용상
31회 기계 박진우
31회 기계 신호재
31회 배관 김태훈
31회 배관 정성수
31회 전기 김지수
31회 전자기계강용재
31회 전자기계배민호

31회 전자기계양성환
31회 전자기계정종환
31회 전자기계최명환
31회 전자기계최영효
32회 금속 정영기
32회 기계 김동우
32회 기계 노현종
32회 기계 류재옥
32회 기계 백운술
32회 기계 신영욱
32회 기계 안기회
32회 기계 유재걸
32회 기계 유재옥
32회 기계 이상현
32회 기계 전종호
32회전자기계오승환
32회전자기계옥진성
32회전자기계이대성
32회전자기계정호상
33회 기계 김상준
33회 기계 김용진
33회 기계 윤충원
33회전자기계공준호
33회전자기계김진욱
33회전자기계이인호
33회전자기계이정훈
34회 금속 김병길
34회 기계 강경수
34회 기계 강덕경
34회 기계 권상규
34회 기계 김지원
34회 기계 노동현
34회 기계 노성현
34회 기계 박경우
34회 기계 박성권
34회 기계 박윤수
34회 기계 송성훈
34회 기계 송원태
34회 기계 안민길
34회 기계 이성우
34회 기계 장재호
34회 기계 정성은
34회 기계 진홍수
34회 전기 김현익
34회 전기 심흔주
34회전자기계김병주
34회전자기계김창덕
34회전자기계박재영
34회전자기계서보람
34회전자기계이승민
34회전자기계이유송
34회전자기계임현탁
34회전자기계최기성
35회 기계 김대우
35회 기계 김득종
35회 기계 김준우
35회 기계 박봉한

35회 기계 박희성
35회 기계 윤덕용
35회 기계 이욱재
35회 기계 임대환
35회 기계 정인철
35회 기계 진광호
35회전자기계김창경
35회전자기계남기욱
35회전자기계류승민
35회전자기계박종석
35회전자기계박진용
35회전자기계이동철
35회전자기계조설영
36회 전기 이태희
37회금형설계김진현
37회 기계 전성규
38회전자기계김태형
39회 기계 이현진
39회전자기계신현경
3회 기계 신교병
40회 기계 곽동훈
40회 기계 김영한
40회전자기계박행운
42회금형설계송보람
42회 기계 김기석



2010.12 세계 최초 나노화이버 양산시스템 개발
2010.10 지식경제부장관상 수상
2010.05 중소기업중앙회장상 수상
2009.09 코스닥 시장 상장
2009.09 OHSAS18001 인증 획득
2009.05 모범 중소기업인 대통령 표창 수상
2009.03 삼성전자 협성회, 삼성SMD MDP 회원사 선정
2008.12 벤처기업인증
2008.06 신재생에너지 전문 기업 등록
2007.10 INNO-BIZ 기업인증 획득
2005.11 ISO14001인증 획득
2005.07 기업부설연구소 개설
2004.06 ISO9001 인증 획득
2003.03 삼성 SDI SSP 회원사 선정
1996.10 (주)톱텍 법인 전환
1992.09 톱텍 엔지니어링 창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