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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hanatour.com (주)하나투어예약센터

하.나.투.어.로.다.녀.오.세.요

전국의 모든 동문 여러분께 최고의 만족으로

잊지 못할 추억과 감동의 여행을 책임지겠습니다.

부산, 대구, 광주, 청주 출발도 가능합니다.

지금 바로 전화주세요.(010-3356-9623)

국립기계공고 동문전용홈페이지

www.hanatourbmths.com

서울시 중구 을지로 1가 42 부림빌딩 12층
TEL(02)777-7838 / H.P.010-3356-9623
E-mail : seattlechoi@hanmail.net

이사 최 성 옥(13회, 기계)

(주)
하나투어
여행상품

▶ C/PAD MAIN UPR

▶ BEAM ASSY - RR BUMPER

▶ CONSOLE ASSY FLOOR

▶ LAY-OUT M/C 15E

본 사 : 경남 양산시 동면 석금산리 153  
Tel. 055)381-0336,0309  Fax. 055)381-0360  E-mail. ds2112@chol.com

아산공장 : 충남 아산시 선장면 삽교천로 9-1 Tel. 041)547-0336

대표 이 종 필(13회 금속)

저희 대성모델은 
자동차 전문 Cheaking Fixture를 생산하는 기업입니다.

오랜 경험의 노하우와 기술 능력을 축적한 기술진으로 구성되었으며, 

끊임없는 기술혁신과 시설 투자를 통해 디자인의 고품질과 

3D 프로그램을 통한 정밀한 설계와 숙련된 조립기술을 가지고,

제품 생산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있습니다.

최고가 아니면 도태된다는 현실에 당당히 맞서 꾸준한 연구, 개발을 통해 

발전하는 기업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대성모델



기업체 / 관공서 / 학교 / 병원 필수소모자재 납품전문

HAESONG
늘 푸른 마음으로 정성을 다하겠습니다.
대표취급품목

각종 공구 및 
소모성 자재

개업답례품/상패
트로피/기념품

사무용품/사무가구
가정용가구

전국 꽃배달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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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 표  박노식 (17회, 금속) Mobile. 010-6560-4788  부산광역시 사상구 가야대로 59(감전동)
Tel. 051)315-4700  Fax. 051)315-4788  E-mail. nosikgi@hanmail.net

최고의 맛과 최고의 품격을 자랑하는

교토일식

고객님만을 위한 최고의 요리와 품격높은 서비스로 최고의 만족을 드리겠습니다.
깨끗한 실내공간과 넓은 주차장, 고급스러운 인테리어, 편안한 좌식공간은 

소중한 분들과의 만남을 더욱 더 빛내드릴것입니다.

“깔끔하고 고급스런 일식 전문점, 교토일식은
일본 정통의 요리들을 선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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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4번
출구

051.702.7799 영엽시간 : 오전 10시 ~ 오후 12시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좌동 1460-1 나하나빌딩 3층 

www.교토일식co.kr

대표 홍성기(17회, 기계)



부산시 사상구 새벽로 203(외환은행 3층) Tel. 051)325-0900 Fax. 051)325-9993 H.P 010-4519-4915

기업의 발전을 위해 항상 고민하며 바르게 나아가는 동반자가 되겠습니다.

대표 공인회계사 | 세무사 김 태 봉(12회, 기계)

•삼일회계법인 감사 및 세무 Part 20년 근무
•2011년 국세청장상 수상
•부산지방국세청 등 다수 세무서 납세자권익보호위원회 위원 역임
•사하구 금고 지정심의위원 역임
•부산아시아드 주경기장 수익시설 운영사업자 선정위원 역임
•예금보험공사 및 감사원 파견 근무 경력

正進會計事務所 정진회계사무소

대표이사 | 황상규
(17회, 기계 / 제34대 동창회 부회장)

대도미크론(주) 

㈜대도미크론 보유기계 리스트
번호 기기명칭 모델명 제작사 년식 취득년월일 사용용도
1 고속가공기 HSM 600 스위스 MIKRON 2004 04.7.1 금형가공
2 고속가공기 DMU 65 독일 DMG모리세이끼 2011 11.11.28 금형가공
3 MCT VM-5III 일본 OKK 2006 10.12.6 금형가공
4 MCT UL PLUS 한국 화천 2010 13.1.15 금형가공
5 고속가공기 DMU 65 독일 DMG모리세이끼 2013 13.5.2 금형가공
6 고속가공기 HSM 700 스위스 MIKRON 10.4.20
7 고속가공기 HSM 800 스위스 MIKRON 2006 13.4.22
8 머시닝센타 VX-750 위아 13.4.3
9 CAD CAM HYPER MILL 삼우하이퍼 3축 2004년쯤
10 CAD CAM CIMATRON 3축 2010 10.4.22
11 CAD CAM CIMATRON 5축 2011 11.11.2
12 CAD CAM HYPER MILL 5축 2011 11.11.10
13 CAD CAM HYPER MILL 3축 2013 13.2.28
14 MCT VM-5III 일본 OKK 2007 2014.04
15 5축고속가공기 DMU70 독일 DMG모리세이끼 2005 2014.04

HSM 600

- STORKE X600 Y600

- SPINDLE 36,000 RPM

- ATC 30EA     - HSK 50

HSM 700

- STORKE X700 Y600

- SPINDLE 36,000 RPM

- ATC 30EA     - HSK 50

DMU 65 mono BLOCK

- STORKE X650 Y600

- SPINDLE 24,000 RPM

- ATC 30EA     - HSK 63

DMU 65 mono BLOCK

- STORKE X650 Y600

- SPINDLE 24,000 RPM

- ATC 30EA     - HSK 63

▼ DMG 5X

▼ DMG 5X



신은배(9회, 기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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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임사 ●

존경하는 동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갑오년 청마의 기운으로 새롭게 동창회를 시작하는 아침입니다.

우리 동창회는 초대 김성문 동창회장님을 필두로 선배님들의 각고의 노력으로

많은 발전을 해왔고, 특히 31대 조성한 전 동창회장님과 10회 선배님 기수에서

동창회 재정 자립의 길을 열었습니다. 33대 동창회에서는 모교의 상징탑을

멋지게 세워 동문들의 화합을 한층 드높였고, 동문장학회와 많은 동문 동호회가

결성되어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동문 여러분!

동문 사회는 나날이 커져가고 있습니다. 28,000여 동문들의 동창회에 대한 기대 또한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동창회는 더욱 커져가는 동창회의 미래에 대비하고, 후배들에게 꿈을 줄 수 있는 동창회로 거듭나고자

‘미래를 준비하는 꿈이 있는 동창회’라는 슬로건으로 새 출발을 하고자 합니다.

올해 동창회의 중점 활동으로 

첫째, 동문들의 숙원인 동창회관 매입에 전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동창회관을 매입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였고, 임시총회에서 매입의결까지 했지만, 하자가 발견되어 매입보류 결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동문 여러분들께 유감의 말씀을 드립니다.

둘째, 커져가는 동창회의 미래에 대비하여 사무국의 기능을 보강하고 또 전산 시스템화하여 동문들의 인적관리,

자금관리 등을 효율적으로 하겠습니다.

셋째, 동창회의 위상을 강화하고자 회장단 조직을 보다 실질적으로 구성하고, 동창회 행사를 동창회가 직접 주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넷째, 지역, 직장, 동호회 조직을 더욱 활성화할 수 있도록 동창회 차원에서 인적 및 물적 지원과 함께 협조체계,

그리고 의사소통을 원활히 하겠습니다. 

다섯째, 국립부산기계공업고등학교 동창회의 위상에 걸맞은 동창회 차원의 봉사활동을 시작하여 어려운 이웃

에게 우리의 마음을 조금씩 나누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동문 여러분!

동창회는 우리 모두의 것입니다. 동창회의 힘은 동문 여러분의 관심과 사랑 그리고 참여에 있습니다. 여러분들

의 기부, 회비 그리고 참여와 관심, 사랑은 우리 동문사회와 후배들 그리고 더 나아가 우리 사회의 밝은 빛이

될 것입니다. 끝으로 제34대 동창회장으로서 맡은바 직무를 충실히 수행하며 동창회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사랑하는 동문 여러분의 건강 그리고 가정의 안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2014년 1월 18일

국립부산기계공업고등학교  제34대 동창회장  김 태 영

미래를 준비하는 꿈이 있는 동창회



● 2014 동창회장배 동문등산대회

14 국립부산기계공업고등학교 동창회보 제34호

참가방법
가. 전국의 지역동문회별로 팀을 구성하여 참가
나. 동문회 미결성 지역 동문은 개인자격으로 참가 가능함
다. 직장동문회는 소속 지역동문회의 팀으로 참가
라. 참가 시 지역동문회기를 반드시 가져오시기 바랍니다.
※ 최소 참가 인원 30명 이상일 때 팀으로 인정함
※ 참가를 희망하는 지역동문회에서는 참가신청서를 작성하

여 동창회 사무국으로 신청바랍니다.
※ 참가비 : 20,000원(동문 1인당 20,000원, 가족 및 자녀

는 참가비 없음) / 참가비는 행사 당일 접수처에서 참가
팀 별 또는 개별 접수함 / 울산지역동문회를 제외한 대회
참가 지역동문회에는 차량 비용(30만 원/대)을 공식행사
를 마치고 지원함

집결장소
들림집
(울산광역시 북구 신현동 831번지 Tel. 052)295-0888)

접수기간
1차 : 3월 31일까지 / 2차 : 4월 10일까지

접수방법
참가신청서 1부를 작성하여 우편 또는 팩스로 신청
※ 행사 참가를 희망시에는 소속 지역동문회 회장, 총무에게

연락바랍니다.

접수처
우)612-021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우1동산 114-1번지 
학생회관 2층 국립부산기계공업고등학교 동창회 사무국
Tel. 051)742-6746  Fax. 051)746-6747

개인준비물
등산에 필요한 개인 물품 지참(등산 장비, 점심, 음료, 우의 등)

행사 문의
2014 동창회장배 동문등산대회 준비위원회 
•집행위원장 김태봉(12회) 010-4519-4915
•운영위원장 강학만(12회) 010-5055-3355
•동창회 사무국장 박노식(17회) 010-6560-4788
•울산동문회 사무국장 윤주한(13회) 010-2011-6799
•동문산악회 총무 이종한(16회) 010-3567-1290

시상내역
•종합우승 : 상금 100만 원, 우승기 
•특별상 : 1회~7회 동기회 중 최다 참가 동기회 상금 50만원
•참가상 : 8회 이후 기수 중 최다 참가 동기회 상금 50만원 
•기타 : 행운권 추첨에 의한 경품 지급

시상기준
최다 참가 지역 및 동기회 순위로 결정(울산문회는 시상기준
에서 제외함)

미래를 준비하는 꿈이 있는 동창회!

2014 동창회장배 동문등산대회

대 회 명 : 2014 동창회장배 동문등산대회 일 시 : 2014년 4월 27일(일) 오전 10시
장 소 : 울산광역시 무룡산 주 최 : 국립부산기계공업고등학교 동창회
집 결 지 : 들림집 주 관 : 국립부산기계공업고등학교 동창회
후 원 : 동문산악회, 울산동문회 참석대상 : 전 동문 및 동문가족(1,000명)

대회
요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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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무룡산 소개 및 대회 코스
무룡산(舞龍山 450.7m)은 용이 춤을 추는 듯한 모양을 한 영산이자 울산의 진산이다. 낙동정

맥이 남으로 내리 뻗어 그 한줄기가 경주 토함산을 이루고 남쪽에 동대산맥을 형성하면서 우뚝

솟은 준령이다. 먼저 동대산에 올라 낙타등처럼 울퉁불퉁한 능선을 타고 무룡산으로 가는 길은

조망이 압권이다. 

● 
무룡산은 앞을 보지 못하던 슬픈 용의 전설을 간직하고 있다. 옛날 무룡산 꼭대기 연못에 일곱 마리 용들
이 살고 있었다. 어느 날 선녀 일곱이 내려와 용들과 어울려 놀았다. 선녀들은 하늘로 올라갈 시간이 되었
으나 용들과 정이 들어 떨어질 수가 없었다. 용과 선녀들이 함께 하늘로 오르기로 했다. 그러나 용 일곱
마리 가운데 앞을 못 보는 한 마리는 오를 수가 없었다. 이때 마음씨 착한 한 선녀가 남기로 했다. 옥황상
제는 진노했다. 일곱 선녀가 내려가 여섯만 올라왔고 승낙 없이 용들까지 데려온 까닭이었다. 그들은 다시
무룡산 연못으로 귀양왔다. 땅에 귀양 온 선녀들은 날마다 근심어린 눈으로 하늘만 쳐다보았지만 용들은
선녀들과 같이 지내는 것이 행복하여 날마다 춤을 추었다. 얼마 뒤 옥황상제의 노여움이 풀려 선녀와 용
들은 모두 춤추고 기뻐하면서 등천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그후 무룡산에 연못은 없어졌으나 정상에 묘를
쓰면 울산에 비가 오지 않는다고 한다. 그래서 울산에 가뭄이 들면 무룡산에 누가 몰래 묘를 쓰지 않았나
하고 샅샅이 뒤지곤 했다고 한다.

www.bmths.org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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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경기방법
▶ 단체전(기별 대항전 선수 8명, 부기회 대항전 선수 12명) 

- 18홀 스토로크 방식 / KPGA 경기 Rule 적용

▶ 개인전(동문 개인 및 가족 개인) - 뉴페리어 방식

2. 경기코스
▶ 남·북 72홀 동시 샷건 티업

3. 대회일정
▶ 시 타 식 : 06:45 ~ 북 IN코스 1번 홀(동창회장, 대회장, 명예대회장, 고문)

▶ 경기진행 : 06:50 ~ 남 IN·OUT 코스 / 북 IN·OUT 코스 각 홀 동시 티업 

4. 대회참가 및 접수안내
▶ 접수마감 : 1차 - 3월 31일(월) / 2차 - 4월 15일(화)

▶ 접 수 처 : Fax. 051)746-6747 / E-mail. samukuk35@hanmail.net
※ 참가 접수는 참가신청서 양식에 의거 기재 바라며 상기 기한 내 반드시 팩스 또는 메일로 접수 바랍니다.

▶ 참가비 입금계좌 : 국민은행 869501-00-002363 예금주 : 부산기계공업고등학교동창회 
※ 반드시 신청인 명의(기수 포함)로 송금 요망 (예) 홍길동 11회

일 시 : 2014년 6월 16일(월) 06:30 ~ 17:00

장 소 : 경남 양산 통도 파인이스트CC

참가회비 : 비회원 : 20만 원,  통도CC 클럽회원 : 12만 원
※ 캐디피, 그늘집 개인 부담 / 불참 시 반환은 없습니다.

참가자격 : 골프를 사랑하는 전 동문 및 가족은 누구나 대환영

주최·주관 : 국립부산기계공업고등학교 동창회 

대회
요강

2014 동창회장배 동문골프대회



www.bmths.org 17

2014 동창회장배 동문골프대회 ●

▶ 문의 : 집행위원장 김한지(11회) 010-3841-1429                 

동창회 사무국장 박노식(17회) 010-6560-4788 

동창회사무국 051)742-6746, 742-0093 

5. 시상내역

6. 기념리셉션 및 시상식
▶ 시 간 : 14:00 ~ 17:00

▶ 장 소 : 통도 컨트리클럽 하우스 그릴

▶ 대회기념식 : 제1부(식전행사) - 기념촬영 및 대회 만찬

제2부(공식행사)  

【단체전】

구 분 경기방식 시 상

기별대항전

부기회대항전

•최대 2팀 출전(사전 선수명단 제출)

•출전자 중 최고 성적 6명 합산
(단, 출전선수 6명 미달 할 경우에는 미달 선수 최고 2명까지는 90타로 성적 반영

하여 평가함)

•우승 / 준우승 / 3위

•각 부기회별 12명 선수 출전
(사전 선수명단 제출 / 회장, 부회장, 총무는 당연 출전, 기별 중복 가능)

•출전 선수 10명 성적 합산

•우승 / 준우승

•트로피(순회배)

•상  금  우  승 100만 원

준우승 70만 원

3위 50만 원

•트로피(순회배)

•상  금  우  승 100만 원

준우승 70만 원

【개인전】

구 분 경기방식 시 상

개인전

가족전

•단체전 참가선수 포함

•챔피언(메달리스트)-최저타수 기록자

•우승 / 준우승 / 3위(뉴페리어 HD적용)

•동점자 발생 시 백카운터 방식 적용

•챔피언은 북코스 성적만 인정함

•챔피언(메달리스트)

•우승 / 준우승 / 3위(뉴페리어 HD)

•동점자 발생 시 백카운터 방식 적용

•우승 / 준우승 : 트로피
•챔피언(메달리스트) : 트로피
•3회 : 트로피
•니어 : 트로피(남, 북)
•롱기 : 트로피(남, 북)

•우승 / 준우승 : 트로피
•챔피언(메달리스트) : 트로피
•3회 : 트로피
•니어 : 트로피(북)
•롱기 : 트로피(북)

◆ 공통사항 : 행운권 추첨(다수 상품 시상-챔피언은 2회에 한함)   ◆ 중복 시상자는 차순위에게 양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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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도 사업보고

동창회관 건립기금

가. 2013년도 현재 기금 조성 누계액 : 1,554,475,504원

나. 2013년도 조성 실적

다. 동기회별 건립기금 분담금 납부내역

항 목 금 액(원) 비 고
전기 이월 1,367,365,342

분담금 30,000,000 14회 동기회(3천만 원)
19회 기능탑제전 찬조(1,000만 원)

회원 수입 찬조금 19,000,000
24회 모교방문 행사 찬조(500만 원)

2013골프대회(300만 원)
김병광(9회)(100만 원)

입회비 2,920,000    2014년 제45회 졸업생 입회비
회원 외 수입 이자수익 35,190,162    

소  계 87,110,162 
일반회계 전입 100,000,000

합 계 1,554,475,504

동기회 목 표(원) 납 부(원) 비 고 동기회 목 표(원) 납 부(원) 비 고
1회 15,000,000 15,000,000 완료 14회 50,000,000 50,000,000 완료
2회 15,000,000 15,000,000 완료 15회 50,000,000 50,000,000 완료
3회 15,000,000 15,000,000 완료 16회 50,000,000 50,000,000 완료
4회 15,000,000 11,300,000 17회 50,000,000 13,200,000
5회 15,000,000 15,000,000 완료 18회 - 20,000,000 찬조금
6회 15,000,000 10,000,000 19회 - 20,000,000 찬조금
7회 15,000,000 15,000,000 완료 20회 - 5,000,000 찬조금
8회 50,000,000 100,000,000 완료 21회 - 5,000,000 찬조금
9회 50,000,000 50,000,000 완료 22회 - - 찬조금
10회 50,000,000 50,000,000 완료 23회 - 5,000,000 찬조금
11회 50,000,000 50,000,000 완료 24회 - 5.000.000 찬조금
12회 50,000,000 50,000,000 완료
13회 50,000,000 50,000,000 완료 계 605,000,000 669,500,000

(2013. 12. 31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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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창회비 납부 추진사업 

가. 2013 수입 금액 : 229,852,657원

나. 2013 수입 내역 

① CMS : 1,697명(162,649,000원) 12월 기준 결제자 1,611명

② 휴대폰 소액결제 : 853명(59,240,657원) 12월 기준 결제자 687명

③ 평생회비 : 2명(400,000원)

④ 무통장입금 : 89명(5,063,000원) 일시납 1명(100,000명) 12월 기준 결제자 77명

⑤ 단체회비 : 르노삼성동문회(2,400,000원)

다. 동창회비 1만 구좌 캠페인 달성 내역 

※ 구좌 수는 2013년 12월 말 현재 납부자 기준이며, 납부 금액은 2012년 전체 모금액임.

기 수 목 표
CMS 휴대폰 무통장일시납 계

납부금액(원) 기 수 목 표
CMS휴대폰 무통장일시납 계

납부금액(원)

1회 55 19 9 (66) 10 104 1,199,000 23회 278 106 55 4 - 165 5,646,000 
2회 55 5 16 1 - 22 693,000 24회 278 26 27 - - 53 1,854,000 
3회 55 17 3 - - 20 762,000 25회 278 48 15 - - 63 2,070,000 
4회 55 52 2 - - 54 1,944,000 26회 49 32 4 - 85 2,952,000 
5회 138 116 45 - - 161 5,460,000 27회 23 27 - - 50 1,742,717 
6회 138 129 15 1 - 145 5,094,000 28회 10 11 1 - 22 807,000 
7회 138 130 17 1 - 148 4,776,000 29회 6 19 1 - 26 792,000 
8회 278 405 98 63 - 566 18,690,000 30회 13 15 - - 28 909,000 
9회 278 234 74 14 - 322 12,045,000 31회 3 10 2 - 15 492,000 
10회 833 572 371 13 20 976 33,559,000 32회 8 8 - - 16 522,000 
11회 555 324 120 13(66) - 523 16,394,000 33회 8 2 - - 10 357,000 
12회 555 353 142 21 - 516 16,763,000 34회 9 23 - - 32 1,155,000 
13회 555 191 70 11 - 272 10,101,000 35회 5 20 - - 25 828,000 
14회 555 168 63 23 - 254 8,445,000 36회 2 1 - - 3 165,000 
15회 555 193 104 2 - 299 10,022,940 37회 - 3 - - 3 18,000 
16회 555 271 142 8 - 421 14,082,000 38회 2 3 - - 5 174,000 
17회 555 502 53 13 - 568 20,733,000 39회 3 2 - - 5 171,000 
18회 278 108 60 42 - 210 6,031,000 40회 4 - - - 4 105,000 
19회 278 113 66 8 - 187 5,892,000 41회 - - - - 0 - 
20회 278 97 38 9 - 144 5,190,000 42회 2 - - - 2 39,000 
21회 278 100 38 1 - 139 4,725,000 43회 - - - - 0 - 
22회 278 69 45 7 - 121 4,053,000 합 계 10,000 4,495 1,864 263(132) 30 6,784 227,452,657

동창회비 납부현황(구좌) 동창회비 납부현황(구좌)

1,868

(2013. 12. 31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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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점사업

1. 동창회관 사업 시행

2013년 동창회관 건립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실질적으로 활동을 하고 있는 바, 적합한 건물 확보 시 즉시 매입을 시행함

2. 동창회 재정자립 시스템 지속적인 추진

① 자발적인 동창회비 납부를 통해 재정자립을 완성함   ② 동창회비 납부 동문 우대방안 수립 및 시행      

③ 동창회 홈페이지를 통한 실시간 납부(휴대폰, 계좌이체) 

2013년 납부현황 및 2014년 동기회별 목표

슬 로 건 미래를 준비하는 꿈이 있는 동창회

중점사업 ① 동창회관 사업 시행   ② 재정자립 시스템 완성
③ 효율적이고 내실있는 사무국 운영   ④ 동창회의 위상 및 역량 강화

계속사업 ① 동문장학재단 기금 증대   ② 동창회보 발행   ③ 지역·직장·기별 동문회 활성화
④ 기타 계속사업   ⑤ 열린 사무국 운영 

기 수 목 표
CMS 휴대폰 무통장일시납 계

납부금액(원) 기 수 목 표
CMS휴대폰 무통장일시납 계

납부금액(원)

1회 55 19 9 (66) 10 104 1,199,000 23회 278 106 55 4 - 165 5,646,000 
2회 55 5 16 1 - 22 693,000 24회 278 26 27 - - 53 1,854,000 
3회 55 17 3 - - 20 762,000 25회 278 48 15 - - 63 2,070,000 
4회 55 52 2 - - 54 1,944,000 26회 49 32 4 - 85 2,952,000 
5회 138 116 45 - - 161 5,460,000 27회 23 27 - - 50 1,742,717 
6회 138 129 15 1 - 145 5,094,000 28회 10 11 1 - 22 807,000 
7회 138 130 17 1 - 148 4,776,000 29회 6 19 1 - 26 792,000 
8회 278 405 98 63 - 566 18,690,000 30회 13 15 - - 28 909,000 
9회 278 234 74 14 - 322 12,045,000 31회 3 10 2 - 15 492,000 
10회 833 572 371 13 20 976 33,559,000 32회 8 8 - - 16 522,000 
11회 555 324 120 13(66) - 523 16,394,000 33회 8 2 - - 10 357,000 
12회 555 353 142 21 - 516 16,763,000 34회 9 23 - - 32 1,155,000 
13회 555 191 70 11 - 272 10,101,000 35회 5 20 - - 25 828,000 
14회 555 168 63 23 - 254 8,445,000 36회 2 1 - - 3 165,000 
15회 555 193 104 2 - 299 10,022,940 37회 - 3 - - 3 18,000 
16회 555 271 142 8 - 421 14,082,000 38회 2 3 - - 5 174,000 
17회 555 502 53 13 - 568 20,733,000 39회 3 2 - - 5 171,000 
18회 278 108 60 42 - 210 6,031,000 40회 4 - - - 4 105,000 
19회 278 113 66 8 - 187 5,892,000 41회 - - - - 0 - 
20회 278 97 38 9 - 144 5,190,000 42회 2 - - - 2 39,000 
21회 278 100 38 1 - 139 4,725,000 43회 - - - - 0 - 
22회 278 69 45 7 - 121 4,053,000 합 계 10,000 4,495 1,864 263(132) 30 6,784 227,452,657

동창회비 납부현황(구좌) 동창회비 납부현황(구좌)

1,8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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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동문장학재단 기금 증대
- 홈페이지 및 동창회보를 이용하여 기금 증대를 위한 홍
보 활동     

- 회장단의 홍보 활동에 의한 기금 증대

2. 동창회보 발행
- 동창회보 발행(봄호 4월, 가을호 10월) 총 24,000부 제작
- 보다 많은 동문들에게도 발송하기 위해 회보 디자인을
변경하여 시행  

3. 지역·직장·기별 동문회 활성화 및 
각종 동호회 활동 지원 
- 동기회 결성유도 : 미 결성된(27회 이하) 동기회 결성을
위한 행정적인 지원, 동기회 결성 시 동창회에서 회기
제작 전달

- 지역·직장동문회와 유대 강화 : 지역·직장동문회 및
동호회 행사 시 참여하고 행정 지원 

- 동문 행사 활성화
① 행사 홍보 지원
② 동호회 파악 : 전국적인 네트워크 구축
③ 2014 동창회장배 동문등산대회
•일시 : 2014년 4월 27일(일) 
•장소 : 울산 
•주최 : 국립부산기계공업고등학교 동창회
•주관 : 국립부산기계공업고등학교 동창회 
•후원 : 울산지역동문회 
④ 2014 동창회장배 동문골프대회
•일시 : 2014년 6월 16일(월)  
•장소 : 통도 파인이스트 컨트리크럽  
•주최 : 국립부산기계공업고등학교 동창회

•주관 : 국립부산기계공업고등학교 동창회
- 새로운 동문 발굴 : 전문 직종에 종사하는 동문을 파악
하여 동문 상호간 유대 강화

4. 기타 계속사업
- 모교 지원 사업

① 모교의 발전을 위한 각종 위원회 참석     
② 각종 행사지원(입학식, 졸업식, 개교기념일, 각종 대회 등)
③ 개교 50주년 기념사업 지원

- 제42차 기능탑제전 개최 
① 주최 : 국립부산기계공업고등학교 동창회  
② 주관 : 국립부산기계공업고등학교 제20회 동기회
③ 일시 : 2014년 10월 19일(일) 
④ 장소 : 모교 체육관 및 모교일원

- 졸업 20주년 모교 방문의 날 행사

주최 : 국립부산기계공업고등학교 제25회 동기회 
- 졸업 30주년 행사 

① 주최 : 국립부산기계공업고등학교 제15회 동기회  
② 일시 : 2014년 9월 20일(토)~21일(일)
③ 장소 : 팬스타 드림호 원나잇 크루즈 여행

- 졸업 40주년 행사
주최 : 국립부산기계공업고등학교 제5회 동기회  

- 동문 데이터베이스 관리 : 미등록 동문 소재 파악
- 동문장학회 지원, 육성
- KNN고교동문 골프최강전

5. 열린 사무국 운영
- 동창회 회원 행정 지원 서비스
- 사무국 업무 체계 정립
- 모교 각종 증명서 발급 요청 동문 대행 서비스

3. 효율적이고 내실 있는 사무국 운영

①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동문회원 관리 시스템 구축   ② 내실있고 안정적인 동창회 사무국 운영 

▶▶▶ 계속사업



동창회장단 동정

회장단 동정 날 짜 장 소

제41차 기능탑제전 발대식(19회 동기회) 3월 30일(토) 부산 파라곤호텔

제4차 확대회장단회의 4월 10일(수) 부산 파라곤호텔

창조설계센터 개관식 4월 17일(수) 모교

정문상징탑 MOU체결식 4월 17일(수) 모교

기능복지장학회 운영위원회 4월 23일(화) 모교

2013 동창회장배 동문등산대회 4월 28일(일) 충북 제천

재경지역동문회 체육대회 5월 4일(토) 수원과학대

제5차 회장단회의 5월 9일(목) 부산 파라곤호텔

동창회관 건립추진위원회 6월 10일(월) 부산 파라곤호텔

제6차 회장단회의 6월 12일(수)  부산 파라곤호텔

8회 동기회 가족체육대회 6월 16일(일) 울산 신정중학교

자문위원단 및 동기회장단 회의 6월 21일(금) 부산 파라곤호텔

창원동문회 전국 한마음 동문가족 체육대회 6월 23일(일) 창원 문성대학교

재울동문회 단합산행대회 6월 23일(일) 울산 무학산

동창회관건립추진위 현장답사 7월 3일(수) 부산

제7차 회장단회의 7월 10일(수) 부산 파라곤호텔

김해동문회 호프데이 7월 17일(수) 김해 K 웨딩홀

창원동문회 호프데이 9월 4일(수) 창원 하이페르상가

제8차 회장단회의 9월 11일(수) 부산 파라곤호텔

2013 자랑스런기공인상 선정 심의회의 9월 23일(월) 부산 파라곤호텔

제14회 졸업30주년 기념행사 9월 28일(토) 무주리조트 티롤호텔

제48회 전국기능경기대회 모교출전선수단 환영회 9월 29일(일) 춘천, 강릉, 태백, 원주

양산동문회 체육대회 10월 5일(토) 양산 수질정화 공원

제9차 회장단회의 10월 10일(목) 부산 파라곤호텔

제48차 기능축전 10월 18일(금) 모교

모교 정문 상징탑 건립 기공식 10월 19일(토) 모교

역사자료실 및 동문기업 홍보관 개관식 10월 19일(토) 모교

제24회 졸업20주년 모교방문의 날 10월 19일(토) 모교

제41차 기능탑제전 10월 20일(일) 모교

2013년 제33대 동창회

● 동창회장단 동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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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장단 동정 날 짜 장 소

2013 동창회장배 골프대회 10월 21일(월) 양산 통도파인이스트CC

대한항공동문회 가을행사 10월 26일(토) 김해 무척산 관광농원

26회 동기회 정기총회 11월 15일(금) 김해 대궐안집

제5회 기계과 동기회 정기총회 11월 16일(토) 부산 파라곤호텔

창립 대한항공 부기회 골프대회 11월 17일(일) 부산 해라CC

20회 동기회 호프데이 11월 22일(금) 부산 꼬꼬라이브호프

22회 동기회 하반기 모임 11월 22일(금) 부산 너른마당

4회 동기회 졸업40주년 기념행사 11월 23일(토) 부산 더파티 

10회 동기회 동기회장 취임식 및 정기총회 12월 7일(토) 부산 글로리콘도

12회 동기회 정기총회 12월 7일(토) 담양 관광호텔

제38차 임시총회 12월 11일(수) 부산 파라곤호텔 

제34대 동창회장, 감사 추천위원회 12월 11일(수) 부산 파라곤호텔

동문산악회 정기총회 및 송년회 12월 18일(수) 부산 해암부페

대한항공동문회 정기총회 12월 19일(목) 김해 연지가든

대우조선해양동문회 정기총회 12월 27일(금) 거제 대명콘도

17회 동기회 송년회 12월 28일(토) 김해 가야웨딩홀부페

동문장학회 장학금 수여식 12월 30일(월) 부산 플라밍고 호텔

2013년 제33대 동창회2013년 제33대 동창회

회장단 동정 날 짜 장 소

제38차 정기총회 및 동창회장 이·취임식 1월 18일(토) 부산 파라곤호텔

제1차 회장단회의 2월 10일(월) 부산 파라곤호텔

제45회 졸업식 2월 12일(수) 모교

제48회 입학식 3월 3일(월) 모교

동창회장배 동문등산대회 사전회의(1차) 3월 6일(목) 부산, 전포 양곱창

모교 신입생 대상 동창회장 특강 3월 14일(금) 모교

모교 패밀리데이 3월 28일(금) 모교

2013년 제33대 동창회2014년 제34대 동창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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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창회장단 소식

24 국립부산기계공업고등학교 동창회보 제34호

[제33대 동창회]

제41차 기능탑제전 추진 발대식

2013년 3월 30일(토) 파라곤호텔
그랑프리홀에서 19회 동기회가 주
관하는 ‘제41차 기능탑제전’ 추진
발대식이 열렸다. 19회 동기회 황
인섭 회장의 경과보고를 시작으로

‘인류평화를 위하여!’ 란 슬로건
으로 진행된 행사는 33대 유영욱
동창회장의 인사와 추진위원단 소
개 및 기념 촬영으로 마무리되었
다. 기능탑제전은 동창회 선배들
의 전통을 이어받아 19회 동기회
들의 단합된 마음으로 다양한 행
사와 볼거리를 제공하고자 알차게
준비되고 있다.

제4차 확대회장단 회의

2013년 4월 10일(수) 부산 파라곤
호텔에서 동창회장단 34명이 참석
한 가운데 확대회장단 회의가 열
렸다. 2013 동창회장배 동문등산
대회의 세부실행 계획과 모교정문
상징탑 건립, 산학협력실 부스 증
설에 대한 안건 등을 상정한 가운
데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동문 전

체의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반영
토록 하는데 의견을 같이 했다.

모교 창조설계센터 개관식

2013년 4월 17일(수) 모교에서 창
의적 인재육성의 전당인 창조설계
센터 개관식이 열렸다. ‘꿈의 광장
(GOD)’을 애칭으로 사용하는 ‘창
조설계센터’는 무학년 무전공의
광장으로써 필요한 학생들이 언제
나 활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3년간

‘프로젝트 디자인 실습’을 통한 문
제해결능력을 갖춘 기술인으로 성
장할 수 있도록 하는 인재육성의
전당이다. 이날 모교의 내·외빈
과 33대 유영욱 동창회장, 김태영
수석부회장을 비롯한 많은 동기회
임원들이 참석하여 축하하였다.

모교 정문상징탑 MOU 체결식

2013년 4월 17일(수) 모교 역사자
료실에서 모교의 정문에 설치될
상징탑 건립을 위한 동창회와 모
교간의 MOU 체결식이 진행 되었
다. 세계적인 마이스터 육성 의지
를 표출하는 새로운 상징탑 건립

요구를 받아들여 모교의 상징물로
세계 최고의 명품 마이스터고로
인지도를 높이기 위한 이번 건립
사업에 많은 동기회 동문들이 힘
을 합쳐 뜻을 같이 했다. 모교의 관
계자와 33대 유영욱 동창회장과
김태영 수석부회장, 그리고 동창
회장단이 함께 참여해 모교를 위
한 동창회의 아낌없는 사랑을 확
인하는 계기가 되었다.

기능복지장학회 운영위원회의

2013년 4월 23일(화) 모교 행정
관 회의실에서 33대 유영욱 동창
회장과 김태영 수석부회장, 사무
총괄부회장이 참석한 가운데 기능
복지장학회의 운영위원회의가 열
렸다.

조성한 자문위원 명사특강

2013년 4월 26일(금) 본교 1학년
신입생을 대상으로 진행되는 금요
일 명사특강에 31대 동창회장을
역임한 조성한 자문위원이 초대되
었다. 

2013동창회장배 동문등산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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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창회가 주최하고 동문 산악회가
주관하며 관서지역동문회가 후원
한 2013년 동창회장배 동문등산
대회가 4월 28일(일) 오전 10시부
터 충북 제천 용두산에서 개최되
었다. 전국 각지에서 약 1,000여
명의 동문과 가족이 참석한 가운
데 성황리에 개최되어 자랑스러운
부산기계공고 동문으로서의 화합
과 동문 사랑을 확인하는 자리가
되었다.

재경지역동문회 체육대회

2013년 5월 4일(토) 33대 유영욱
동창회장, 김태영 수석부회장, 전
천석 동문산악회장 등은 재경지역
동문회 체육대회에 참석하여 축하
해주었다.

제5차 회장단 회의

2013년 5월 9일(수) 부산 파라곤
호텔에서 33대 유영욱 동창회장과
동창회장단 임원들이 참석한 가운
데 제5차 회장단 회의가 열렸다.
이날 회의는 2013 동창회장배 동
문등산대회의 결과 보고와 동창회
관 건립 설문조사 등의 안건으로
진행되었으며, 모교정문 상징탑의
기별 모금액 등을 어떻게 정할 것
인지에 대한 안건이 논의되었다.

동창회관 건립 추진위원회의

2013년 6월 10일(월) 부산 파라곤
호텔 토파즈홀에서 동창회 자립도
를 높이기 위한 동창회관 건립 추
진위원단 회의가 열렸다.

제6차 회장단 회의

33대 동창회 제6차 회장단 회의가

2013년 6월 12일(수) 부산 파라곤
호텔에서 열렸다. 모교 상징탑 건
립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 보고와
동창회관 건립 실행방안 및 동창
회칙 개정안을 상정하여 진행되었
다. 기타토의로 모교 산학협력실
부스설치 협조 당부와 더불어 7월
회장단 야유회 개최에 대한 의견
을 수렴하는 자리를 가졌다.

자문위원단 및 동기회장단 회의

부산 파라곤 호텔에서 2013년 6월
21일(금) 자문위원단과 감사, 그리
고 1회~10회 동기회장단과 33대
동창회장단이 참석한 가운데 동창
회관 건립 사업과 모교 상징탑 관
련한 현안 사안에 대한 심의를 하
는 자리를 가졌다.

동창회관 물건 현장답사

동창회관건립추진위원회(위원장
33대 동창회 김태영 수석부회장)
는 이찬희 회관담당부회장, 5회 김
일 대표, 박노식 사무총괄 부회장
등 추진위원들이 7월 3일(수) 동창
회관 건립을 위한 현장답사를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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했다. 이날 관련 물건 5군데를 돌
아보고 다음 회의 때 상정토록 하
여 빠른 사업 추진을 위해 노력하
기로 하였다.

제7차 회장단회의

2013년 7월 10일(수) 33대 동창회
7차 회장단회의가 열렸다. 이날 상
정 안건은 2013년도 자랑스런 기
공인상 선정의 안건과 동창회관
건립추진위원회 진행사항 보고 등
의 기타토의로 진행되었다.

33대 동창회 김태영 수석부회장
모교 명사특강

2013년 9월 13일(금) 모교 해송홀
에서 33대 동창회 김태영 수석부
회장은 명사특강을 통해 어린 시
절 불우했던 환경을 딛고 일어서
성공하기까지의 과정과 어려움 속
에서도 사회봉사를 실천하신 부친
에 대한 존경심을 깨닫고 이를 실
천하고자 다짐하게 된 계기에 대
한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또한, 한
창 꿈을 키워나가는 후배들에게
다른 사람의 고통을 이해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 유
익한 사람이 되라는 주제로 강연
을 하였다.

제8차 회장단 회의

2013년 9월 11일(수) 제8차 회장
단 회의에는 동창회장단과 동기회
장단, 지역동문회 임원 38명이 참
석한 가운데 동창회의 중요한 현
안에 대한 열띤 논의 시간을 가졌
다. 모교 정문 상징탑 건립 경과보
고와 2013년도 자랑스런 기공인
상 추천 보고, 모교 전국기능경기
대회 출전 보고, 모교 역사자료실
개관 및 동문 기업 홍보관 개관식
등의 안건으로 진행되었고, 졸업
30주년 행사, 졸업 20주년 모교
방문의 날과 같은 9월과 10월의 동
창회 주요 행사를 후원하는 각 동
기회 대표들의 행사진행 상황보고
와 일정보고가 이어졌다.

2013 자랑스런 기공인상 선정 
심의회의

2013년 11회째를 맞는 자랑스런
기공인상 선정을 위한 심의회의가

9월 23일(월) 부산 파라곤호텔에
서 열렸다. 동창회와 산업발전 그
리고 사회에 기여한 동문을 찾아
격려함으로써 동문으로서의 자긍
심을 높이자는 취지를 가진 이 상
은 기술부문과 사회부문으로 나누
어 선정하고, 소속 동기회장의 추
천을 받아 후보를 선정한다. 이번
심의회의에는 김태영 심사위원장
을 비롯한 당연직위원들과 임명직
위원들의 엄격한 심사를 거쳐 기
술부문에 김영구(9회, 배관 / 한라
IMS(주)대표이사) 동문, 사회부문
에 노만기(12회, 기계 / (주)에이피
대표이사) 동문이 각각 선정되었
다. 시상식은 제41차 기능탑제전
에 이루어졌다.

제41차 기능탑제전 {부기 樂 페스티벌}
부산기공인 동문문화축제의장

2013년 10월 20일(일) 오전 10시
부터 오후 4시까지 모교 일원에
서 19회 동기회 주관으로 열린 기
능탑제전이 지역·직장별 족구대
회, 모교 및 동창회관 건립기금
전달, 장학재단 장학금 전달, 자
랑스런 기공인상 시상 등 다채로
운 행사로 펼쳐졌다. 이 행사는
동문간의 자부심과 애교심 고취,
화합을 목적으로 매년 개최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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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동창회장배 동문골프대회

2013 동창회장배 동문골프대회(대
회장 윤학현 2회)가 10월 21일(월)
오전 6시 30분부터 양산 통도 파
인이스트 CC에서 동문 및 가족 약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되
었다. 동문 건강과 화합을 다지는
이 대회의 수상자는 다음과 같다. 
동문개인전 : 우승 이용재(12회)

동문가족전 : 우승 이순희(12회 김연성 가족)

부기회 대항전 : 우승 부산부기회

기별 대항전 : 우승 9회 동기회

졸업20주년 모교방문의 날 

제24회 동기회가 졸업 20주년 기
념 모교 방문의 날 행사를 2013년
10월 19일(토) 오후 5시 모교 해송
문화홀에서 은사님을 모시고 동기
와 가족이 참석한 가운데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14회 동기회 졸업30주년 기념

2013년 9월 28일(토)~29일(일)
14회 동기회(추진위원장 윤재학)
가 졸업 30주년 행사를 모교 은사
님과 동기 및 가족들과 함께 무주
덕유산 리조트에서 개최하였다.
이 행사에 앞서 지부별로 덕유산
등반대회와 가족 친선 골프대회를
실시하고 동기간 화합과 친교를
다지는 시간을 가졌다. 

[제34대 동창회]

제38차 정기총회 및 동창회장
이·취임식

제38차 정기총회 및 동창회장 이·
취임식이 2014년 1월 18일(토) 오
후 6시부터 모교 교감 선생님을 비
롯하여 동창회 자문위원, 동기회
및 산하동문회 회장단 및 동문 약
1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부산 파
라곤 호텔에서 개최되었다. 유영욱
33대 동창회장은 이임사를 통해 동
문 여러분의 관심과 협조로 모교 상
징탑 건립을 완성한 데 대해 감사를
표했다. 이어 제34대 김태영 동창
회장은 동창회 재정자립의 기틀을
마련한 31대 조성한 동창회장과 이
에 협조해 준 모든 동문들께 감사
드리며 이를 바탕으로 보다 안정적
인 동창회 운영과 봉사를 실천하는
동창회를 만들겠다고 다짐하였다.  

34대 

동창회 선임부회장단 회의

2014년 1월 17일(금) 34대 동창회
전반적인 운영을 위한 동창회 선
임부회장단 회의가 동창회사무국
에서 동창회장을 비롯하여 선임부
회장이 참석한 가운데 있었다.

34대 동창회 제1차 회장단 회의

제1차 회장단회가 2014년 2월 17
일(금) 오후 7시 부산 파라곤호텔
에서 동창회장단 35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되었다. 이 자리에서
김태영 동창회장은 신임 동창회장
단을 소개하고 동창회 시행세칙
제정 및 개정, 동창회비 납부 증대
방안에 대한 논의를 하였다. 아울
러 금년부터 동창회 재정자립을
기반으로 동문들의 한마당 축제인
기능탑제전, 등산대회, 골프대회
를 동창회에서 직접 주관하여 행
사를 개최하기로 하였다. 이에 올
해 중점사업의 일환인 동창회의
위상 및 역량 강화를 위해 본연의
임무에 충실하고자 동창회 회장단
조직을 확대 개편하면서 동문산악
회 임원들과 각 동기회 골프회장
들이 동창회장단의 조직으로, 등
산부와 골프부로 개편되어 조직화
하게 되었음을 알리고 협조를 당
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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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회 동기회 단합대회

동창회장단으로 활동 중인 11회 동
기와 11회 동기회장단(동기회장
정삼모, 총무 배정로)은 2013년 3
월 16일(토)~17일(일) 제천 용두산
동창회장배 등산대회 개최지 현지
답사 및 11회 단합대회를 겸한 행
사를 서울 목포 대전 동해 등지에
서 31명의 친구들이 모여서 즐거
운 시간을 보냈다.

11회 동기회 단합 골프대회

2013년 6월 6일(목) 울산 컨트리
클럽에서 11회 동기회 단합 골프대
회가 있었다. 

8회 동기회 전국 가족체육대회

2013년 6월 16일(일) 울산 신정중
학교 체육관에서 8회 동기회 전국

가족체육대회가 개최되었다. 울산
의 8회 동기들이 준비한 이 행사를
통해 전국에 흩어져 있는 동기들
이 오랜만에 모여 뜻 깊은 자리가
되었다.

22회 동기회 금정산성 등반대회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22회
동기회가 2013년 6월 16일(일) 금
정산성 등반대회를 개최했다. 반
가운 친구들이 함께 모여 상호간
우의증진과 친목을 도모하였다.

24회 동기회 홈커밍데이 추진
위원단 발대식 및 가족체육대회

2013년 5월 26일(일) 모교 강당에
서는 24회 동기회 주관 졸업 20주
년 행사를 앞두고 추진위원단 발
대식과 더불어 24회 동기회 가족
체육대회가 개최되었다.

24회 동기회 가족 여름 휴가 

24회 동기회가 여름 휴가 모임을 가
졌다. 동기들과 가족들의 열정적인
참여와 관심으로 가진 이번 행사는
재미있는 진행으로 어른, 아이 할 것
없이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12회 동기회 모교-패밀리 하계수련회

12회 동기와 모교-패밀리 하계수
련회가 2013년 8월 31일(토) 원동
배내골 솔밭휴양림에서 학생 47명,
교사 10명, 12회 동기 9명 등 모두
66명이 참가한 가운데 개최되었
다. 모교패밀리제도에 대한 이해와

● 동기회 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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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회 동기 회장배 골프대회 |
2013년 8월 24(토)~25(일) 경주
신라 CC에서 개최하였고 이날
성적을 바탕으로 10월 동창회장
배 동문골프대회 8회 동기 대표
선수로 선발하기로 하였다.

| 8회 동기회 정기총회 |
8회 동기회(회장 김중곤) 총회 및
회장 이·취임식을 2014년 2월
27일(목) 저녁 7시 부산 파라곤호
텔 사파이어홀에서 개최하였다.



News

12회 졸업생과 모교 후배들과의 뜻
깊은 만남의 행사를 가지며 멘토-
멘티 관계를 새로이 정립하고 향후
계속적인 후원을 약속했다. 

중부지역 칠우회 8월 모임

서울 당산동 그랜드컨벤션센터에
서 중부, 부산, 대구, 진주 지역의
약 40여 명의 7회 동문이 모여 그
간의 근황을 전하고, 아울러 박영
수 동기 장남의 결혼을 축하하는
자리도 함께 가졌다. 

9회 동기회 제2회 동기회장배 골프대회

2013년 8월 23일(금)~24일(토)
경남 창녕군 힐마루CC에서 9회
동기 및 가족들이 참여한 제2회 동
기회장배 골프대회가 개최되었다
(동기회장 고석재, 수석부회장 황병득).

재경 2회 동기회 송년회

재경 2회 송년회가 2013년 11월
22일(금) 서울  화평동 왕갈비 횟집
에서 조촐하게 치루어졌다. 멀리
서산에서까지 송년회를 위해 방문
한 동기와 오붓한 시간을 보냈다. 

4회 동기회 졸업 40주년 행사

4회 동기회(회장 최광재)는 2013년
11월 23일(토) 오후 6시 부산 연산
동 더파티에서 은사님과 내빈을 모
시고 뜻 깊은 졸업 40주년 기념식
을 개최하였다. 재학시절 추억의
사진과 다양한 취미생활에 관한 사
진들로 영상물을 만들어 상영하면
서 학창시절로 돌아가 즐거운 시간
을 가졌다. 이에 앞서 20일에는 졸
업 40주년을 기념하여 동기들의 건
강과 모교의 발전을 담아 기념식수
동산에 소나무를 심기도 하였다. 
4회 동기회 카페
http://cafe.naver.com/bugi4

재경 14회 동기회 2013년 송년 행사

재경 14회 동기회(회장, 신태용)는
2013년 11월 5일(화) 광명 명가오
리에서 동기 상호간의 우정과 친
교를 다지는 2013년 송년행사를
개최하고, 20여 명의 동기들이 함
께 하였다. 신태용 회장과 윤재학
위원장은 지난 9월 28일 무주에서

‘지나온 30년 우정, 손잡고 30년
미래로!’라는 슬로건 아래, 성공적
으로 가졌던 졸업 30주년 기념행
사에 협조와 배려를 아끼지 않은
추진위 및 동기 여러분께 감사를
피력하였다. 지난 1년을 결산하
고 차기 회장에 양흔목, 총무 강성
준 동기를 추대 선출하였다.

15회 동기회 정기총회

올해 졸업 30주년을 맞이하는 15
회 동기회(회장 최임근)는 2014년
2월 22일(토) 김해 뷔페아일랜드
에서 정기총회를 갖고 새 출발을
알리며 각 지역별 동기회의 단합
을 다짐하는 자리를 가졌다.

15산악회 제주도 등반대회

15산악회(회장, 최병안)는 지난 3월
8일~9일 한라산 등반을 실시하였
다. 회원 25명이 참석하여 눈 덮인
한라산의 멋진 설경도 구경하고 회
원 간 친목도모와 단합된 모습을 보
여 주었다. 첫날 등반대회와 둘째날
관광시간 내내 날씨가 좋아 즐겁고
행복한 시간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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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동기회 졸업 30주년 행사 안내 |
15동기회(회장, 최임근)가 올해 졸
업 30주년이 되는 해이다. 기존의
틀을 벗어나 지난 2월 정기총회에
서 의결한 대로 ‘원나잇 크루즈 투
어’를 하기로 했다. 일정은 9월 20
일~21일 1박 2일 일정으로 팬스타
사의 드림호를 전세 내 행사를 하
기로 하고 계약을 완료한 상태이며
행사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지역동문회 소식

대전·충청 동문회 춘계 가족 한마당

대전·충청 동문회(회장 9회 신세
용)는 2013년 5월 4일(토) 동문 회
사에서 운영하는 체육관에서 춘계
가족 한마당을 열고 탁구, 배드민
턴 경기와 다양한 이벤트로 즐거
운 시간을 가졌다. 

대구동문회 동문가족 한마음 체육대회

대구동문회(회장 9회 김광석)는
2013년 5월 2일(목) 대구 장애인
복지회관에서 동문가족 80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한마음 체육대회를
열고 족구와 피구, 풍선 터트리기
등 다양하고 재미있는 행사 진행
으로 동문 모두가 즐거운 한때를
보냈다.

대구동문회 정기총회 및 송년의 밤 행사

2013년 12월 18일(수) 대구동문회
정기총회가 3회부터 37회까지 약
7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
에 개최되었다.

부산동문회 단체 야구관람

부산동문회(회장 16회 박학제) 회
원 및 가족들은 2013년 5월 29일
(수) 부산 사직구장에서 롯데 경기
를 관람하는 시간을 가졌다. 매년
갖는 모임을 통해 생활의 충전과
활력소가 되는 좋은 행사였다. 

울산총동문회 단합산행대회

2013년 6월 23일(일) 울산총동문회

(회장 10회 배재록)의 6월 정기 단
합 산행대회가 범서읍 무학산에서
행해졌다. 비가 오는 중에도 120여
명의 선후배 동문 가족들의 적극적
인 후원과 참여로 성황리에 큰 사
고 없이 잘 마무리 되었다.

울산 시내분회
재울 동문회 산하 시내분회(분회
장 6회 정홍석) 정기총회 및 명사
초빙 특강이 9월 5일(목) 울산 남
구청 앞 첼리스에서 열렸다. 3년
전부터 동문회 활동에 두각을 나
타내기 시작한 시내분회의 정기
총회가 많은 기대를 모았고 그에
부응하여 특별 시간으로 졸업장
이 19개, 대학교 교수이자 제일공
업사 전무, 국악을 비롯한 전통악
기 다루기 전문가, 학춤을 비롯한
춤에 대한 최고 경지 등 화려한 이
력으로 평생을 학습으로 살아가
고 있는 6회 류경렬 동문의 열강
으로 참석한 동문들의 갈채를 받
았다. 이 자리에서 류 동문은 찬조
로 들어 온 돈을 재울 총동문 불우
이웃돕기 행사로 추진해 줄 것을
제안하며 기탁했고, 울산동문회
에서는 조만간 안을 만들어 전체
동문이 참여하는 기금모금 및 불
우이웃 돕기 행사를 열 것을 검토
하기로 했다.

● 지역동문회 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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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동문회 2013 가을야유회 |
일시 : 10월 13일(일) 09:00 
장소 : 7회 김대겸동문 전원주택
(영천 은혜사 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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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동문회 재울 동문 추계 산행

2013년 11월 10일(일) 오전 9시부
터 울산대공원 솔마루길에서 재울
동문회는 울산지역 연합분회 동문
상호간의 우의증진과 친목도모를
위한 추계 산행 행사를 동문 및 가
족과 함께 개최하였다. 울산 지역
동문들의 우의를 바탕으로 선후배
간 화합과 결속력을 다지며, 각 지
역 분회와의 유대강화 및 재울 부
산기공 동문회 발전을 위하여 추
진한 이 행사에 많은 동문 가족이
참석하여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창원동문회 전국 한마음 동문가족체육대회

창원동문회(회장 13회 김병수)는
2013년 6월 23일(일) 창원문성대
학교 체육관에서 한마음가족체육
대회를 열었다. 성실, 근면, 정확,
검소 등 4개 팀으로 구성하여 족구,

배구 등 다채로운 경기가 이어졌
고, 참가한 동문들은 한마음으로
화합하고 단합하여 알차고 풍성한
행사로 의미있는 시간을 보냈다.

창원동문회 정기총회

창원동문회 정기총회 및 송년의
밤 행사가 2013년 12월 11일(수)
오후 6시 30분부터 창원 인터내셔
널 호텔에서 많은 동문이 참석한
가운데 한 해의 마무리와 1년간의
여정을 되돌아보며 동문님들과의
화합과 단합의 시간을 가졌다.

강원연합동문회 동해모임

2년마다 개최하는 강원연합동문
회 동해모임 행사가 2013년 6월
29일(토)~30일(일) 1박 2일간 동
해 망상리조트에서 개최되었다.
동해, 삼척 동문회장(11회 홍석남)
과 총무(15회 김선도)의 진행으로
시작된 행사는 공식 연설과 공로
상 시상식 등 다양한 행사로 꾸며
졌으며, 모처럼의 행사를 통해 동
문과 가족 모두 즐거운 시간을 보
냈다.

김해동문회 호프데이 

김해동문회의 ‘제4회 함께하는 동
문호프데이’가 2013년 7월 16일
(화) 김해시 내동 K.웨딩홀에서 열
렸다. 노용만 김해지역동문 회장이
주최한 이 날 자리는 많은 동문들의
참여로 성황리에 행사를 마칠 수 있
었다. 행사 수익금 전액은 김해시의
불후한 이웃을 돕는데 쓰이고 있다.

김해동문회 불우동문돕기와 
김해시민 돕기 행사

김해동문회는 불우동문돕기 및 지
역동문회 활성화를 위해 매년 동문
호프데이를 개최하고 있다. 올해도
제4회 호프데이 행사를 하고 성금
1,000여만 원이 모금 되었다. 김해
시장 김맹곤, 김해동문회장 노용
만, 부회장 박영흠, 사무국장 최무
인, 조직,재무부위원장 설언동, 기
획, 홍보부위원장 노병락 동문이
참석한 가운데 이 중 800만 원은
김해지역동문 중 사정이 어려운 동
문돕기 및 동문화합 행사비로, 200
만 원은 김해시에 기부하여 어려운
김해시민 돕기에 성금을 기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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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서동문회 하계야유회

2013년 7월 20일(토)~21일(일), 제
천 명암 태영 민박에서 관서동문회
(회장 11회 김창호) 하계야유회가
개최되었다. 아름다운 제천 지역의
풍경과 더불어 참여한 동문들 간의
정을 느낄 수 있도록 재미있는 행사
진행으로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재경동문회 시산제

재경동문산악회(회장,허대유)는
삼성산따라 물따라 재경동문 산악
인들의 안전산행과 즐거운 산행을
기원하는 시산제를 2014년 3월 9
일(일) 삼성산 정상에서 거행하고
2차 뒤풀이 행사를 60여 명의 동
문 및 가족이 함께 안양 유원지내
에서 가졌다.   

재경동문회 정기총회

재경동문회는 2014년 2월 21(금)
오후 6시30분 공군회관에서 ‘참여
하는열정! 하나되는 동문애’란 슬
로건 아래 동문 상호간의 우정과
친교를 다지는 2014년 신년 정기
총회 및 동문의 밤 행사를 14회 박
광렬 사무국장의 진행으로 150명
의 동문 및 가족들과 함께 하였다.
박주석(8회) 회장은 지난 1년간 이
끌어 온 재경동문행사를 회고하면
서 동문 사랑과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 공동체에 대한 사랑을 승화
시켜 자랑스러운 동문회의 이정표
를 세우는데 도움을 아끼지 않은
동문들께 감사를 피력하고 1년의
재임 기간 동안 물심양면으로재경
동문회에 발전적 협조를 아끼지
않은 동문을 선정 감사패와 우수
지부 패를 전달 격려하였다. 또한
동문 가족사랑 실천의 일환으로 5
명의 동문 자녀 장학생을 선발하
여 장학금을 수여하였다. 
1) 13회 고문환 동문 자녀(고민재

배재대 1학년 중국학과)
2) 14회 김동삼 동문 자녀(김다은

경인여대 1학년 간호과)
3) 15회 이원우 동문 자녀(이소정

상지대 1학년 경영학과)
4) 16회 송석우 동문 자녀(송정재 부

산대 2학년 바이오에너지 공학과)
5) 17회 양재규 동문 자녀(양현우

군서고 1학년)를 선정 장학금을
수여하였다.

이어, 이성순(9회) 신임회장은 취
임사를 통하여 자랑스러운 재경동
문회장의 책임을 다 할 것을 다짐
하며 차기년도 중점사업으로 재경
산하 지부 또는 동우회(취미별, 동
문사업 업종별) 활성화로 동문 상
호간의 정보 교류 학대로 신뢰감
구축하고 ‘희망찬 내일 행복한 재
경동문회’를 함께 만들어 가자고
취임 소견을 피력하였다. 

재경동문회 2013년 한마음 체육대회 

재경동문회(회장 8회 박주석)는
2013년 5월 4일 ‘2013 재경동문
한마음축제’행사를 수원지부(10회
김문학 지부장) 주관으로 수원과학
대 잔디구장에서 250여 명의 동문
과 가족들이 함께 하였다. 박주석
회장은 참석한 동문과 가족에게 깊
은 감사를 피력하고 모교 졸업 40
돌(회갑)을 기념하여 재경 거주 4
회 선배님께 기념선물을 전달하였
다. 유영욱 동창회장과 회장단 일
행 및 국회의원 12회 김경협 동문
이 참석하여 자리를 빛내주었고, 8
회 이진복 국회의원이 바쁜 의정활
동으로 축전으로 대신하였다.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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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s

우승은 안산지부(9회 최성옥 지부
장), 준우승은 인천지부(12회 오세
욱 지부장)가 수상했다.  

  
중국동문회 송년 행사

2013년 12월 14일(금) 중국총동문

회 2지부 북경.천진 동문회에서 동
문과 가족들을 위한 성대한 송년
행사를 치루었다. 중국총동문회의
지역동문회중 가장 동문과 가족간
의 친목과 단합이 가장 잘되는 지
부인 만큼 많은 동문이 참석하여
즐거운 시간을 가졌다. 

제5회 중국총동문회장배 골프대회

중국총동문회(회장 9회 빈지욱)
제5회 중국총동문회장배 골프대
회가 2013년 6월 15일 상하이동문
회 주관으로 개최되었다. 각 지역

동문회에서 많은 성원과 후원을 해
주었고, 뜻있는 동문들의 찬조금
과 참조품의 후원 및 행사를 주관
한 1지부 동문회의 노력으로 성대
하고 풍성한 행사가 되었다. 내년
제6회 골프대회는 5지부 산동성동
문회 주관으로 개최 예정이다.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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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문 여러분의 사업과 하시는 일을 동창회보 광고로 많이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동창회보 10,000부, 년 2회 발행합니다.(문의 : 동창회사무국 051)742-6746, 0093)

동창회보 광고 조견표

광고 지면 1회 광고 연간 광고(2회/년)
표4(뒷표지) 3,000,000 2,500,000

표3 1,500,000 2,000,000
표2 전면 1,500,000 2,000,000
내지 전면 1,000,000 1,500,000
내지 1/2 500,000 800,000
내지 1/4 250,000 500,000
내지 돌출 100,000 200,000 

※ 세금계산서 발행 가능

(단위 :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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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동문회 소식

대한항공 추계 가족 동문 행사

대한항공 동문회(회장 19회 최창
현)는 2013년 10월 26일(토) 오전
10시부터 김해 생림면 무척산 관
광예술원에서 동문가족 모임을 가
지고 둘레길 산책, 단감 따기, 인
절미 만들기, 가족 액자 만들기 등
다채로운 행사를 즐겼다. 이 행사
는 직장 내 19기 동문 주관으로 개
최하였다. 반복되는 일상에 지친
몸과 마음을 동문 가족과의 만남
을 통해 삶의 긴장도 풀고 동문 간
화합도 다지는 뜻깊은 시간을 가
졌다.

대한항공동문회 연말총회

2013년 12월 19일(목) 김해 연지
가든에서 연말총회를 개최하였다. 

현대중공업 동문회 
모교 교장 일행 방문

이중순 교장 일행이 2013년 3월

28일(목) 현대중공업을 방문하여
현대중공업에서 지급하는 학교발
전기금 1천만 원을 수여받았다. 이
자리에 동문회 임원들과 조우를
했다. 회사의 발전에 기여한 공로
가 큰 학교를 대상으로 회사에서
지급하는 학교발전기금에 올해는
모교와 신라공고, 나주공고가 수
상의 영예를 안았다. 모교의 경우
모교 출신 동문들의 기능올림픽대
회 입상이 두드려졌고, 특히 런던
세계 기능올림픽 대회에 금메달을
딴 동문의 기여도가 선정에 큰 역
할을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현
대호텔에서 동문들과 만난 자리에
는 배재록 재울 총동문회 회장과
박순길(15회) 전전분회장, 엔진 총
무 11회 유민기, 전전 총무 23회와
기술교육원에 재직하는 동문 3명
등이 참석하여 학교와의 공동관심
사에 대해 담소를 나누었다.

12회 골프모임 낙동회 하계 나들이

경남 함양 물레방아골에서 12회
골프모임 낙동회(회장 김무룡) 하계
나들이 모임을 가졌다.

BOSS 1988 창립총회

2013년 6월 14일(금) 19회 동기회
골프모임 BOSS 1988 창립총회가
통도파인이스트CC에서 열렸다.

천안아산 부기회 2분기 정기모임 

천안아산부기회는 2013년 7월
18일(목) 2분기 정기모임을 가졌
다. 선후배들 간의 즐거운 담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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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가고 정현진 총무의 진행으로
하현태 총무의 회비납부 독려와
함께 모임에 처음 온 회원들의 자
기소개가 이어졌으며, 꾸준한 모
임 참여를 바라며 부기회 회장의
건배 제의로 잘 마무리 하였다.

12회 열둘산악회 김해 굴암산 산행

2013년 7월 21일(일) 열둘산악회의
김해 굴암산 산행이 있었다. 부산·
김해·창원 동기들이 주로 모였으
며, 진주 동기들 또한 참석하여 가족
포함 약 40여 명이 이른 무더위가
찾아온 날씨에도 햇빛을 가려주는
구름과 불어오는 시원한 바람 덕분
에 무리 없이 등산을 마칠 수 있었
다. 뒤풀이로 장유계곡에서 김해 동
기들이 준비한 옻닭으로 영양보충
도 하면서 산행을 잘 마무리 하였다.

2013 포항부기회 단합 라운딩

2013년 8월 16일(금) 오전 8시 강
구 오션뷰CC에서 포항부기회의
단합 라운딩이 열렸다. 4개팀 16
명이 참여했으며 회장, 부회장의
시타로 경기가 시작되었다. 이날

경기의 공로상은 10회 이귀종 동문
이, 우승은 19회 이종주 동문이 수
상했으며 14회 조기태 동문은 홀인
원을 기록하는 영광을 안았다.

포항부기회

포항부기회는  필드에서의 동문애
를 다지고 침체되어 있는 동문회
를 다시 끌어 올리고자 정기적으
로 라운딩을 하고 있다.
회장: 정옥윤(10회)   
총무: 안승배(17회)

12회 열둘산악회 등반대회

12회 열둘산악회는 2013년 8월 18
일(일) 창원 비음산 일원에서 30여
명의 동기들이 참가한 등반대회를
통해 몸과 마음이 건강한 하루를
보냈고, 산행 후 마산 창원 동기들

의 하산주와 전어회로 즐거운 마
무리를 하였다. 

창원부기회

창원부기회는 창원 미미일식에서
회원들과 송년회 자리를 마련하고
건강과 화합을 다짐하는 시간을
가졌다.

창원동문산악회

창원동문산악회는 2013년 3월 무
학산 정기산행 및 시산제를 가졌다.

일공회 

일공회(회장 김용환) 회원 18명은
발리오스 CC에서 2014년 3월 6일
(목) 라운딩을 통해 건강과 화합을
다지는 시간을 가졌다. 
정기 모임 : 매월 첫째주 목요일, 발리오스 C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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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회 동기회장배 친선골프대회
- 5월 24일(토) 11시(장소 : 진주CC)

김해동문회
- 4월 27일(일) : 총동문회 산악 등반대회 행사 참가
(장소 : 울산 무룡산)

- 7월 중 : 동문호프데이(장소 : 김해)

- 10월 중 : 가족동반 체육대회 행사(장소 : 김해)

대구동문회
- 춘계산행(※ 총동문 산악회 행사 참여 후 뒷풀이)

•일자 : 4월 27일(일) •장소 : 울산

- 한마음 대축제
•일자 : 6월 1일(일) •장소 : 미정

- 기능탑제전
•일자 : 10월 19일(일) •장소 : 본교 교정

- 총회
•일자 : 12월 17일(수) •장소 : 세인트웨스튼호텔  

- 동문의 날(월별, 주관 기수별 주최)
•2월 : 9회 주관 •3월 : 10회 주관
•4월 : 동문회 행사(산행) •5월 : 11회 주관
•6월 : 동문회 행사(한마음대축제)
•7월 : 12회, 13회 주관 •9월 : 15회, 16회 주관
•10월 : 동문회 행사(기능탑제전)
•11월 : 17회, 18회 주관 •12월 : 동문회 행사(총회)

대우조선해양 동문회
- 4월 27일(일) : 총동문회 산악 등반대회 행사 참가
(장소 : 울산 무룡산)

- 7월 : 동문단합 막걸리데이  

- 10월 : 기능탑제전 행사 참가(장소 : 모교)

- 11월  : 한마음 단합대회 / 거제도 내도 탐방

천안아산부기회
- 1분기 모임 : 4월 17일(목)  - 2분기 모임 : 7월 17일(목)

- 3분기 모임 : 10월 16일(목)

- 4분기 모임(송년모임) : 12월 18일(목)

재경 동문회
- 2014년 재경 한마음 체육대회  
•일시 : 5월 11일(일) 오전 9시 30분~오후 4시 30분
•장소 : 가천대학교 캠퍼스(구, 경원대)

성남시 수정구 성남대로 1342
•참가 : 지부별 또는 개인별
•문의 : 사무국장 박광렬(14회) 010-5356-8782 
※ 동문님들의 적극적인 찬조에 감사드리며 협조를 부탁합니다.

•찬조계좌 : 국민은행 650702-01-332860 
(예금주 : 이승주 부산기계 재경동문회)  

9회 동기회
▶ OFF LINE 활동계획

2014년 주요 행사 안내

구 분 추진방향
정기총회 - 1월 중순 
동기회장배 - 일정 : 8월(상세일정 추후공지)
골프대회 - 장소 : 창녕 힐마루CC
구우가족 - 일정 : 10월(상세일정 추후 공지)
단합대회 - 장소 : 밀양

- 총동문회 행사 참석
•동문회장배 동문등산대회(4월 27일)

기타 활동
•동문회장배 동문골프대회(6월 16일)
•제42차 기능탑제전(10월) 

- 지역동기회 순회 방문
- 기타(조화, 임원회의, 동문회 관련 등) 

가을 동창회 행사 안내
❶ 제42차 기능탑제전

일시 : 10월 19일(일) 10시   장소 : 모교

❷ 15회 동기회 졸업 30주년 기념
일시 : 9월 20일(토) ~ 21일(일)

장소 : 팬스타드림 호 원나잇 크루즈 투어

❸ 5회 동기회 졸업 40주년 기념
일시 : 10월(추후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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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부산기계공업고등학교

동문장학회 
사업결과 및 계획

2013 동문장학회 사업결과

가. 기부금 수익 _ 122,800,000원
번 호 기부일자 기 수 이 름 금 액
1 2013-03-28 8회 이진복 5,000,000 
2 2013-04-16 9회 백남도 10,000,000 
3 2013-05-08 산악회 동문산악회 1,000,000 
4 2013-05-14 14회 김봉관 3,000,000 
5 2013-07-10 14회 김홍우 5,000,000
6 2013-10-17 비동문 김원태 태성회계법인 3,000,000 
7 2013-10-22 2회 김광환 5,000,000
8 2013-10-22 24회 24회 동기회 5,000,000
9 2013-10-29 19회 19회 동기회 6,000,000 
10 2013-11-24 총동창회 총 동창회 10,000,000 
11 2013-12-03 14회 최찬백 1,000,000 
12 2013-12-16 직장동문회 르노삼성동문회 1,000,000 
13 2013-12-20 9회 고석재 경진단조㈜ 30,000,000 
14 2013-12-24 8회 위호철 10,000,000 
15 2013-12-27 26회 박종현 3,000,000 
16 2013-12-27 부기회 윤학현 1,000,000 
17 매월납 9회 공덕암 1,200,000 

기부금 수익 100,200,000 
1 2013-02-18 14회 유수종 2,300,000 
2 2013-08-07 14회 유수종 2,300,000 
3 2013-09-24 14회 14회 동기회  10,000,000 
4 2013-11-06 23회 이창열 5,000,000 
5 2013-12-12 12회 김부식 3,000,000 

지정기부금 수익 22,600,000 
기부금수익 합계 122,800,000

(단위 :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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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법인세 환급금액 _ 5,197,630원
- 2012년 이자소득에 대한 법인세 원천징수액(14%) 신고를 하여 전액 환급받음

다. 이자수익 _ 33,318,166원
- 2013년 이자수익은 33,318,166원으로 이자소득에 대한 법인세 원천징수액을 차감전 세전 금액임.

라. 2013년 장학금지급액 _ 51,600,000원

마. 운영비 _ 4,407,800원

바. 원천징수세액 _ 4,661,800원
- 2013년 이자수익에 대한 법인세 원천징수액 4,661,800원 2014년 법인세 신고시 환급될 예정임 

사. 잔고 현황 _ 장학기금 잔고=전년도 이월금액+1+2+3–4–5–6
= 1,013,990,675원 + 122,800,000원+ 5,197,630원 + 33,318,166원–51,600,000원–4,407,800원

– 4,661,800원 = 1,114,636,871원

아. 기타 보고 사항

- 2013년 기본재산 편입 : 보통재산(이익잉여금) 중 741,890,675원을 2013년 10월 17일에 기본재산(출자금)

으로 편입함

구 분 일 반 지정장학금 합 계
동문자녀장학금 14,000,000 8,000,000 22,000,000 

모교우수신입생장학금 15,000,000 15,000,000 
14회동기회 지정장학금 10,000,000 10,000,000 

개인지정장학금 4,600,000 4,600,000 
합 계 29,000,000 22,600,000 51,600,000 

(단위 : 원)

내 용 금 액 적 요
등록세등 2,197,530 2013년 기본재산 편입에 대한 등록세등

인증서수수료 4,400 
장학증서작성비 120,000 우수신입생 장학증서 작성비

주민세 64,370 장학재단에 대한 주민세
인쇄비 59,500 정기총회자료 인쇄비

브로셔제작비 500,000 장학재단 브로셔 제작비
홈페이지관리비 580,000 장학재단 홈페이지 관리비 및 도메인비
대행수수료 780,000 기본재산 편입 등기대행비용
현수막제작비 90,000 등산대회 현수막 제작비
송금수수료 12,000 SMS 수수료

소 계 4,407,800

(단위 :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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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산총괄표

법인명 : 부산기계공업고등학교동문장학회                                       

2014년도 사업계획 총괄표

법인명: (재)부산기계공업고등학교동문장학회     

※ 위 전기이월액(이익잉여금)은 기본재산 1,041,890,675원을 제외한 금액임. 기본재산은 법인설립 시 교육청 보고 및 등기된 금액으로 기본재산 300,000,000원
에 2013년 10월 17일 기본재산으로 편입한 금액인 741,890,675원을 합한 금액에서 전기이월액 72,746,196원을 더한 금액이 2013년 12월 31일자 잔고금액
1,114,636,871원이 되는 것임.

수 입 지 출
구 분 예산액 구 분 예산액
회 비 인건비

목적사업기부 경상비 운영비 4,708
출연금 재산증자기부 100,000 소 계 4,708

소 계 100,000 퇴직적립금
수익사업 전입금 법인세

과실소득 30,047 장학금 30,000
목적사업비 지정장학금 -

기타수입 소 계 30,000
소 계 기본재산 편입액 -

목적 사업 목적 사업
지급준비금 지급준비금

전기이월액 이월 잉여금 72,746 이월잉여금 172,746
기 타

차기이월액
기 타

소 계 72,746
법인세 환급액 4,661

합 계 207,454 합 계 207,454

(단위 : 천 원)

세 입 세 출
과 목 예산액(A) 결산액(B) 비교증감(A-B) 비율(B/C) 과 목 예산액(A) 결산액(B) 비교증감(A-B) 비율(B/C)

이자 수익 28,900,000 33,318,166 -4,418,166 3.81% 장학금 30,000,000 51,600,000 -21,600,000 5.9%
기부금 수익 100,000,000 122,800,000 -22,800,000 14.03% 기타 사업비 - - -
법인세 환급금 5,198,000 5,197,630 370 0.59% 업무 추진비 4,098,000 4,407,800 -309,800 0.5%
전기 이월액 713,991,000 713,990,675 325 81.57% 법인세 - 4,661,800 -4,661,800 0.53%

기본재산편입 700,000,000 741,890,675 -41,890,675 84.76%
이익 잉여금 113,991,000 72,746,196 41,244,804 8.31%

계 848,089,000 875,306,471 -27,217,471 100% 848,089,000 875,306,471 -27,217,471 100%

(단위 :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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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순 교장 청와대 업무보고

2013년 3월 25일(월) 청와대 영빈관에서 중소기

업청은 박근혜 대통령에게 ‘중소기업이 성장하고

소상공인이 행복한 창조경제’라는 주제로 2013년

업무계획을 박근혜 대통령에게 발표했으며, 중소

기업청 소속에 모교 이중순 교장의 모교에 대한

업무보고가 있었다.

동명대 학점인정 협약 체결

모교(이중순 교장)와 동명대학교(설동근 총장)는

학점 선이수 인정 협약을 체결하여 모교 학생이

토요일이나 방과 후에 동명대에서 마련한 교과목

을 수강하면 학기당 최대 6학점, 모두 12학점까지

받을 수 있게 되었다. 이중순 교장은 “여건상 고등

학교에서 개설하기 힘든 교과목을 대학에서 개설

해 졸업 후 취업을 목표로 하는 학생들에게 대학

진학에 대한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고 문제해결

능력도 높일 수 있다”고 말했다. 

부산지방기능경기대회 시상식 

지역의 우수기능인 발굴과 기능수준의 향상을 위한

‘2013년 부산시 기능경기대회’가 4월 10일(수) 오

전 개최됐으며, 4월 15일(월) 시상식이 열렸다. 부산

시가 주최하고 부산시기능경기위원회가 주관하며

고용노동부, 한국산업인력공단, 부산시교육청 등이

후원하는 기능경기대회는 부산기계공고, 부산디자

인고, 부산자동차고, 부산전자공고, 부산공업고, 부

산여자대학교 등 6개 경기장에서 열렸으며 부산기

계공고는 금메달 10, 은메달 8, 동메달 10, 우수상

9개의 성적을 거두며 그 역량을 과시하였다.

창조설계센터 개관식 

모 | 교 | 소 | 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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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교(이중순 교장)는 2013년 4월 17일(수) 학생과

교직원, 부산울산지방중소기업청장, 부산시교육청

부교육감, 전국 마이스터고, 부산 시내 특성화고 교

장단, 협약업체 대표, 학교관계자 등 200여 명이 참

석한 가운데, 꿈의 광장인 창조설계센터 개관식을

거행하였다. 1층 기능영재반 훈련실, 2층 아이디어

구현실, 창작실, 디자인실, 웹검색실, 해양창작로봇

실, 수리교육실 등을 갖추고, 3층에는 기계가공공작

실을 구비하여 학생들이 3년간 프로젝트 디자인 실

습을 통해 문제해결능력을 갖춘 스스로 행동하는

기술인을 육성할 수 있는 기틀이 마련되었다.

모교 상징탑 건립 MOU 체결식

모교 정문 상징탑 기부채납 MOU 체결식이 2013

년 4월 17일(수) 33대 동창회 유영욱 회장 및 동

창회 관계자들과 이중순 교장, 학교 관계자들이 참

석한 가운데 있었다. 

한정화 중소기업청장 부산기계공고 방문

한정화 중소기업청장은 2013년 5월 22일(수) 부산기

계공고를 방문하여 마이스터고 학생들이 우리나라 창

조경제의 밑거름이며 주역이라고 강조하고 교직원들

이 학생들의 지도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동문기업 홍보부스 설명회 

모교 창의관 1층 역사자료실을 증설함에 따라 산학

협력실 입주업체를 추가로 모집하여 모교와 동창

회 각종 행사 때 동문기업을 홍보할 수 있는 장소

를 제공하는 설명회가 2013년 6월 5일(수) 열렸다. 

허남식 시장 방문 

2013년 8월 22일(목)에 허남식 부산시장이 모교

를 방문하여 기능부 학생들을 격려하였다. 

부산기계공고, 中企기술혁신대전서 ‘금상’ 수상 
모교는 2013년 00월 11일(0)~00월 13일(0) 서울

코엑스 홀에서 열린 ‘제14회 중소기업기술혁신대

전’ 기술인재 부문에 ‘금상(단체상)’을 수상했다.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에서 주최한 이 행사는 기

술혁신과 기술인재간 소통과 교류를 위한 중소기업



기술인 행사로서, 기술혁신기업 홍보와 판로개척,

인재채용 등 비즈니스 기반을 조성하는 데에 초점

을 두고 있다. 이를 통해 국내 중소기업의 우수기

술을 널리 알리고, 기술혁신 사례를 공유하며 기

술개발과 기술인력 양성의 비전을 제시하고 구체

화할 수 있는 정보교류의 장을 마련하기 위한 행

사에서 본교가 단체 금상을 수상했다는 데에 매우

기쁘고 남다른 의미가 있다.

모교 정문 상징탑 건립
모교 정문 상징탑 건립 준공식이 2013년 10월 19

일(토) 모교 정문에서 개최되었다. 33대 동창회의

유영욱 33대 동창회 동창회장, 김태영 수석부회

장, 김천환 동문장학회 이사장, 이진복 국회의원,

이수열 자문위원장, 이중순 교장선생님을 비롯하

여 내외빈들이 참석한 가운데 모교의 발전과 자랑

스러움을 상징하는 상징탑의 준공식은 각 언론사

들의 취재와 더불어 성황리에 잘 마무리 되었다. 

이 조형물은 국립부산기계공업고등학교의 ‘기계’

를 형상화하였고, 작고 큰 형태는 학생들이 성장

해가는 모습을, 또한 해운대 바다의 파도 모습을

의미한다. 재질은 무도장 내후성 강판(코르텐 강)

으로 처음에는 붉은 색의 산화막에서 암적색, 암갈

색으로아름답게 변하며 그 기간은 약 5년에서 10

년 정도 걸린다. 색이 아름답게 변하듯이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 학생들이 점점 숙련되고 완숙해나

가는 의미이다. 

2013년 초에 학교와 동문사회에서 학교 정문을 상

징하는 조형물과 교명탑을 건립하자는 여론이 형

성되었다. 이후 동창회에서는 3차례의 회장단 회

의와 설문조사를 거쳐 상징탑을 건립하기로 하고,

전 동문의 뜻을 모아 건립하는데 의미를 두어 각

기수별로 모금을 통해 마침내 2013년 10월 19일

(토) 동창회 행사에 맞추어 완공식을 거행하였다.

모교 상징탑 건립 추진 배경

❶ 세계적인 Young Meister 육성의 의지를 표

출하는 새로운 상징탑 건립 요구

❷ 창조적이고 혁신적인 교육시스템을 담은 정

문 건립의 필요성 대두

❸ 모교의 상징물로 인식시켜 세계 최고의 명

품 ‘마이스터고’로의 인지도를 높임

❹ 정문의 노후화에 따른 재정비 필요

● 모교 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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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징탑 비석 문안

이 탑은 우리나라 산업발전에 크게 기여한 국

립부산기계공업고등학교의 동문들이 모교의 영

원한 발전을 염원하고 동문으로서의 자부심을

고취하려는 뜻을 모아 건립하였습니다.

2013. 10. 19 국립부산기계공업고등학교 동창회



역사자료실 및 산학협력기업홍보실 개관식

47년 전통의 역사를 기록 보존하고 동문기업체 홍

보실을 운영함으로써 명실공히 대한민국 최고의

학교로 자리매김하는 데 기여하고자 2013년 10월

19일(토) 오후 4시에 역사자료실 및 산학협력기업

홍보실을 마련하고 개관식을 하였다. 

모교 교내 축제에 걸그룹 초청된 사연

2013년 10월 18일(금) 오전 10시 모교 축제에 가

수 ‘쥬얼리’ 멤버와 가수 더원이 참가해 멋진 공연

을 펼쳤다. 모교 이중순 교장이 사비를 들여 제자

들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기획한 일이었다. 지난

8월 초 여름 방학임에도 실습에 임하는 제자들을

격려차 한 교실에 들어가 학생들과 이야기를 나누

게 됐는데, 이때 “학교가 뭘 해주면 너희가 신이 날

까?”라고 묻자, 한 학생이 “걸그룹을 불러주세요”

라고 대답했던 것이다. 이어 주위의 많은 학생들이

‘우와’라고 함성을 지르며 지지를 보탰다. 물론 당

시에는 실현 가능성이 없는 ‘농담’에 가까운 대답

이었다. 그런데 이 교장은 그 자리에서 “그래, 내가

학교 축제 때 걸그룹을 부르겠다”고 덜컥 약속을 해

버린 것이다. 그때부터 이 교장은 차근차근 걸그룹

섭외 작전에 들어갔다. 사비를 털어 연예인을 부르

겠다는 계획에 교직원들도 동의를 해주었다. 하지

만 대학 교수 시절 인맥을 동원해 기획사들을 접촉

해도 섭외는 쉽지 않았다. 무대가 좁고, 출연료도 박

했기 때문이다. 그렇게 2개월이 훌쩍 지나면서, 학

생들과의 약속은 물거품이 될 뻔했다. 그러다 지난

15일 우열곡절 끝에 연이 닿은 가수 쥬얼리와 더원

이 출연을 확정지어 줬다. 학생들과의 약속을 지켜

야 한다는 학교 측의 간절한 호소에 응한 것이었다.

이중순 교장은 “여성 걸그룹인 쥬얼리는 학생들을,

남자가수인 더원은 선생님들을 격려하기 위해 섭외

한 것”이라며 “작은 이벤트지만, 제자이자 후배들에

게 추억을 선물하고 싶었다”고 말했다. 제자들과의

약속을 지킨 교장선생님 덕분에 학생들은 즐거운 시

간을 가졌고 그 후 가수 더원은 학생들과의 약속을

지키고자 연말 콘서트에 학생과 교직원 10명을 초

청하기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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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회 졸업식
2014년 2월 12일(수) 10시 모교 체육관에서 제45회

졸업식이 거행되었다. 이날 이중순 교장선생님과

동창회 33대 유영욱 동창회장 및 참석한 내·외빈

은 미래사회를 이끌어갈 영마이스터 295명의 앞

날을 축하해 주었다. 졸업생 취업 현황은 대기업

(12개사) 71명, 중소기업(56개사) 148명, 공기업(17

개사) 58명, 부사관 및 기타 18명으로 좋은 성과를

달성했다.

제48회 입학식
2014년 3월 3일(월) 10시 모교 체육관에서 제48회

입학식이 거행되었다. 마이스터고로 전환 후 4회

째를 맞이하는 이날 입학식에 305명의 우수한 신

입생이 입학하였고, 동창회에서는 김태영 동창회

장과 유영욱 자문위원장, 김천환 장학재단이사장이

참석하여 격려하였다. 특히 이날 우수 신입생 15명

에게 동문장학회에서 1천 5백만 원의 장학금이 지

급되었다.  

모교특강
2013년 모교특강 강사진

•3월 8일 : 제33대 동창회장 유영욱(11회)

•4월 26일 : 동창회 자문위원 조성한(10회) 

•5월 3일 : 동문 황해구(8회) 

•7월 5일 : 국회의원 김경협(12회)

•9월 13일 : 제34대 동창회장 김태영(11회) 

•11월 29일 : 동창회 자문위원 강맹수(8회) 

KBS 도전 골든벨 촬영 안내

4월 29일(화) 골든벨 촬영

6월 1일(일) 골든벨 방영  KBS 1TV 19:10~

본교 출신의 연예인이나 꼭 알리고 싶은 동문이

있으면 섭외 가능하니 추천해 주십시오. 선택된 분

은 영상문제 등으로 출연 가능합니다.

모교의 독특한 사연, 미담, 특별활동 등 자랑거리

를 알려 주시면 연락 부탁드립니다. 

그날!
문제가 남느냐? 내가 남느냐?
부산기계공고의 희망이 울린다!
새로운 역사의 주인공은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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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nce! Choice! Challenge!

2014학년도 동문 FAMILY 멘토 협의회

Ⅰ. 학습동기유발학기제(motivation semester system)의 개요
1. 정의 

학기 초 신입생들의 고등학교 생활 시작과 동시에 다양한 체험활동과 각종 프로그램을 집중
적으로 시행하여 학생들이 3년간의 고등학교 생활을 자기주도적으로 학습하고 진로를 설계
할 수 있도록 학습동기와 취업동기를 유발하여 학교생활에 쉽고 빠르게 적응시키기 위한 제도

2. 목적
중학교와 달리 자신의 학과에 따라 전공 교과와 진로가 다양하므로 본격적인 고교생활에 앞
서 자신과 사회에 대한 경험의 폭을 넓혀 내재된 자아를 발견하며, 학과와 진로에 대해 탐색
하고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을 가짐으로써 자신감과 용기를 심어주고, 자기주도적으로 자신
의 밝은 미래를 설계해 나갈 수 있는 능력을 배양.

3. 운영 방법
가. 신입생을 대상으로 입학과 동시에 4주간 운영
나. 지속적인 동기유발을 위해 매주 명사 특강 운영
다. Family활동의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 운영

4. 추진 방침
가. 1주 : 변화와 적응 / 2주 : 자아 성찰 / 3주 : 진로 탐색 / 4주 : 도전과 결실을 주제로 프로그램 편성
나. 1년간 매주 금요일마다 각계 각층의 성공한 CEO 및 동문선배 초청해 ‘삶의 지혜와 미래비전’에 관한 특강 실시
다. 신입생 6명, 재학생 6명, 교직원 3명, 동문 1명으로 편성된 하나의 Family를 구성하여 졸업까지 멘토, 멘티 역할 수행

5. 평가 분석 및 환류
학습동기유발학기제 실시 후 평가와 분석을 통하여 내년도 교육계획에 환류  

6. 기대 효과
가. 자기주도 활동 및 몰입교육 강화로 자기주도적 학습 및 성공적인 취업 설계
나. 신입생들의 학교 부적응으로 인한 중도 탈락 예방
다. 효과적인 진로지도로 취업률과 취업유지율 제고
라. 전국 마이스터고 및 특성화고의 학습동기유발학기제 선도학교 역할

Ⅱ. 학습동기유발학기제(motivation semester system)의 시행
1. 대상 학과 및 인원 : 1학년 305명

2. 기간 : 2014년 3월 3일(월) ~ 3월 30일(일)
3. 프로그램의 시행단위 및 내용

가. 학교주도 동기유발 : 애국심 함양, 애교심 함양, 역사와 문화기행, 비전 특강,리더십 캠프, BMT family day, 동기유발 경진
대회, 마라톤대회, 문화행사

나. 학과주도 동기유발 : 학과소개, 전공 패트롤, 미래직장 방문, CEO 특강, 학부모 특강, 평생 멘토 찾기, 원원원!(입학 후 하고 싶은 것)
다. 자기주도 동기유발 : 봉사활동 8시간, 포트폴리오 작성, 나의 Family 구축, 나와 나의 가정 바로 알기, 내 인생 로드맵 작성,

미래를 위한 통장 만들기, 주말을 행복하게 보내기

4. 프로그램 세부 운영계획(3월)

학과 정밀 기계과 금형 설계과 조선 기계과 로봇 테크과 계
반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인원 21 20 20 20 20 21 21 20 20 21 20 21 20 20 20 305

국립부산기계공업고등학교동창회
BUSAN NATIONAL MECHANICAL TECHNICAL HIGH SCHOOL ALUMNI ASSOCIATION

제 1 주 : 변화와 적응
日 月 火 水 木 金 土

2 3 4 5 6 7 8- 생활관 입소
- 민속반 공연
- 악대부 공연
- 교복, 체육복 배부

- 입학식
•학부모 참석
- 학습동기유발학기
제 안내

- 워크북 배부
- 역사와 문화기행
(안동)출발

- 역사와 문화기행
(안동)

•선비정신 함양
•도덕심 함양
•애국심 함양
•예절 교육

- 역사와 문화기행
(안동)

•선비정신 함양
•도덕심 함양
•애국심 함양
•예절 교육

- 워크북 작성 안내
- 종합진로검사
- 다요인인성검사
- 교가 배우기
- 담임시간
- 음악감상회

- 국어의 향기
- 기획연구센터
- 학교장 특강
- 학생지원센터 
(학칙 서약식)

- 담임시간

- 주말미션!
•나는 누구인가?
•부모님 알기
•사회봉사활동
•행복한 주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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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명사 특강 세부운영 계획

● 모교 소식

1. 개  요
자신의 인생 및 취업, 그리고 고등학교 생활 중에 가족과 같이 지속적으로 상담하고 조언 받을 수 있는 대상을 만들고 직
접 만나서 이야기를 나눔으로써 자신의 인생 설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한다.

2. 목  적
•신입생과 전문가(교사, 선배)의 멘토링 구축을 통해 그들의 가치관, 철학, 신념들을 습득함으로써 자신의 꿈과 삶의 목표
를 정하고 학습효과 증대 및 졸업 후 진로에 대해 도움을 받게 한다.

•Family의 도움을 받아 인생설계 모델을 얻고 학습에 대한 동기부여를 고양시킨다.
•한 달간의 학습동기유발학기제 프로그램을 통하여 그동안 작성했던 마음의 각오와 계획표를 토대로 로드맵을 작성하고, 많
은 사람들 앞에서 발표하며 Family와 함께 자신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엄숙히 서약한다. 

3. 운영 개요
•운영 형태 : 강연 및 발표
•실시 일자 : 2014년 3월 28일(금)  

4. 세부 실행 계획
가. 일 자 : 2014년 3월 28일(금) 08:40 ~ 16:20
나. 장 소 : 해송문화홀

5. 기대 효과
•Family를 구성함으로써 혼자라는 생각과 미래에 대한 두려움을 해소하고 Family의 관심과 조언을 받으며 자신의 꿈을
실천하기 위해 매진할 수 있다.

•동문 선배를 통해 기업의 최신 동향을 접할 수 있어 그 정보를 바탕으로 취업에 관한 준비를 함으로써 효과적인 구직 활
동이 이루어질 수 있다.

•학교에서는 교사가 학생들과 한 가족이 되어 부모님 역할을 하므로 학교 적응력이 빨라지고 비행이나 중도 탈락을 예방
할 수 있다.  

Family Day_ 3월 28일(금)

제 2 주 : 자아 성찰
9 10 11 12 13 14 15

제 3 주 : 진로 탐색
16 17 18 19 20 21 22

제 4 주 : 도전과 결실
23/30 24 25 26 27 28 29

- 주말미션!
•나는 누구인가?
•부모님 알기
•사회봉사활동
•행복한 주말

나의 변화는?
가정 친화
사회봉사활동
행복한 주말

- 주말미션!
•나의 미래는?
•미래의 재테크
•사회봉사활동
•행복한 주말

- 개교기념일
•통장 만들기
•가보고 싶은곳
•원원원!
•학교의 역사
•애교심 함양

- 사와 사회
- 성교육강좌
- 인성교육센터
- 어학교육부 안내
(해외연수)

- 역사자료실 견학
- 담임시간

- 혁신사관학교
•애교심 함양
•팀워크 형성
•리더십 함양
•자신감 함양
•예절과 매너

- 병영 캠프
•애국심 함양
•리더십 함양
•협동 단결
•극기

- 수학의 바다(원포
인트레슨)

- 맛있는 미술 
- 창조설계센터
- 프로젝트실습
- 기능영재반
- 담임시간

- 혁신사관학교
•애교심 함양
•팀워크 형성
•리더십 함양
•자신감 함양
•예절과 매너

- 병영 캠프
•애국심 함양
•리더십 함양
•협동 단결
•극기

- 신비한 과학
- 기술교육센터
- 전공학과패트롤
- Family 조직
안내

- 마라톤대회안내
- 담임시간

- 혁신사관학교
•애교심 함양
•팀워크 형성
•리더십 함양
•자신감 함양
•예절과 매너

- 병영 캠프
•애국심 함양
•리더십 함양
•협동 단결
•극기

- 미래직장 
•방문(대기업)
•나의 일자리
•전공 체험
•직장 조직
- 직장 특강

- 행사 준비
•Family 준비
•학습 계획서
•진로 계획서
•나의 로드맵 준비
및 발표

•PPT 자료준비

- 영어야 놀자
- 마이스터센터
- 명사 특강
- 취업정보부 소개
- 오하요니혼고
- 담임시간

- 미래직장 
•방문(전공별)
•나의 일자리
•전공 체험
•직장 조직
- 직장 특강

- Family Day
•발표 준비
•명사 특강
•Family 만남
•학습동기유발 경
연 대회

- 주말미션!
•나의 변화는?
•가정 친화
•사회봉사활동
•행복한 주말

- 주말미션!
•나의 미래는?
•미래의 재테크
•사회봉사활동
•행복한 주말

- 주말미션!
•나의 자신감
•나의 미래
•사회봉사활동
•행복한 주말
•미션완료!

월별 강 사 주 제 비 고
3 동창회장 및 동문 CEO 산업의 흐름과 성공요인 동문
4 강소기업 CEO 성공하는 기업인 동문 및 비동문
5 대기업 임원 성공하는 직장인의 자세 동문 및 비동문
6 외부 강사 성공과 행복을 위해 동문 및 비동문
7 강소기업 임원 최고가 되자 동문 및 비동문

월별 강 사 주 제 비 고
9 공기업 임원 국가의 산업정책 동문 및 비동문
10 외부 강사 자신을 팔아라 동문 및 비동문
11 대기업 임원 한 우물을 파라 동문 및 비동문
12 강소기업 CEO 나도 CEO가 될 수 있다 동문 및 비동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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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1학년 학번 성 명 2학년 학번 성 명 교 사 동 문
10101 고민성 20303 김기훈 박호영
10102 김경현 20304 김동한 (기술교육센터)

1
10103 김대현 20306 김민우 류영란

16회

10104 김정식 20105 김성묵 (기획연구센터)
전오수

10105 남태현 20309 김성호 이장환
오성정공 대표

10106 박봉석 20203 김정섭 (학생지원센터)
10107 박영준 20204 김형곤 정순섭

20회
10108 박재현 20205 남원철 (창조설계센터)

조인흠
10109 백진규 20314 양기문 오진수

만트럭버스코리아부울경딜러 대표
2

10110 변준호 20112 유재헌 (행정지원센터)
10111 송창근 20208 이도현 조상진
10112 양도흔 20209 이성영 (학생지원센터)
10113 우재윤 20113 이정훈 김성동

10회
10114 유인우 20212 이준휘 (기획연구센터)

김종경3
10115 이기훈 20213 이지원 윤인숙

서진테크 대표
10116 이용현 20114 임상빈 (기획연구센터)
10117 이은수 20117 정승원 서정호
10118 이인우 20318 정연상 (행정지원센터)
10119 이재웅 20217 조재훈

조약래
10120 정태진

20218 진승헌 (마이스터센터)
10121 하지윤 10회

4 10201 김동우 20320 한성빈 김미영 이수열
10202 김배근 20301 강민구 (인성교육센터) ING생명 지점장
10203 김성민 20101 강민재 김지영
10204 김수영 20201 강태욱 (인성교육센터)
10205 문병주 20102 구본진 권영규

10회
10206 박근형 20103 권순성 (창조설계센터)

윤일진5
10207 박성현 20311 문민철 정세훈

고모텍㈜ 대표이사
10208 송승현 20109 석  훌 (마이스터센터)
10209 양현수 20313 성기령 박지원
10210 오세영 20111 양현성 (행정지원센터)
10211 이건희 20315 유경찬 오동영
10212 이경진 20207 이도윤 (기술교육센터)
10213 이승진

박정식
21회

6 10214 임창훈 20211 이재호
(기술교육센터)

이점만
10215 정재영 건영자원 대표
10216 조명진 20214 이창욱 정효진
10217 최대은 20115 전세환 (행정지원센터)
10218 최승철 20116 전현준

강병희
10219 한승주

20215 정  홍 (기획연구센터)
10220 한호성 10회

7 10301 김련우 20118 최기승 이정현 김호경
10302 김민석 20219 하경수 (인성교육센터) EGK 대표
10303 김정식 20119 형성훈 이정란
10304 김준석 20302 고주현 (행정지원센터)
10305 김태영 20104 김동영 이병호

10회
8

10306 문성희 20305 김동환 (기획연구센터)
정정환

10307 박수현 20202 김민수 고현미
한국브로치㈜ 대표이사

10308 박재민 20307 김보오 (기획연구센터)

BMT 패밀리 ※ 참여를 희망하는 동문은 동창회사무국으로 연락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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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1학년 학번 성 명 2학년학번 성 명 교 사 동 문

8
10309 박정준 20308 김성주 강 빈
10310 서명진 20106 김지우 (행정지원센터)
10311 손주성 20310 김혁진 김동섭
10312 송선호 20312 박정민 (학생지원센터)
10313 이동근

김희연
10회

9 10314 이찬진 20206 박제모
(인성교육센터)

조성한
10315 조재홍 신성전기 대표
10316 최강엽 20107 배주현 정영종
10317 최제욱 20108 서청현 (행정지원센터)
10318 최지웅 20110 심규한 정병욱

10회
10319 홍명길 20316 유현재 (기획연구센터)

이해봉10
10320 황성욱 20317 이성민 박수자

거성ENG 대표
10401 구성훈 20210 이재성 (기획연구센터)
10402 김동현 20216 정효승 조해만
10403 박유빈 20319 최명섭 (행정지원센터)
10404 박의정 20220 허재목 김점교

10회
10405 석민재 20602 강명진 (학생지원센터)

지준우11
10406 성종원 20603 강병준 박미숙(영)

한국항공우주산업㈜ 부장
10407 양민혁 20505 김대한 (인성교육센터)
10408 이근우 20604 김대현 차소연
10409 이성민 20402 김도현 (학생지원센터)
10410 이학수 20506 김해성 김승욱

11회
10411 임성현 20507 김현민 (기술교육센터)

정삼모12
10412 장민철 20508 박성훈 박양숙

가야산기 대표
10413 정지훈 20407 박준수 (기획연구센터)
10414 조현욱 20611 서승원 김진경
10415 주보근 20410 안태규 (행정지원센터)
10416 천하늘 20412 유일한 신권영

11회
10417 최강백 20415 이승훈 (기술교육센터)

김창규13
10418 최영빈 20417 임병진 강언화

케이제이씨 대표
10419 팽진혁 20514 장승빈 (창조설계센터)
10420 황병현 20515 정상현 김재옥
10501 권일중 20517 제동균 (기술교육센터)
10502 김건욱 20418 조성우 김문현

11회
10503 김과국 20518 최정현 (마이스터센터)

박병수14
10504 김지우 20521 한상수 허소영

대경무역 대표
10505 류재진 20420 한재석 (기획연구센터)
10506 박경빈 20501 강성진 차상갑
10507 박도진 20502 권용익 (학생지원센터)
10508 소범준 20503 김건우 조해곤

11회
10509 안강민 20404 김세윤 (마이스터센터)

조희제15
10510 안종은 20405 김세훈 송인혜

로이드선급협회검사관
10511 오석희 20607 김형찬 (인성교육센터)
10512 유민상 20406 김희준 홍종현
10513 윤성욱 20610 박정수 (마이스터센터)
10514 이준영 20408 배수호 박선윤

16회
10515 이호준 20409 안재우 (마이스터센터)

양재원16
10516 임경민 20411 오정석 이재동

기홍 F&T 대표
10517 장수원 20612 이경민 (행정지원센터)
10518 정영만 20414 이민석 서보석
10519 정준영 20613 이상혁 (기술교육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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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1학년 학번 성 명 2학년학번 성 명 교 사 동 문
10520 허성훈 20614 이정욱 김동균

16회
10601 강도경 20512 이제영 (기획연구센터)

서재석17
10602 권정인 20615 이준우 김동원

비젼툴 대표
10603 김동환 20513 이창훈 (기술교육센터)
10604 김정현 20419 차현우 정우진
10605 김진성 20620 최지훈 (행정지원센터)
10606 김창균 20601 강동균 설상욱

11회
10607 김태현 20401 김규영 (학생지원센터)

김태영18
10608 노기환 20504 김기성 한미영

혜인켐 대표
10609 박준영 20605 김두연 (창조설계센터)
10610 박준표 20403 김석진 이정화
10611 배명훈 20606 김승건 (행정지원센터)
10612 백준영 20608 노승우 조순제

18회
10613 서민교 20609 박정남 (학생지원센터)

김윤규19
10614 손영민 20509 백성준 최병헌

동남모던㈜ 대표이사
10615 안영석 20510 안세현 (인성교육센터)
10616 이성국 20413 이동재 신현목
10617 이수동 20511 이재영 (행정지원센터)
10618 정영우 20416 이호준 정원철

11회
10619 정현호 20616 전제욱 (마이스터센터)

유영욱20
10620 조민철 20617 정기빈 오세경

이플러스 ENC㈜ 대표이사
10621 최창인 20618 정대운 (창조설계센터)
10701 강병관 20619 정종일 이호라
10702 강재광 20516 정현성 (행정지원센터)
10703 구동현 20519 하성주 장태준

12회
10704 권남훈 20520 하재권 (기술교육센터)

이광배21
10705 김영민 20901 고정환 안윤경

대기정공 대표
10706 김우진 20802 김도윤 (창조설계센터)
10707 김창연 20903 김도환 김선화
10708 김현준 20804 김성준 (행정지원센터)
10709 박성욱 20703 김성훈 정동춘

20회
10710 박순찬 20905 김정민 (기술교육센터)

나성훈22
10711 박해창 20908 박시형 박미숙(사)

거성하이텍 대표
10712 송승헌 20807 박정수 (마이스터센터)
10713 송태선 20808 백창민 황재은
10714 이태영 20710 서지성 (학생지원센터)
10715 이태희 20809 성시무 배종용

12회
10716 장동민 20911 신준엽 (학생지원센터)

강학만23
10717 장재하 20912 유현빈 조미옥

가나공인중개사무소 대표
10718 정윤석 20913 윤효현 (창조설계센터)
10719 정은규 20713 이상민 최정호
10720 최경호 20812 이성원 (기획연구센터)
10721 허필 20717 정정운 김기진

12회
10801 강민기 20718 정창귀 (창조설계센터)

김광준24
10802 고재석 20815 정혜성 정윤서

삼민산업 대표
10803 권대용 20920 황성환 (학생지원센터)
10804 김민섭 20902 권경도 노대화
10805 김민호 20803 김병훈 (행정지원센터)
10806 김재우 20904 김성준 서병조

12회
25

10807 김호준 20704 김우진 (창조설계센터)
이용재

10808 문창호 20705 김재하 김갑생
해원산업㈜ 대표이사

10809 박경재 20906 김치훈 (창조설계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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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10810 배찬우 20805 김태균 유우용
10811 안치원 20708 류승진 (행정지원센터)
10812 양지유 20907 박대부 박지훈

12회
10813 유신현 20709 박승민 (기술교육센터)

김주일26
10814 이동윤 20910 설명환 강성희

삼보정공 대표
10815 조영한 20810 양창원 (마이스터센터)
10816 조우현 20813 이치우 박미경
10817 조우현 20715 이현빈 (행정지원센터)
10818 최강민 20814 장연욱 박재택
10819 최민석 20719 조재환 (마이스터센터)
10820 황성준 `

최윤아
12회

27 10901 김동훈 20918 최지훈
(창조설계센터)

김무룡
10902 김병훈 (주)이엠시스텍 대표이사
10903 김연수 20919 허정욱 정성화
10904 김태성 20820 황희성 (행정지원센터)
10905 김태형 20701 고찬현 강정근

12회
10906 문진석 20702 공민규 (마이스터센터)

최재용28
10907 박영진 20801 곽재형 서덕곤

부산시 교육청 장학사
10908 박재현 20706 김정인 (기획연구센터)
10909 서지한 20707 김진형 신호용
10910 안종규 20806 문동환 (행정지원센터)
10911 안창재 20909 변영현 복정환

13회
10912 이승현 20711 손진규 (마이스터센터)

유점용29
10913 이종화 20712 안호진 이유나

삼영테크 대표
10914 이환호 20811 윤현석 (인성교육센터)
10915 전인한 20914 이동민 김천식
10916 정대교 20915 이승민 (행정지원센터)
10917 정승우 20714 이영일 이동수

13회
10918 한서규 20716 임경민 (마이스터센터)

김용형30
10919 한승학 20916 정풍기 김은숙

기아자동차㈜ 지점장
10920 황인준 20917 최준혁 (기획연구센터)
11001 권창혁 20816 최철웅 박민서
11002 김민수 20817 최태호 (행정지원센터)
11003 김성진 20818 한성욱 한만혁

13회
11004 김재연 20819 홍충표 (창조설계센터)

전만수31
11005 김현중 21402 공영수 변순남

삼성생명보험㈜
11006 노정훈 21502 김강토 (기획연구센터)
11007 노태호 21201 김건웅 황애리
11008 문현주 21103 김미준 (기획연구센터)
11009 박준형 21504 김민혁 김혜정

21회
11010 박혜우 21203 김성욱 (기술교육센터)

최진권32
11011 박훈 21106 김수겸 이창훈

오토텍 대표
11012 서세진 21204 김재구 (창조설계센터)
11013 이규룡 21109 김창령 전승효
11014 이대한 21507 김태하 (학생지원센터)
11015 이승용 21111 박서빈 주휘돈

17회
11016 이태근 21410 오동훈 (기술교육센터)

정현철33
11017 이태훈 21513 윤경훈 박정미

㈜NES 대표
11018 조민성 21311 이상헌 (창조설계센터)
11019 진욱 21414 이성민 이동길
11020 한영준 21515 이운호 (행정지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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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21 황인호 21013 장익현 정  의

17회
11101 김민종 21014 장지현 (기술교육센터)

황상규34
11102 김성원 21017 주동윤 김민자

대도미크론㈜ 대표이사
11103 김승헌 21219 한인규 (기획연구센터)
11104 김지훈 21301 강동우 조완주
11105 김한슬 21401 강동현 (행정지원센터)
11106 김홍준 21501 강재혁 이영우

14회
11107 변인규 21003 김도영 (기술교육센터)

강주택35
11108 변종훈 21405 김우성 김서영

(주)대흥기업 대표이사
11109 신재용 21005 김이삭 (인성교육센터)
11110 신찬영 21506 김찬우 김오성
11111 여병철 21306 김호진 (행정지원센터)
11112 이동영 21307 박경렬 박창학

14회
11113 이상재 21012 윤승환 (기술교육센터)

박수복36
11114 이수호 21313 이승현 김혜영

(주)대성물산 대표이사
11115 이지민 21210 이영민 (창조설계센터)
11116 이호섭 21314 이호준 김철만
11117 전영웅 21516 이호찬 (행정지원센터)
11118 최은철 21318 정진수 박은영

17회
11119 최준원 21319 정훈구 (기획연구센터)

김영만37
11120 홍성훈 21117 조원준 김용조

(주)프로세이브 대표   
11201 강현구 21019 최민혁 (인성교육센터)
11202 구민철 21119 최준영 차진용
11203 김성준 21520 황태성 (행정지원센터)
11204 나우영 21002 곽도혁 구성희

15회
11205 남강석 21102 김도윤 (기술교육센터)

황호현38
11206 노효림 21303 김선민 박철희

(주)프로토월드 대표
11207 박수완 21108 김주현 (인성교육센터)
11208 서정호 21110 문상호 이재철
11209 안준범 21508 박은빈 (행정지원센터)
11210 윤주완 21008 박한솔 서정희

15회
11211 이대규 21512 왕수현 (마이스터센터)

김길환39
11212 이성수 21412 이경준 이정식

동양인터멧㈜ 대표이사
11213 이현재 21413 이도환 (학생지원센터)
11214 전민기 21115 이필도 김범홍
11215 정재훈 21517 임성진 (행정지원센터)
11216 정주영 21315 장홍일 주양영

15회
11217 추민규 21016 정병기 (마이스터센터)

신재형40
11218 한대기 21316 정상욱 김미정

(주)SM하이텍 대표
11219 한태민 21317 정일제 (인성교육센터)
11220 홍경찬 21018 차민근 구귀회
11221 홍동기 21420 차의진 (행정지원센터)
11301 강태원 21020 최재훈 안중백

16회
11302 공재혁 21120 한상우 (기술교육센터)

정두권
41 11303 공지훈 21302 강성규 주현돈

대도하이텍 대표
11304 김도영 21004 김명진 (기획연구센터)
11305 김동겸 21104 김민규 소재석
11306 김의수 21105 김성인 (행정지원센터)
11307 김재훈 21505 김종호 이용식

17회
42

11308 김종건 21006 김  찬 (기획연구센터)
서정희

11309 김태우 21308 박예준 이소형
영산대학교 교수

11310 류지상 21509 박준혁 (마이스터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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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11311 박종덕 21009 배민성 김   훈
11312 배상대 21510 백창민 (행정지원센터)
11313 배준익 21409 심승보 김대관

18회
11314 우홍재 21514 이동현 (기획연구센터)

서무성43
11315 이진우 21114 이수현 신문호

글꼴기획(디자인 부산) 대표
11316 이창석 21211 이태현 (기술교육센터)
11317 전문수 21418 장진우 이영준
11318 정인호 21015 전경호 (행정지원센터)
11319 진창훈 21116 전재우 박순업

19회
11320 최양규 21518 전호병 (학생지원센터)

허재원44
11401 김대신 21214 정지호 김강호

정인산업 대표
11402 김민규 21220 허태준 (기술교육센터)
11403 김정규 21403 김규태 김수영
11404 남태욱 21404 김대영 (행정지원센터)
11405 류태욱 21202 김서홍 하태경

19회
11406 박민준 21406 김재환 (학생지원센터)

박진우45
11407 박종훈 21205 김준수 최금주

(주)글로벌리더보험 소장
11408 신지원 21206 김진욱 (기획연구센터)
11409 오대윤 21207 김태훈 권수욱
11410 오민규 21305 김현수 (행정지원센터)
11411 오진열 21407 문현기 한준희

20회
11412 이수빈 21208 박태민 (기술교육센터)

김성훈46
11413 이승우 21209 신동욱 하식호

HF하이텍 대표
11414 이용철 21312 이성훈 (학생지원센터)
11415 이원빈 21417 임정우 최희주
11416 이재홍 21212 임현호 (창조설계센터)
11417 이한상 21213 장준혁 엄용수

22회
11418 임재민 21320 제민관 (인성교육센터)

홍종필47
11419 정민우 21216 최예성 조영란

행복한치과의원 의사
11420 주동환 21217 최창준 (마이스터센터)
11501 강지훈 21218 한대경 강차경
11502 구민석 21519 황보효재 (인성교육센터)
11503 구자헌 21101 강성욱 방석윤

23회
11504 권무성 21001 공정호 (창조설계센터)

박순일48
11505 류지호 21503 김민준 성미란

세계로 하이테크 대표
11506 박건우 21107 김용준 (창조설계센터)
11507 박성현 21304 김정섭 홍경화
11508 배진우 21007 박민규 (행정지원센터)
11509 서무혁 21112 박준수 황용운

18회
11510 서성영 21309 박준형 (학생지원센터)

김유성49
11511 연치현 21010 서현우 이복자

거성중공업㈜ 대표이사
11512 유수원 21011 신성우 (창조설계센터)
11513 윤성준 21408 신승요 황지윤
11514 이도윤 21511 오경석 (행정지원센터)
11515 이민성 21310 오종영 신기찬
11516 이범준 21113 오진욱 (학생지원센터)
11517 이인오 21411 이건희

황혜민
26회

50 11518 이재호
21415 이승훈

(학생지원센터)
박종현

21416 이운우 세양 LTS 대표
11519 주지훈 21419 장호진

이기영
11520 홍성범

21215 조유성
(행정지원센터)

21118 조현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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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동창회에서는 동문들의 편의 증진과 다가가는 동창회가 되기 위한 사업의 일환으로 LIG건설(주) 글로리콘도와
협약 체결로 동문 이용 시 연중 할인 금액으로 이용할 수 있게 되었으니 여러분의 많은 이용 바랍니다. 

LIG건설㈜
해운대 글로리콘도

콘도명 도고 글로리콘도미니엄 콘도급수 휴양콘도미니엄 1급
주 소 충남 아산시 도고면 도고온천로 124-23 홈페이지 www.glory.co.kr
담당자 박우식 영업팀장 전화번호 041)420-2222 

객실타입 형태 구조 투숙가능 정상요금 주 중 주말, 휴일 전 성수기인원

스텐다드 온돌 욕실1, 방1 3인 127,000 64,000 76,000 89,000(13평)

디럭스 온돌
욕실1, 방1

3~4인
161,000 81,000 97,000 113,000(16평) 침대 2인

스위트 온돌 욕실1, 거실1, 방2 6인 265,000 133,000 159,000 186,000(27평)

콘도명 해운대 글로리콘도미니엄 콘도급수 휴양콘도미니엄 1급
주 소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우1동 628-5번지 홈페이지 www.glory.co.kr
담당자 문제용 영업팀장 전화번호 051)712-5470

객실타입 형태 구조 투숙가능 정상요금 주 중 금요일 연휴 전,
인원 토요일

스텐다드 온돌
욕실, 방1

3~4인
138,000 65,000 75,000 85,000(13평) 침대 2~3인

디럭스 온돌
욕실, 거실, 방1

5~6인
207,000 90,000 110,000 130,000(18평) 침대 3~4인

스위트 온돌 
욕실, 거실, 방2

8~9인
345,000 150,000 180,000 210,000(28평) 침대 5~6인

해운대 글로리콘도 _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우1동 628-5 Tel. 051)712-5470
도고 글로리콘도 _ 충남 아산시 도고면 도고온천로 124-23 Tel. 041)420-2222 

※ 해운대 글로리콘도는 성수기(7/15~8/20, 12/20~1/5)에는 특별 요금 적용



●

올해 11회째를 맞고 있는 자랑스런 기공인상 선정에 2013년도 기술부분 수상

자는 김영구(9회, 배관) 한라IMS(주) 대표이사가, 사회부분 수상자는 노만기

(12회, 기계) (주)에이피 대표이사가 선정되었다.

김영구 동문은 9회 배관 출신으로 동기회 동창회장단에서 다년간 회장과 부회

장, 감사를 역임하였고 현 한라IMS(주) 대표이사로 2005년에는 천만불 수출

탑 수상, 2013년에는 정부 LED공공조달 매출순위 5위를 달성했다. 그리고 아

프리카와 아시아 등지의 아동을 지속적으로 후원하고 있으며, 부산낙동로타

리클럽 봉사단체에서 현재까지 봉사활동을 이어오고 있는 점을 인정받았다. 

노만기 동문은 12회 기계 출신으로 관동성 지역동문회장을 역임하고 현재 (주)

에이피 대표이사로 삼성전기 우수협력업체상과 관동성 동관한인상공회 공로

상,  한국제품안전학회 중소기업부문 대상 등을 수상했고, 나노임프린트/무선

전력공급장치의 원천기술울 보유하고 있다. 아울러 동문 장학회 1,000만 원

기탁, 매년 선교사업 4,000만 원, 동관 한인상공회 1,000만 원을 지원하며, 해

외민주평통 대통령정책자문위원을 역임하는 등 동문회 발전에 기여한 바를 인

정받아 이번 수상의 영광을 안았다.

2013년 수상자

김영구 9회/배관
기술부문 수상자

동창회에서는 산업발전과 사회에 기여한 동문을 찾아 격려함으로써 동문으로서의

자긍심을 높이자는 취지로 ‘자랑스런 기공인상’을 제정하여 2003년부터 매년 시

상하고 있다. 대상자는 동문 가운데서 사회 발전과 공공 이익에 공헌한 자와 동문

으로서의 긍지와 명예를 높인 자에 대해 기술부문과 사회부문으로 나누어 후보자

추천을 받아 심의한다. 심사위원의 구성은 위원장에 동창회수석 부회장, 부회장

에 총무담당선임부회장, 기타 동창회 선임 부회장은 당연직으로 하여 약간 명의

임명직으로 위원회를 구성하였다. 심의과정은 별도의 시행세칙 (‘자랑스런 기공

인상’에 대한규정)에 따라 심의하고 추천된 후보자의 소속동문(기) 회장이 반드시

참석하여 후보자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하게 하였으며 질의·응답 시간을 가진 후

심의하여 심사에 공정을 기하고 있다.

2013년 
자랑스런 기공인상 선정

2013년 수상자

노만기 12회/기계
사회부문 수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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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년 수상

박수관(5회)
동부민요 모금

2005년 수상

이홍조 (7회)
기능명장, 교사부문 신지식인

2006년 수상

심귀보 (6회)
사회부분 수상자

2006년 수상

주광일 (8회)
기술부분 수상자

2010년 수상

장갑주(9회)
기술부문 수상자

2011년 수상

공경열(8회)
기술부문 수상자

2012년 수상

송신근(6회)
기술부문 수상자

2007년 수상

김병영 (9회)
기술부분 수상자

2007년 수상

이중효 (10회)
사회부분 수상자

2008년 수상

정재송(8회)
기술부문 수상자

2008년 수상

이칠석(16회)
사회부문 수상자

2009년 수상

이재환(17회)
기술부문 수상자

2010년 수상

박주석(8회)
기술부문 수상자

2010년 수상

김길환(15회)
사회부문 수상자

2003년 수상

조양상(10회)
백혈병, 소아암 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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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선 2013 자랑스런 기공인상(기술부문)에 당선되신 것을

축하 드리며, 소감 한마디 부탁 드립니다.

자랑스런 기공인에 선정 된 것에 대하여 무한한 영광으

로 생각합니다. 단순히 사회에서 성공한 동문이 아닌 모

교의 이름을 걸고 국가와 사회를 위해 더 열심히 일하라

는 뜻으로 알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경영하고 계신 회사에 대한 소개 부탁 드립니다.

‘사회에 공헌하고 고객에게 감동을 주는 선도기업’을 비

전으로 한 한라IMS㈜는 부산 강서구 화전동에 본사를

두고 있습니다. 사업장으로는 본사 및 기술연구소 외에

화전 1·2공장, 녹산공장이 있으며, 여기서 레벨, 시스

템, 기계, 환경, LED등 5개의 사업부가 각기 제품을 생

산하고 있습니다. 관계사로는 중국 장가항에 위치한 현

지법인인 한라선박기전과 한라NMT(중량물 운송), 블루

싸이언스(LED), 미래하이테크(소재부품가공)가 있습니

다. 한라IMS는 1989년 설립이래 산업용 레벨제어장치

및 선박용 탱크 계측 장비 분야에서 국내 선두업체로 자

리매김하고 있으며, 회사설립 후 25년간 꾸준한 연구개

발과 품질 향상 노력을 기울인 결과, 이제는 국내를 넘어

세계유수의 업체들과 어깨를 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2007년 5월 KOSDAQ상장 이후 시스템, 기계, 환경 등의

신사업 분야로 진출함으로써 선박종합부품회사로 성장

2013 자랑스런 기공인상 수상자 인터뷰 ▶▶▶
동창회와 산업발전 그리고 사회에 기여한 동문을 찾아 격려함으로써 동문으로서의 자긍심을 높이자는 취지로 제정된 
자랑스런 기공인상은 벌써 11년째를 맞이하고 있다. 2013 자랑스런 기공인상(기술부문)에 선정된 김영구(9회) 동문을 만나보았다.

사업부 현황

레벨 사업부

기계 사업부

시스템 사업부

환경 사업부

LED 사업부

본사 및 기술연구소_ 부산

● 2013 자랑스런  기공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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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업다각화를 위해 진출한 LED사업부는 2011년

부터 공공 조달시장 공략에 본격 나서, 2012년 상반기에는 쟁쟁한 LED

조명업계들을 제치고 ‘넘버3’안에 포함되는 파란을 일으키고 있습니

다. 이처럼 한라IMS가 단기간에 LED 조명업계의 간판주자로 떠오른

배경에는 조선기자재 국산화 개발 선두주자로서 검증 받은 R&D능력

을 바탕으로 한 기술개발력(친환경 고효율 ‘LED 공장등’과 국내 최고

밝기 M1 등급의 ‘LED 가로등’ 개발 등 LED 관련 특허 10여 개 획득)

과 과감한 투자(2012년 LED 공장 신축) 등을 통해 조달시장에 진입하

자마자 상위권에 뛰어오르는 저력을 발휘할 수 있었습니다.

평소 생각하고 계신 회사의 경영이념과 앞으로의 비전이 무엇인지요?

한라IMS가 1989년 설립이래 지속적으로 성장한 배경에는 ‘연구개발, 신

사업 투자, 공격적 마케팅’이라는 추진 동력과 ‘사람중심의 경영철학’이

있습니다. 실제로 업계 리딩 컴퍼니로 자리매김한 지금도 끊임없이 R&D

와 신사업에 대한 투자를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그 결과 LED신사업은

조달시장에서 매출순위 4~6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올해는 선박 평형수

처리장치(BWMS) 개발을 완료함으로써 최대 80조 규모의 세계시장에서

유수의 글로벌 기업들과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습니

다. 회사의 경영이념을 대신하여 ‘사람중심’과 ‘긍정의 힘’이라는 경영

철학을 강조함으로써 내부결속과 사기진작에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특

히 2012년에는 부산지역 가장 일하고 싶은 기업과 고용우수기업에 선정

되기도 했습니다. 한라IMS가 비록 크지 않은 기업이지만 전 직원에게 대

기업이상으로 혜택을 줄 수 있는 튼튼한 기업으로 성장하도록 노력할 것

입니다.

LED가로등
(국내 최고 밝기 M1등급)

LED공장등
(친환경 저전력 고효율)

Radar Type Cargo
monitoring system

BWMS
(Ballast Water Management System)

● 화전 2공장_ 부산 ● 녹산공장_ 부산 ● 해외법인_ 중국

● 부산시 고용우수기업 선정_ 2012 ● 2012 부산지역 가장 일하고 싶은 기업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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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선·후배 동문 여러분 !

2004년부터 동창회에서 재정자립이 절실하게 필요하여 추진한 동창회비 납부 운동에 그동안 많은

동문님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비약적인 발전을 이루게 되어 깊이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2011년 시작된 1만 구좌 캠페인 후 최근 동창회비 납부구좌 수가 많이 줄어들어 동창회의 경영이

다시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또한 올해부터 우리 동창회의 주요 사업인 기능탑제전과 동창회장배 동문

골프대회 및 동문등산대회를 동창회 주관으로 진행하게 됨에 따라 더욱 여러분의 참여가 절실히 필요한

시점입니다. 

이에 재정자립의 초석을 다지고 탄탄한 동창회를 구축하고자 ‘동창회비 2구좌 플러스 운동’을 시작합

니다. 이를 기반으로 산하동문회 활성화가 이루어질 것이며 숙원사업인 동창회관 건립이 앞당겨질 것입

니다. 자랑스러운 동문을 하나로 만드는 ‘동창회비 2구좌 플러스 운동’에 적극 동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창회는 동문 모두의 것입니다. 

1구좌는 3구좌로, 3구좌는 5구좌로 동문 여러분의 뜻깊은 사랑과 적극적인 참여를

희망합니다.
동문 여러분께서 납부해주신 동창회비는 아래와 같이 사용되고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첫째, 총2,642명 (6,784구좌)의 동문님께서 참여해 주셨습니다.(2013년 12월 기준)

둘째, 동창회관 건립기금의 지속적인 증대를 이루고 있습니다.(총모금액 1,554,475,504원)

셋째, 기능탑제전, 등산대회, 골프대회 행사 추진에 더 많은 지원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넷째, 모교지원 및 장학사업에도 더 많이 지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섯째, 사회적으로 모교의 위상을 높이는데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동문 여러분의 관심과 사랑을 부탁드립니다. 

국립부산기계공업고등학교동창회 제34대 동창회장  김 태 영배상

동창회비 2구좌 플러스 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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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납부현황 및 2014년 동기회별 목표 

기수 목표
동창회비 납부현황(구좌)

기수 목표
동창회비 납부현황(구좌)

금액(천원) 달성률 계 금액 달성률 계
1회 55 2,000 +49 104 23회 278 10,000 -113 165 
2회 55 2,000 -33 22 24회 278 10,000 -225 53 
3회 55 2,000 -35 20 25회 278 10,000 -215 63 
4회 55 2,000 -1 54 26회
5회 138 5,000 +23 161 27회
6회 138 5,000 +7 145 28회
7회 138 5,000 +10 148 29회
8회 278 10,000 +288 566 30회
9회 278 10,000 +44 322 31회
10회 833 30,000 +143 976 32회
11회 555 20,000 -32 523 33회
12회 555 20,000 -39 516 34회
13회 555 20,000 -283 272 35회
14회 555 20,000 -301 254 36회
15회 555 20,000 -256 299 37회
16회 555 20,000 -134 421 38회
17회 555 20,000 +13 568 39회
18회 278 10,000 -68 210 40회
19회 278 10,000 -91 187 41회
20회 278 10,000 -134 144 42회
21회 278 10,000 -139 139 43회
22회 278 10,000 -157 121 합계 10,000 360,000 -3,216 6,784 

1,868 67,000 -1,537 331 

(2013년 12월 기준)

납부신청안내 TEL. 051)742-6746  FAX. 051)746-6747

동창회비 납부 참여에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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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구좌 0803039 08 위호철
100구좌 1613018 16 이칠석 1709007 17 이재환
66구좌 0102015 01 나재일 1110004 11 김종원

0405005 04 구영석 0601039 06 전중수
50구좌 0801048 08 강맹수 0902001 09 김향곤 0911027 09 김영구

0905052 09 고석재 1213002 12 이용재
33구좌 1015028 10 손영식 1114024 11 강준구 1815029 18 김태형
31구좌 0702040 07 차성호
30구좌 0508003 05 심상호 0902022 09 황병득
28구좌 0806050 08 정현오
25구좌 1709037 17 방인복
24구좌 0811027 08 김석준
21구좌 2310011 23 이창열

20구좌
0702014 07 허금도 0804058 08 하창수 1006044 10 윤일진
1404034 14 이상석 1409011 14 최남식 2003035 20 나성훈

17구좌 1202017 12 박희준
16구좌 1712015 17 황성택
12구좌 1113011 11 노용재

0907055 09 이진두 1002023 10 배석태 1013013 10 이진영 1014034 10 정창희
1006005 10 이수열 1012007 10 장인영 1002006 10 이중효 1007057 10 홍상표
1008030 10 구광모 1007050 10 곽병룡 1113054 11 이영배 1106040 11 문광욱

11구좌 1107011 11 이근호 1112010 11 신달식 1112004 11 오봉환 1212017 12 이순기
1202052 12 김경협 1614032 16 박철성 1614038 16 김정배 1802041 18 박오석
1715037 17 정현철 1710018 17 장성혁 1706002 17 황상규 1804042 18 주승용
1911010 19 박진우 2008043 20 김성훈
0104020 01 김용휘 0101028 01 김성문 0305004 03 오근수 0505009 05 김광오
0506036 05 송동찬 0205004 02 양현수 0702025 07 박준규 0704023 07 최영호
0809041 08 김재기 0602006 06 박재성 0810046 08 최석균 0812023 08 곽동일
0813029 08 진경규 0809035 08 류만열 0809048 08 진용근 0807033 08 박근종
0806016 08 박주석 0804012 08 김기진 0801044 08 정종훈 0801013 08 윤진근
0910010 09 허동해 0811034 08 신용수 0804003 08 최  철 0903058 09 엄재광
0915029 09 강정주 0805021 08 정재송 0912048 09 박승찬 0901045 09 정동락
1013002 10 정정환 0914054 09 박기현 1003034 10 이배섭 1002055 10 송경현
1006014 10 최동옥 0902034 09 정효근 1001023 10 김종찬 1008039 10 박영복
1008041 10 김영옥 1005043 10 이동수 1011055 10 정형수 1002009 10 강기환
1001043 10 김종경 1010032 10 백영만 1002022 10 권기옥 1006037 10 정옥윤
1002033 10 이중순 1007026 10 안장원 1004058 10 이현재 1008037 10 김호경
1011026 10 조충호 1008057 10 정대길 1012002 10 문승석 1005010 10 하상호
1006017 10 배종주 1006008 10 김종만 1006005 10 이수열 1015011 10 조성한
1005026 10 김홍원 1005018 10 유천준 1005020 10 장은주 1014036 10 김천수

10구좌 1113006 11 최명흠 1001043 10 김종경 1009048 10 안재덕 1012003 10 강성중
1113007 11 김종곤 1007018 10 손상익 1107039 11 김송태 1111018 11 이해봉
1102042 11 김승후 1111012 11 김일배 1101036 11 이점수 1106046 11 정삼모
1104044 11 이균백 1115021 11 유영욱 1112039 11 김용수 1109009 11 백선일
1211030 12 김준태 1113024 11 김태영 1202012 12 임희섭 1111009 11 박병수
1205042 12 이광배 1107037 11 김창규 1213003 12 김주일 1208035 12 허권도
1211009 12 서태열 1215010 12 김무용 1215030 12 박봉경 1210050 12 임쌍근
1206016 12 정종권 1210001 12 김태봉 1212001 12 최기열 1207042 12 노용만
1399072 13 송필주 1210002 12 윤진수 1314030 13 장영호 1202048 12 탁용주
1411052 14 이시화 1314034 13 최성진 1309043 13 이기한 1307029 13 유점용
1513004 15 이동용 1314039 13 이상명 1414056 14 박재업 1301019 13 김대성
1502014 15 김흥만 1409050 14 박수복 1514004 15 정태옥 1506042 15 노창완
1603051 16 조충래 1512026 15 송방철 1612031 16 박성원 1601049 16 전오수
1614003 16 정기진 1601047 16 양재원 1613009 16 박근식 1614009 16 홍의삼
1615015 16 박학제 1611051 16 김선태 1715048 17 박노식 1712027 17 박종덕
1710054 17 임춘섭 1609051 16 송석우 1701044 17 이선목 1704003 17 이형갑
1711037 17 서정희 1715055 17 김익수 1812017 18 김광수 1806034 18 김유성
1903017 19 김주철 1809003 18 김윤규 2105033 21 양  직 2303048 23 박순일
2305051 23 엄칠복 2007012 20 김종희 2307031 23 김상수 2315011 23 서희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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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구좌 2306033 23 이동하 2304024 23 원주식 2709007 27 정윤만 2916033 29 윤동원
8구좌 1013049 10 여문호 2413049 24 장진희
7구좌 1212033 12 이만순 1715022 17 윤치룡

0607020 06 김수명 0701029 07 김호주 1003028 10 이상문 1006036 10 김종진
1010008 10 박정숙 1011009 10 최병철 1007007 10 장준홍 1009051 10 심재철
1012010 10 명남식 1010012 10 최정환 1113030 11 오세욱 1599076 15 기영식

6구좌 1515047 15 신재형 1515012 15 김길환 1708004 17 이병도 1710022 17 정성수
1705018 17 조성래 1703011 17 권동식 1715003 17 김성호 1714019 17 김종철
1712006 17 김만성 1705045 17 신주수 1707057 17 이정환 1703034 17 박경복
2104005 21 조상환 2504024 25 박승욱 2701049 27 강동건 1007026 10 안장원
0202006 02 김의근 0303015 03 김강호 0508001 05 이구식 0502009 05 문득철
0607023 06 박말용 0605031 06 강귀영 0602030 06 권태근 0601023 06 조약래
0602013 06 송철호 0701031 07 김경수 0703007 07 정영록 0707026 07 김경명
0801024 08 안성균 0803025 08 이재신 0815023 08 김창신 0803018 08 최순민
0812009 08 정삼술 0802033 08 김문현 0815006 08 안극섭 0811050 08 김영태
0803027 08 정진호 0810003 08 김영호 0809006 08 김석구 0814049 08 윤하원
0808004 08 신외진 0913042 09 김문철 0913056 09 조성록 0903007 09 김용관
0911025 09 장갑주 1012011 10 박정균 1015009 10 조윤현 1006020 10 신현범
1011039 10 임성수 1011003 10 김찬렬 1003052 10 방현석 1014018 10 변석환
1004042 10 신익철 1010047 10 김문학 1015005 10 이덕용 1012012 10 조영준
1007005 10 박주현 1014046 10 안동흥 1013008 10 곽종문 1015037 10 정군석
1007054 10 박영훈 1011035 10 이재구 1003054 10 류철기 1008052 10 박중호
1014008 10 이동옥 1014030 10 김장래 1009045 10 진철기 1004031 10 이신옥
1010005 10 남영현 1007046 10 김장수 1012013 10 이상배 1014014 10 이영건
1007020 10 김호용 1003018 10 양승도 1002019 10 고상규 1012053 10 윤재석
1004007 10 김홍춘 1013054 10 서동국 1009036 10 정기식 1009006 10 김정석
1011023 10 김규동 1005027 10 김홍걸 1004002 10 정순로 1009011 10 곽삼룡
1001032 10 유명호 1008009 10 김동수 1015012 10 허영신 1009023 10 김일관
1004025 10 함경식 1014039 10 정호진 1013002 10 정정환 1006017 10 배종주
1107050 11 안희태 1112034 11 김한지 1115009 11 김채국 1101056 11 김문천
1110009 11 박진기 1103009 11 김익동 1105053 11 황용태 1113022 11 이선룡
1105001 11 김선영 1110041 11 백이용 1108015 11 정윤규 1110035 11 임윤식
1203039 12 정형종 1208041 12 박옥균 1209045 12 유창남 1213033 12 박재영
1206049 12 정영덕 1211021 12 이일수 1215035 12 홍병호 1203026 12 황두영
1209006 12 김재우 1209057 12 최이우 1208060 12 최승수 1203017 12 이찬희
1215051 12 윤재덕 1207050 12 이일권 1211028 12 강대성 1202022 12 최창규
1206043 12 서영수 1209050 12 남궁담 1209003 12 홍상헌 1303009 13 박충규
1315009 13 조진성 1314014 13 김  영 1307017 13 정이윤 1303045 13 박희준
1315044 13 이종필 1309016 13 이평열 1309012 13 조현근 1310026 13 박영대
1315008 13 김동환 1304007 13 이채덕 1315032 13 김종현 1315046 13 강석점
1409027 14 이재구 1405017 14 이상진 1408045 14 김수복 1403051 14 박재남
1402039 14 김도석 1408042 14 강주택 1410023 14 문인호 1410008 14 안용희
1403052 14 구본호 1409031 14 이금재 1412022 14 김종철 1403005 14 이상환
1410057 14 양희구 1504028 15 이봉제 1508020 15 정재일 1502015 15 이종수
1507023 15 정종길 1609050 16 장봉근 1610022 16 성호철 1611028 16 이상홍
1610035 16 이명환 1603020 16 정영수 1605042 16 홍석주 1609019 16 손영호
1615026 16 김태윤 1611047 16 이훈교 1709028 17 김영욱 1708045 17 안승배
1715006 17 신현창 1713007 17 정영복 1713032 17 차영복 1707026 17 정철우
1715019 17 윤한규 1706049 17 김자운 1702045 17 정순필 1705042 17 하진성
1701031 17 한천수 1713040 17 구정문 1708015 17 최현호 1713015 17 오윤택
1710033 17 김영만 1713010 17 전수호 1706028 17 박철수 1702014 17 김용두
1713056 17 박동활 1713016 17 이형주 1713025 17 황규부 1708018 17 백명호
1799032 17 김평국 1702020 17 박준수 1713050 17 안희태 1707052 17 김태균
1714055 17 김창섭 1701053 17 이규열 1712038 17 서인종 1706010 17 권세진
1704049 17 배재일 1809021 18 황인복 1808003 18 배근한 1810032 18 서무성
1814034 18 방용식 1811027 18 차기수 1802046 18 김진수 1801050 18 이재화
1907037 19 김학창 1902024 19 정우태 1912044 19 심상정 2004032 20 차동입
2007012 20 김종희 2004053 20 조성화 2110037 21 정병호 2105053 21 안병환
2107034 21 김해철 2115030 21 김영욱 2104052 21 유승훈 2113015 21 이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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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3002 22 김효용 2212017 22 박준석 2213002 22 김효용 2307013 23 김승태
2301031 23 이철규 2302006 23 김승철 2401013 24 김광효 2409042 24 김만석
2503031 25 서재억 2504034 25 강동율 2612034 26 김상국 2613013 26 박종현
2609048 26 박형기 2611006 26 설언동 2614035 26 안동진 2612006 26 이찬기
2612010 26 백민곤 2712031 27 김동규 2709034 27 김명중 3004036 30 윤용태
2709007 27 정윤만 3401006 34 노동현 3507012 35 박봉한
1003049 10 황석식 1006053 10 이정용 1013036 10 정홍진 1005025 10 성동열
1004032 10 류지웅 1015029 10 장근준 1210007 12 이왕하 1215044 12 신용철
1208023 12 최종현 1212055 12 김주곤 1314033 13 조석규 1513050 15 최병안
1506013 15 변주섭 1510047 15 이승기 1515028 15 최임근 1514045 15 김홍중
1704001 17 김종문 1715006 17 신현창 2413033 24 지창범 2505005 25 노재민
3006039 30 이한영
0105015 01 이철규 0105021 01 홍정희 0305015 03 김용수 0506019 05 한봉화
0507027 05 이재현 0507009 05 안도곤 0506005 05 강동수 0502005 05 신대수
0507011 05 이상근 0506026 05 한웅수 0505010 05 서수길 506012 50 이철문
0501025 05 이효만 0506029 05 김용학 0507033 05 박병수 0505026 05 최성덕
0506034 05 김정호 0508027 05 강예경 0506020 05 오석환 0508011 05 김덕길
0502024 05 이근우 0505027 05 김원찬 0505019 05 김동환 0601004 06 강병구
0601016 06 박개암 0602029 06 김하영 0605026 06 정명진 0705001 07 이종원
0607020 06 김수명 0603016 06 서병조 0607020 06 김수명 0802025 08 문삼동
0705035 07 이수록 0701026 07 김종인 0815011 08 정만석 0813025 08 김기만
0811048 08 정진성 0815036 08 안준학 0804029 08 이종문 0912039 09 송종길
0806008 08 이학용 0812049 08 황상석 0915022 09 이점섭 0903056 09 박이환
0905035 09 정운곤 0915027 09 김영신 0908004 09 성태근 0911045 09 류순복
0915021 09 조윤구 0914012 09 김병영 0908009 09 배종기 1007041 10 강병훈
0914048 09 이강우 0914037 09 김응덕 1001051 10 홍승교 1006010 10 지준우
1003020 10 김현수 1015016 10 박용문 1007037 10 강성구 1002021 10 강원기
1004057 10 이병호 1015007 10 김성수 1001026 10 주우식 1008013 10 강종표
1015001 10 이병인 1015018 10 이상용 1007024 10 김근오 1015044 10 김병수
1013035 10 박평운 1007015 10 김용만 1012045 10 이헌동 1015030 10 이상순
1008007 10 송정식 1004053 10 문병문 1007016 10 이호섭 1013046 10 박홍주
1015024 10 조만철 1006018 10 최기선 1005023 10 박승하 1013005 10 이오석
1003048 10 이태헌 1015019 10 김유진 1001044 10 양기보 1006041 10 차상중
1012030 10 서진학 1012038 10 장주섭 1011010 10 김화기 1012042 10 김판근
1012001 10 이상균 1010025 10 임재철 1004056 10 김지왕 1014041 10 노재민
1010033 10 최중식 1001055 10 조용문 1009003 10 임병호 1002025 10 임춘택
1005019 10 장영덕 1008015 10 양경열 1005033 10 오영근 1105017 11 조경래
1108017 11 김창호 1103023 11 양용배 1111041 11 문병필 1102039 11 이효열
1105054 11 장석봉 1109005 11 오정훈 1106015 11 고진성 1112032 11 정연대
1102010 11 문상석 1113043 11 김성근 1114023 11 이종본 1108018 11 최호현
1112005 11 최재식 1112031 11 전천석 1115045 11 배정로 1109003 11 김광용
1103047 11 전영남 1106038 11 강수곤 1106047 11 윤선규 1205003 12 신광호
1111028 11 문우길 1112035 11 성원경 1207040 12 안동수 1211015 12 류상현
1210015 12 김대호 1205053 12 안진수 1210012 12 김동주 1211005 12 강학만
1214017 12 최봉민 1201043 12 윤명원 1209018 12 제해덕 1304034 13 김병수
1210017 12 곽희종 1213023 12 손경철 1314051 13 김인제 1314025 13 황용철
1311011 13 이길섭 1305032 13 유춘근 1308039 13 김익수 1307023 13 이석주
1309044 13 전만수 1304006 13 김태수 1301050 13 정태회 1309038 13 김상식
1309003 13 김용형 1309019 13 김성우 1301004 13 송동학 1307007 13 이용수
1314056 13 류성규 1303056 13 권해진 1314036 13 김광호 1308018 13 권광수
1302009 13 이봉석 1314034 13 최성진 1305032 13 유춘근 1406045 14 박원철
1305056 13 공효규 1414054 14 김회길 1409037 14 서용석 1415002 14 이봉권
1405044 14 황성호 1402048 14 이태재 1409052 14 이원출 1401027 14 여영국
1406023 14 강능규 1410022 14 위호용 1409045 14 김상곤 1506029 15 최재용
1508011 15 안봉철 1504054 15 박재희 1512010 15 문을석 1507002 15 류재호
1509001 15 장진섭 1505022 15 배종원 1512003 15 이기세 1505053 15 최부훈
1511014 15 김대중 1505032 15 정현태 1508052 15 이호준 1512021 15 김춘호
1512032 15 이관호 1513017 15 심종화 1511007 15 오경호 1511040 15 신철성
1508042 15 임성섭 1504035 15 이영주 1502022 15 여승익 1513032 15 김호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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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6012 15 신석동 1508033 15 이진호 1511026 15 최희섭 1604042 16 박영태
1614023 16 권원태 1602032 16 정재해 1609049 16 곽남민 1715019 17 윤한규
1603009 16 김종만 1602051 16 하강섭 1608053 16 이흥원 1709033 17 박종문
1701034 17 권영태 1704047 17 김길곤 1707011 17 박경태 1814004 18 예재운
1702012 17 최성한 1712010 17 임경만 1811054 18 조주석 1803016 18 박진규
1805031 18 박상일 1805004 18 주한희 1809008 18 양선용 1911002 19 김동규
1809053 18 박정식 1811007 18 권락현 1902006 19 김성배 1906035 19 정찬규
1911034 19 송성조 1914033 19 박성숙 1906032 19 조종민 1902015 19 남일권
1912035 19 김승연 1913016 19 전주현 1910009 19 박무희 1902034 19 김종한
1915029 19 박희준 1902026 19 노중현 1907002 19 문병국 1904019 19 이종현
1909035 19 조인호 1904035 19 허  경 1910033 19 최문환 2103016 21 구대형
2006021 20 윤후철 2010014 20 김  일 2012011 20 정규호 2108029 21 김용실
2015052 20 정주태 2002019 20 이동욱 2007016 20 강정훈 2105003 21 박홍호
2110026 21 홍진이 2113010 21 천경호 2104031 21 정일수 2103016 21 구대형
2103005 21 박광희 2107031 21 안병석 2104045 21 김현수 2202003 22 조삼래
2109055 21 이승희 2202028 22 이영화 2204030 22 강경모 2211022 22 고광득
2203010 22 박경찬 2209040 22 김민기 2212025 22 정순영 2413004 24 김태복
2312019 23 박순옥 2312043 23 염창영 2313015 23 고상철 2513041 25 송재원
2402031 24 최영권 2410020 24 이상화 2503012 25 이래찬 2613015 26 차용환
2513035 25 남도형 2504024 25 박승욱 2513041 25 송재원 2612044 26 박부승
2610038 26 도현국 2614037 26 배태환 2613010 26 김종민 2808012 28 이한철
2603012 26 김건동 2703002 27 김충환 2702036 27 김정운 3011042 30 정상종
2802019 28 옥찬석 2814003 28 김상겸 3013017 30 성정현 3210029 32 이대성
3102025 31 박진우 3105034 31 신호재 3210026 32 오승환 3704028 37 전성규
3402020 34 박성권 3411013 34 김종헌 3615028 36 이태희
0301026 03 이동극 0508025 05 백죽엽 0502027 05 서재욱 0503019 05 김종만
0504021 05 문홍조 0507032 05 박은실 0608030 06 최영호 0702047 07 이우환
0703037 07 장지록 0803019 08 김상석 0806022 08 정연일 0806001 08 박주옥
0802038 08 김성표 0806018 08 장수룡 0809001 08 조재철 0806052 08 송선근
0811015 08 오언택 0805048 08 김의현 0907007 09 전상국 0913043 09 박종찬
0901052 09 배종용 0909050 09 신영화 0911031 09 유구열 0905010 09 이학주
0903030 09 김현준 0905050 09 양서규 0911004 09 이승희 1014001 10 진호구
1011040 10 정장한 1008038 10 김재찬 1013032 10 현성호 1013050 10 정오연
1010048 10 김우진 1007013 10 황용환 1002001 10 정병철 1011030 10 최병락
1003055 10 정진호 1009015 10 조진배 1015045 10 최규택 1013042 10 곽은석
1007045 10 이규열 1012047 10 손인익 1015017 10 이창근 1002044 10 권오성
1009009 10 하태경 1007058 10 문금식 1012043 10 임성춘 1002018 10 장기석
1001007 10 김달성 1003025 10 송덕룡 1014042 10 임성철 1007051 10 김길종
1014033 10 류순철 1013056 10 안  혁 1012019 10 노경우 1011017 10 김재희
1014012 10 송하종 1011007 10 김동식 1006024 10 이재호 1005013 10 이상동
1010022 10 정장섭 1004040 10 최근동 1007018 10 손상익 1011051 10 이창엽
1003056 10 나학주 1010037 10 김순진 1013041 10 송정주 1113036 11 김경신
1106005 11 서일식 1109041 11 김억년 1106058 11 방인수 1113039 11 임이규
1102035 11 이용두 1108013 11 권상신 1111038 11 이용호 1109043 11 장권섭
1111045 11 김영권 1109018 11 김용진 1207056 12 박인권 1204043 12 이상무
1209010 12 김용수 1214031 12 정순학 1201040 12 송명호 1205015 12 이재경
1212029 12 김택수 1214012 12 이수희 1209003 12 홍상헌 1304021 13 김운철
1302032 13 김용호 1310037 13 이기영 1312030 13 최은호 1301030 13 강일영
1313014 13 손병진 1310046 13 강창원 1315022 13 최연도 1301006 13 권수오
1304035 13 강순근 1305004 13 오민세 1403013 14 여종한 1408052 14 정기철
1413010 14 정광조 1410030 14 장현탁 1408010 14 김행곤 1414016 14 박찬훈
1409014 14 오정환 1515018 15 노명고 1510028 15 손우영 1512031 15 류종섭
1512019 15 정영철 1510044 15 김용운 1508041 15 유한덕 1510036 15 최준광
1510011 15 이용경 1509055 15 이광효 1510038 15 김진문 1508005 15 정영호
1508045 15 김일안 1511042 15 이영훈 1509003 15 김충식 1512053 15 김용환
1508039 15 신병철 1509030 15 김태현 1509035 15 이영한 1506041 15 차만식
1503029 15 양대갑 1510032 15 이상민 1508046 15 김성연 1512016 15 변태현
1513043 15 한천수 1514012 15 김용석 1511052 15 허동해 1503051 15 민장식
1510039 15 정성현 1509036 15 인진태 1608054 16 남종희 1613045 16 김봉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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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8006 16 이종섭 1606046 16 정진찬 1612017 16 홍성탁 1608038 16 서양환
1604024 16 이종한 1607008 16 유병출 1607054 16 박용석 1712046 17 이진우
1712035 17 허완시 1702008 17 최철규 1709032 17 김덕수 1702051 17 홍석규
1705038 17 이흥근 1708057 17 정원용 1711038 17 차현주 1815015 18 배점수
1814026 18 박상형 1809012 18 홍백락 1815039 18 이영수 1809028 18 한영철
1812047 18 곽원철 1913020 19 정상태 1904037 19 김택수 1904029 19 김종권
1902005 19 김기록 1906015 19 이진석 1911014 19 이도원 1903027 19 한승수
1910029 19 박형수 1903053 19 이인석 1906033 19 심영일 1913021 19 김철식
1911005 19 엄만봉 1907021 19 허  경 1912018 19 최상석 1913035 19 최진길
1905026 19 이수일 1906045 19 하창명 1906017 19 양기협 1913027 19 이형철
1913014 19 전한명 1901043 19 정인철 2002056 20 박동조 2003015 20 최명주
2004037 20 정경훈 2008046 20 백동수 2001039 20 서문철 2012007 20 최문수
2110018 21 최진권 2112031 21 정승모 2107014 21 정원상 2211047 22 이헌길
2202002 22 신용욱 2306044 23 최대봉 2302046 23 고재일 2307046 23 이성윤
2501040 25 최  현 2611028 26 전현호 2613007 26 장일석 2609008 26 김봉주
3306028 33 윤충원 3405017 34 송성훈 3501019 35 윤덕용 3501008 35 김택균
3611006 36 김성문 1608006 16 이종섭
0101011 01 김용준 0104012 01 어재선 0101018 01 김문수 0103020 01 장윤규
0103006 01 김성재 0104025 01 조종래 0101012 01 김수홍 0103006 01 김성재
0102022 01 정영효 0102006 01 정인식 0101006 01 변석갑 0202008 02 정선일
0102017 01 김광식 0104013 01 이상부 0104024 01 오성주 0205007 02 현금호
0202008 02 정선일 0204005 02 박언세 0201009 02 김문구 0303002 03 서종수
0202004 02 윤학현 0203006 02 문익주 0204025 02 이순호 0202013 02 이선망
0305007 03 이판수 0302022 03 이흥도 0499024 04 김영철 0403002 04 최광재
0305007 03 이판수 0403018 04 백순삼 0506007 05 정기영 0501033 05 김  일
0405007 04 오상진 0502011 05 김정석 0507025 05 김창래 0505016 05 김영업
0506015 05 정소규 0501007 05 윤한재 0503004 05 마영준 0501037 05 이영배
0502029 05 이희건 0501031 05 김형수 0507002 05 구윤덕 0599039 05 이우학
0501030 05 임정길 0502032 05 강위수 0503030 05 김부경 0502017 05 조중래
0501017 05 진원태 0502022 05 정명기 0504023 05 박노활 0506005 05 강동수
0501035 05 황길호 0504006 05 임근호 0501012 05 오성훈 0501008 05 전기찬
0505028 05 예석수 0503024 05 고성호 0506030 05 박  정 0505010 05 서수길
0505007 05 문덕준 0501005 05 황철환 0603013 06 정만수 0602018 06 표세균
0506021 05 김성식 0501011 05 김용필 0602040 06 임종복 0602028 06 김영수
0601036 06 김영목 0607032 06 조휘섭 0602015 06 최현호 0601014 06 강영은
0601024 06 이진평 0605016 06 김유겸 0601018 06 이창렬 0606007 06 신기찬
0602024 06 국춘원 0601015 06 홍인욱 0601001 06 박회선 0603027 06 윤석중
0606038 06 이중호 0606034 06 이종복 0606019 06 강호석 0605015 06 이양희
0605014 06 한수택 0603003 06 고재근 0605011 06 이상칠 0604026 06 김형규
0606015 06 이상현 0604035 06 김작지 0605020 06 이해득 0601028 06 백성혁
0606004 06 김성기 0608007 06 공상규 0605037 06 이선재 0602008 06 김홍구
0605010 06 김윤열 0603009 06 김덕만 0607012 06 김명길 0603020 06 김규호
0603021 06 이정렬 0606009 06 문정선 0706013 07 김인수 0702009 07 김영태
0705023 07 서주영 0702009 07 김영태 0706035 07 안기수 0702044 07 정정길
0706018 07 이성용 0704029 07 손희태 0707037 07 성재규 0706009 07 정영렬
0705034 07 노해석 0702026 07 박태화 0703016 07 임영호 0704004 07 강상식
0702049 07 김해연 0703001 07 최태경 0701011 07 김석환 0701043 07 김보환
0706033 07 신유식 0702037 07 백남달 0702008 07 이창우 0799018 07 허경동
0705031 07 김충욱 0704041 07 김채진 0702019 07 조근수 0704038 07 한성구
0706034 07 우한진 0702031 07 김대겸 0702032 07 김외호 0701021 07 차화준
0702039 07 이윤수 0701014 07 김진수 0705014 07 고남진 0703014 07 김관식
0702001 07 권기철 0701047 07 김대윤 0702008 07 이창우 0814034 08 오후기
0704027 07 윤강조 0706036 07 박영택 0813033 08 이명환 0807014 08 주태원
0808028 08 강옥수 0814044 08 손덕수 0805029 08 이호연 0808012 08 김형룡
0812045 08 김동춘 0813030 08 신익수 0810016 08 허명진 0815045 08 이해균
0813049 08 최석수 0802024 08 서성근 0815007 08 김경수 0810034 08 박이걸
0815024 08 김한승 0815021 08 이성훈 0815038 08 정성호 0803022 08 김문성
0812021 08 김윤기 0805045 08 문승학 0807049 08 공진군 0815047 08 김종근
0805013 08 김기태 0815021 08 이성훈 0810020 08 곽정환 0801022 08 조현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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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03014 08 김만곤 0814054 08 정창생 0806011 08 조상근 0811003 08 이상업
0813046 08 김철수 0814043 08 신종욱 0802015 08 김영만 0804051 08 이규삼
0804032 08 박광식 0809038 08 김용진 0803006 08 이광섭 0815018 08 신현정
0810022 08 배차한 0802008 08 황해구 0806034 08 정택화 0803049 08 강병열
0811039 08 이진호 0804026 08 방중배 0805019 08 김소식 0812034 08 김단현
0808030 08 한창구 0808049 08 박동민 0804049 08 이순립 0810013 08 신영호
0803056 08 이홍순 0803057 08 유승조 0802020 08 배병권 0802051 08 강민석
0815010 08 이우달 0812056 08 이재만 0803047 08 박성규 0806013 08 김영곤
0814039 08 김동명 0814004 08 이근희 0806030 08 김용권 0803040 08 김진극
0810041 08 김영관 0811013 08 김경수 0802046 08 김수남 0810037 08 정창진
0801008 08 하대일 0806026 08 김영학 0807053 08 조성열 0808025 08 김주봉
0801058 08 김재근 0801032 08 주쾌식 0806043 08 이성우 0808035 08 손유호
0804028 08 임유택 0812025 08 최무윤 0807031 08 구광수 0813047 08 박준화
0814042 08 조용관 0808023 08 김기락 0804023 08 이주희 0801042 08 김용명
0814032 08 오정택 0801023 08 이부섭 0809014 08 김중철 0815043 08 최홍대
0806049 08 최영수 0813016 08 김재권 0803012 08 윤종남 0812050 08 정성열
0807011 08 이효환 0811046 08 유돌이 0913047 09 이상수 0915014 09 최부림
0803015 08 문성곤 0913048 09 백남금 0906026 09 김유석 0908005 09 곽병희
0913050 09 배남부 0910015 09 이선봉 0907039 09 이경환 0913042 09 김문철
0907008 09 김병광 0904049 09 김용우 0913012 09 김주성 0910003 09 송승호
0902004 09 오동근 0907047 09 권창수 0902049 09 최삼출 0914047 09 진규목
0914029 09 김병억 0915052 09 김은수 0915040 09 김황운 0906041 09 박찬엽
0910037 09 심재환 0914014 09 김  철 0912015 09 박계성 0913039 09 김일두
0910051 09 송인영 0915052 09 김은수 0913053 09 배재윤 0903008 09 이길수
0909033 09 박무범 0912051 09 백남도 0904032 09 홍권식 0914044 09 김복겸
0904001 09 임대욱 0902050 09 서명옥 0902019 09 김현규 0906034 09 박춘원
0901030 09 이상문 0911022 09 유상선 0907024 09 이현우 0905014 09 권오운
0914004 09 강인식 0903015 09 이  철 0914038 09 정경태 0908018 09 장행갑
0911057 09 음세진 0909034 09 김재경 0901016 09 이성희 0904008 09 김옥곤
0911011 09 우종수 0903029 09 김춘섭 0905028 09 최원택 0907027 09 신세용
0913049 09 박철권 0905005 09 김종연 0907031 09 임길택 0910016 09 김상영
0912002 09 최철곤 0901040 09 김영식 0902012 09 전영구 0908012 09 차광현
0908039 09 김용현 0905043 09 권성렬 0905023 09 노학문 0906024 09 신영우
0908002 09 성대경 0913054 09 조동현 0911007 09 곽동훈 0906019 09 양정식
0906031 09 강진철 0910033 09 심기성 0910040 09 전동수 0915034 09 박성규
0907040 09 박순석 0911009 09 김부균 0909029 09 한상신 0914016 09 최상일
0908045 09 김광하 0905040 09 윤용한 0908035 09 김영화 0913026 09 최창일
0908014 09 조기준 0904028 09 오근석 0905011 09 엄철현 0910054 09 이종권
0914032 09 박영규 0911040 09 김성수 0913025 09 고영주 0909006 09 홍순표
0902033 09 김영철 0913037 09 박동철 0901053 09 윤병성 0904016 09 신주섭
0904056 09 김준연 0906047 09 강명돌 1006058 10 남인섭 1009019 10 공광규
1009046 10 정진호 1015014 10 조근래 1011031 10 김기대 1006052 10 강인우
1010024 10 서응수 1004013 10 강순준 1008017 10 이흥구 1005002 10 김선찰
1002014 10 김종원 1002031 10 이익희 1012015 10 오화성 1014040 10 박영배
1013012 10 박대환 1006013 10 오진희 1006023 10 이병주 1005055 10 신우기
1014053 10 김재욱 1015038 10 김정석 1004001 10 김주문 1013001 10 이현구
1001057 10 김종규 1015051 10 조영남 1013051 10 김경두 1003015 10 이황영
1011006 10 한경수 1015002 10 이광노 1005014 10 김태욱 1001017 10 임영환
1012005 10 김경윤 1015026 10 배수동 1013010 10 조정선 1003046 10 전병식
1002026 10 신성하 1008025 10 전엽수 1006040 10 김병곤 1002057 10 추명동
1015027 10 도영기 1014043 10 윤광열 1002004 10 유충삼 1004022 10 구의회
1015041 10 신광환 1005038 10 류건덕 1099048 10 권기용 1099035 10 류윤영
1015033 10 강태익 1014011 10 최경규 1015049 10 이윤식 1006047 10 이철규
1015052 10 이철호 1011056 10 임춘석 1015055 10 임학수 1003001 10 오상섭
1099019 10 김용환 1001023 10 김종찬 1013035 10 박평운 1004050 10 김종률
1013034 10 정순호 1004058 10 이현재 1014057 10 임길환 1003011 10 김춘식
1012044 10 성훈경 1012032 10 전병익 1010058 10 어민수 1005008 10 정학종
1002013 10 이문갑 1004039 10 이종대 1002020 10 정태영 1002005 10 이영우
1004034 10 김도균 1003046 10 전병식 1003048 10 이태헌 1002013 10 이문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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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8045 10 유헌기 1004032 10 류지웅 1005051 10 전병택 1004046 10 유달근
1009037 10 조양상 1010032 10 백영만 1008029 10 조경현 1010041 10 김동진
1003023 10 강채훈 1003036 10 서동준 1008050 10 박창윤 1002015 10 이상호
1014011 10 최경규 1011050 10 강윤국 1012011 10 박정균 1010011 10 백동기
1009040 10 오세진 1003041 10 신현찬 1010009 10 조동석 1005033 10 오영근
1011008 10 윤병우 1002022 10 권기옥 1002054 10 임동기 1014046 10 안동흥
1006035 10 이기문 1001035 10 김병일 1015040 10 이재신 1004019 10 주동원
1003022 10 김범래 1013009 10 김봉권 1015020 10 신환섭 1001031 10 박기영
1011043 10 박용남 1004016 10 박광율 1014013 10 김형수 1011034 10 채휘석
1002011 10 엄태일 1010035 10 이호재 1013037 10 김용복 1009048 10 안재덕
1004038 10 장태영 1004029 10 허대유 1014055 10 김종상 1004053 10 문병문
1003021 10 고동선 1007008 10 서봉환 1012020 10 이상식 1014018 10 변석환
1003010 10 임종호 1014005 10 이한원 1009016 10 손현웅 1104057 11 하성룡
1005012 10 여준모 1009001 10 황  진 1005009 10 정병하 1109046 11 하일호
1004017 10 김평도 1003032 10 백중열 1002052 10 김병설 1107029 11 김기철
1008039 10 박영복 1011033 10 박남성 1015013 10 이효성 1101058 11 박두곤
1010029 10 이종광 1010051 10 오장근 1004021 10 김진한 1014006 10 이병로
1013055 10 이동춘 1014027 10 김재일 1112055 11 박춘호 1104016 11 김남섭
1104024 11 정봉길 1111035 11 서대봉 1113033 11 최동익 1114052 11 함영선
1106016 11 조공현 1115043 11 강래철 1103017 11 이상연 1112028 11 김찬일
1102048 11 김한곤 1109032 11 주웅일 1104022 11 손만용 1107012 11 김동윤
1103018 11 이종두 1104033 11 김수호 1115045 11 배정로 1113009 11 서영신
1111033 11 최정학 1101001 11 유철재 1112027 11 박현웅 1104036 11 한의현
1114029 11 박동권 1105024 11 손민기 1104035 11 안수철 1109002 11 윤인구
1109019 11 김종득 1111025 11 김성환 1102057 11 최수식 1114035 11 오세준
1111006 11 이세진 1109020 11 주영태 1111055 11 남상칠 1207015 12 박순택
1108005 11 황헌연 1110034 11 최영태 1112020 11 성백구 1209036 12 양진근
1110025 11 윤재학 1104046 11 국형호 1115031 11 옥기종 1209016 12 김병열
1109040 11 안세곤 1114031 11 이승화 1111027 11 김타곤 1203041 12 김종명
1114022 11 이귀봉 1101059 11 김억환 1110013 11 성홍국 1202044 12 김승철
1109025 11 정재운 1104054 11 박희정 1213032 12 정권화 1201012 12 김동하
1107034 11 김정영 1213021 12 김종만 1210037 12 장후식 1214044 12 정성일
1105044 11 김한식 1215016 12 이근태 1212009 12 장병하 1211018 12 이상구
1115019 11 정화섭 1204001 12 김상화 1210030 12 장기삼 1215041 12 이영환
1104048 11 신명철 1210054 12 장남철 1212044 12 이창길 1203032 12 하수용
1111008 11 정철규 1214039 12 박진국 1202036 12 이기룡 1210019 12 이종수
1202003 12 기계과 1204014 12 김영보 1215022 12 윤기현 1201013 12 박창열
1206015 12 임영록 1209019 12 김기재 1209028 12 양온규 1202049 12 박영식
1213013 12 이상현 1205057 12 김귀곤 1209024 12 조희상 1204054 12 이준호
1213040 12 원창구 1207051 12 구명본 1210044 12 김이주 1214016 12 조상민
1204015 12 이호구 1201009 12 박천석 1201008 12 박원주 1212003 12 손석근
1211029 12 송길수 1214028 12 임연하 1201041 12 이호근 1214008 12 강철희
1205026 12 백운수 1206050 12 정팽진 1207001 12 양용철 1211001 12 이갑용
1209035 12 김상호 1207007 12 하병철 1201054 12 김태종 1211056 12 김성주
1212025 12 남용우 1205049 12 김명실 1206046 12 이우면 1202025 12 김명한
1214051 12 노요섭 1213010 12 이승주 1201016 12 이호봉 1204010 12 이한신
1206007 12 이석원 1202040 12 양호명 1204045 12 지영태 1210040 12 서광수
1202058 12 김정호 1201044 12 노인호 1206028 12 류종목 1211013 12 박성락
1212042 12 이수홍 1202032 12 김형환 1211027 12 조길용 1207013 12 강재신
1203044 12 이광범 1211050 12 원계복 1211023 12 황수천 1206025 12 정진섭
1209028 12 양온규 1208007 12 김장훈 1210005 12 정진영 1202011 12 김준식
1213029 12 태남석 1206022 12 박종화 1203010 12 이우주 1215050 12 이명원
1213048 12 정도경 1208026 12 한병삼 1204049 12 오용범 1206026 12 김성환
1202034 12 이형로 1210043 12 김원배 1201010 12 이칠호 1208004 12 이기회
1203012 12 이상갑 1208005 12 문병근 1211015 12 류상현 1306018 13 한찬수
1204042 12 김종환 1207003 12 박종수 1305038 13 장세선 1310055 13 임윤효
1310024 13 박인식 1302021 13 김태준 1314042 13 김형균 1313032 13 김평연
1302049 13 박형길 1314043 13 강지권 1305050 13 박윤배 1302033 13 선승규
1309053 13 신남선 1305052 13 강금주 1315011 13 김길영 1306039 13 권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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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6036 13 이현정 1312014 13 정윤찬 1308032 13 강승원 1303023 13 조성범
1308038 13 황재민 1309052 13 류길희 1302007 13 박성진 1313009 13 박희준
1311028 13 김종호 1310053 13 이희만 1305035 13 김영형 1302052 13 심정원
1309021 13 김병우 1312027 13 김창수 1309041 13 김재식 1304025 13 김종문
1312006 13 유영록 1306056 13 이정부 1301015 13 이경철 1310030 13 김천호
1308043 13 고태용 1307013 13 최상익 1307015 13 강광민 1306045 13 이상인
1312034 13 진성정 1304020 13 이갑신 1305031 13 이경수 1303018 13 이돈섭
1314045 13 김태곤 1315025 13 정호영 1311023 13 신용덕 1304055 13 이동안
1309007 13 오선택 1304054 13 권용석 1312053 13 하재환 1311029 13 안계준
1301033 13 박희철 1312022 13 서도석 1311051 13 반성권 1301044 13 조상현
1303001 13 김경철 1314048 13 윤옥석 1311009 13 곽정우 1311043 13 조연호
1309053 13 신남선 1301012 13 천광윤 1305041 13 백수인 1311012 13 서석원
1302043 13 오광열 1306044 13 김선용 1307022 13 김명오 1313052 13 김기조
1307028 13 배준선 1307033 13 조여주 1305053 13 김성기 1309036 13 이동준
1311053 13 이정수 1312012 13 김상동 1304029 13 조준생 1307043 13 윤상찬
1303033 13 조영선 1314057 13 임철건 1314056 13 류성규 1312040 13 박민철
1305052 13 강금주 1314009 13 간진식 1310049 13 서문석 1313029 13 박주삼
1309056 13 윤남중 1315026 13 김영주 1302017 13 장중철 1309002 13 박승희
1308011 13 박현기 1312028 13 우한명 1408044 14 우봉환 1408030 14 류철규
1309011 13 최기석 1306053 13 조경흠 1407011 14 곽병진 1401002 14 이태섭
1413048 14 신규환 1411045 14 박운종 1408019 14 이재현 1404030 14 김연원
1401049 14 김대영 1408036 14 김기용 1408039 14 문경식 1410048 14 박운천
1413033 14 윤웅준 1409004 14 신현규 1409022 14 지영기 1411034 14 우영욱
1406025 14 이기동 1412023 14 남필중 1405045 14 배석수 1406038 14 정영일
1415005 14 이병인 1405018 14 이상환 1411041 14 정진곤 1402022 14 임영택
1413005 14 장인원 1413046 14 신구철 1411024 14 이수웅 1403039 14 이근영
1410003 14 김은섭 1401007 14 김영환 1411013 14 임기중 1402009 14 황영식
1408049 14 김윤보 1407042 14 김홍구 1403035 14 김순진 1402025 14 정홍식
1413004 14 신영철 1405013 14 이강호 1408032 14 우경섭 1401051 14 조성신
1403014 14 박영흠 1412014 14 이승래 1413038 14 김효철 1407049 14 윤종훈
1409019 14 조무호 1408033 14 천창열 1413039 14 고윤호 1409058 14 박한규
1403048 14 장장수 1407005 14 김종수 1412042 14 김덕진 1414021 14 강광열
1405024 14 장일권 1412027 14 신희화 1402013 14 이상열 1411017 14 김동호
1415044 14 하성일 1410012 14 오형곤 1413007 14 정형규 1414046 14 서주열
1403002 14 양흔목 1411043 14 최종배 1403041 14 강성수 1410037 14 유상봉
1407040 14 이오춘 1411011 14 박도진 1407004 14 김일건 1409048 14 김영민
1412052 14 박광열 1414003 14 안희석 1408051 14 고민철 1413035 14 김수동
1414028 14 김규천 1411032 14 정의도 1412041 14 남성규 1408008 14 박우준
1413024 14 이장석 1402034 14 구봉근 1414033 14 주재석 1410051 14 박도현
1411012 14 김중태 1414053 14 박재근 1405037 14 정병학 1403038 14 이득표
1406041 14 김헌제 1406044 14 조경환 1513054 15 박영대 1514028 15 박진현
1509047 15 이재수 1514020 15 이재범 1507030 15 차정석 1506046 15 최희원
1512044 15 김길수 1510037 15 박용규 1509050 15 김정훈 1505022 15 배종원
1512045 15 이우형 1504041 15 변종필 1513011 15 정명호 1512015 15 강명근
1509020 15 송석현 1508016 15 주종찬 1514022 15 김성열 1504054 15 박재희
1508014 15 정종일 1509009 15 김영만 1504006 15 이세기 1502049 15 박희성
1503041 15 원창룡 1508019 15 김익상 1504032 15 고상영 1513025 15 염동재
1513026 15 강창동 1512042 15 한상윤 1503008 15 고창식 1501049 15 선성규
1513015 15 엄종두 1510012 15 강석연 1511013 15 권혁조 1508037 15 김환영
1514050 15 김용운 1509027 15 천우룡 1511036 15 김경석 1508035 15 최상곤
1508028 15 예병찬 1508051 15 박종화 1510035 15 황동섭 1515039 15 김태석
1515043 15 강삼석 1509007 15 박기철 1506025 15 양효동 1511033 15 허재입
1513047 15 김성식 1506029 15 최재용 1511027 15 김남수 1508002 15 김종부
1515046 15 김기현 1511047 15 김희중 1507005 15 김석문 1501010 15 최재식
1512025 15 최장식 1503013 15 김종만 1511015 15 김종화 1507035 15 배정선
1502053 15 장특종 1509024 15 장용익 1510022 15 권정민 1513041 15 서경렬
1510043 15 최만호 1510045 15 정용우 1503037 15 양태원 1511041 15 진영찬
1504050 15 유상열 1502033 15 김창원 1512030 15 이상철 1507018 15 황석환
1512054 15 사순기 1513029 15 최재진 1514049 15 황원복 1602038 16 윤상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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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14004 16 한광희 1501051 15 박내춘 1513001 15 김경상 1606042 16 이교창
1602011 16 한원조 1599078 15 강기준 1509034 15 허우련 1612027 16 박석찬
1611041 16 김종진 1511029 15 안민영 1513030 15 황호현 1612051 16 안충열
1606051 16 이종오 1504034 15 박철완 1611028 16 이상홍 1606004 16 김창현
1607031 16 전인호 1515005 15 김유경 1613033 16 전대중 1610056 16 전창규
1611033 16 주진성 1610049 16 노병택 1613012 16 박승용 1611001 16 김원준
1603007 16 서정표 1608042 16 김문석 1610046 16 조규순 1612027 16 박석찬
1608051 16 김재준 1609056 16 이호석 1608045 16 유동광 1612005 16 손웅렬
1610005 16 김종혁 1601024 16 최성식 1612002 16 박상필 1610002 16 양광석
1612003 16 임병준 1615007 16 강관석 1608004 16 도경수 1610009 16 김병찬
1603021 16 전정일 1608050 16 김삼수 1608016 16 오거성 1611043 16 방충식
1607019 16 정두권 1611051 16 김선태 1613004 16 김해연 1614046 16 정대근
1610032 16 조대규 1613016 16 김영길 1609016 16 김현영 1604018 16 최은석
1602017 16 김재경 1607036 16 노재근 1614003 16 정기진 1604026 16 탁현대
1613028 16 김성호 1609037 16 오학근 1608011 16 전재홍 1603043 16 류두현
1610040 16 김기은 1604005 16 백광용 1604015 16 남구운 1603001 16 이병효
1615021 16 김종수 1605001 16 황길동 1614026 16 성용만 1609008 16 김인상
1608031 16 김세철 1606047 16 심재성 1605006 16 황석일 1609022 16 박종복
1603008 16 하윤종 1607051 16 이승도 1601042 16 지성기 1611026 16 김현호
1608013 16 이규재 1605030 16 홍종석 1601041 16 박동훈 1613037 16 박재덕
1615033 16 이영배 1603027 16 허동명 1610024 16 손부원 1613013 16 전병우
1606017 16 이유식 1606039 16 김태정 1610048 16 김홍섭 1614050 16 박상규
1604042 16 박영태 1607042 16 임재명 1611045 16 한정호 1606040 16 김영현
1609047 16 김승만 1608005 16 정성삼 1609011 16 임승욱 1615008 16 이양환
1611012 16 권기성 1609052 16 정규동 1606036 16 김현호 1613034 16 이상구
1614033 16 이명호 1602015 16 문성진 1608025 16 홍용화 1614031 16 황성환
1612035 16 차순호 1613040 16 정욱수 1614037 16 김민기 1611035 16 서진호
1612010 16 하상필 1608037 16 최춘택 1707036 17 황인주 1711011 17 김진호
1705015 17 조현수 1707046 17 김동열 1712032 17 황충섭 1706043 17 안현국
1701051 17 박  일 1709020 17 이홍우 1711025 17 김성도 1707052 17 김태균
1702037 17 박주득 1707017 17 손성진 1711003 17 최정민 1706022 17 이종훈
1713027 17 심기수 1711009 17 손재명 1714053 17 김성환 1711046 17 홍광현
1711050 17 엄수현 1714031 17 이은규 1711049 17 최창제 1712037 17 임종호
1714051 17 오세원 1701054 17 김상기 1711056 17 송정희 1715027 17 정동현
1714001 17 이채민 1705007 17 우완수 1712001 17 윤영한 1707018 17 김성환
1703025 17 강학범 1701049 17 이문희 1715015 17 연상우 1704013 17 경종균
1713022 17 윤영택 1704042 17 박경식 1715016 17 유두한 1704026 17 조태래
1706051 17 강신원 1711008 17 김봉수 1715020 17 이명수 1709051 17 김광영
1713051 17 최관식 1706020 17 김병환 1715039 17 한홍철 1709050 17 장찬호
1712051 17 황상문 1715035 17 김동석 1715009 17 홍용식 1701043 17 정인석
1705009 17 안채열 1712049 17 강종석 1705029 17 정종영 1713054 17 김종육
1705016 17 임종석 1709018 17 홍동식 1710002 17 오경익 1712023 17 박정곤
1707049 17 이인규 1710029 17 이청희 1701024 17 백종우 1713045 17 변양식
1704040 17 정세관 1701004 17 이준호 1711055 17 천정기 1709033 17 박종문
1713027 17 심기수 1704024 17 공대식 1702050 17 김종봉 1713001 17 서영봉
1713003 17 윤용배 1713043 17 하성목 1706025 17 박필웅 1705028 17 문치훈
1713030 17 박한식 1704057 17 장신도 1709057 17 김태균 1706006 17 안철환
1714058 17 박두주 1714007 17 유동우 1705013 17 박경식 1704045 17 김남식
1713013 17 김양곤 1703018 17 손광락 1701039 17 이종철 1709010 17 박경훈
1701020 17 박효열 1709036 17 심진철 1711007 17 박칠용 1712043 17 정규환
1708035 17 김학봉 1710034 17 박상수 1812036 18 정주성 1812033 18 김일수
1714004 17 천민호 1803034 18 정춘식 1810024 18 장원술 1804021 18 이수복
1802029 18 이재윤 1811015 18 홍성국 1808002 18 황동완 1802013 18 박정도
1804014 18 김경배 1806054 18 김종찬 1809011 18 유성관 1801050 18 이재화
1812030 18 김기조 1804054 18 이성득 1814042 18 권오관 1813049 18 남재현
1805012 18 김승희 1803034 18 정춘식 1809055 18 노동용 1806038 18 김욱래
1812005 18 김진만 1809047 18 임명술 1812020 18 이윤철 1803023 18 원일수
1811018 18 박동일 1808014 18 이규장 1805015 18 오헌록 1811015 18 홍성국
1811029 18 배문기 1804003 18 김희철 1801029 18 여재규 1812035 18 김봉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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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14019 18 박  훈 1813032 18 김맹호 1802013 18 박정도 1804023 18 장원덕
1806051 18 오춘동 1815013 18 이종재 1812007 18 최상욱 1801036 18 김재흥
1812037 18 천명수 1801003 18 정호열 1803008 18 이외철 1808043 18 김홍규
1814025 18 장세연 1804036 18 송용진 1810009 18 조희래 1806021 18 안재삼
1803024 18 박주희 1807034 18 김대상 1803022 18 이영득 1903007 19 김은호
1807039 18 강성호 1813054 18 이종원 1913041 19 김진묵 1901053 19 우주용
1904014 19 최창현 1909028 19 장진섭 1901007 19 김명욱 1904036 19 차재영
1904047 19 이정웅 1910043 19 남성해 1915045 19 구영두 1902046 19 김진술
1908006 19 김종남 1913042 19 강동진 1912042 19 조재두 1903019 19 이진우
1915019 19 조정흠 1908027 19 임대광 1908042 19 김진한 1901033 19 김쌍곤
1913028 19 박영식 1901028 19 정상윤 1907043 19 김기태 1903028 19 김재관
1911051 19 이광준 1909043 19 서운도 1902043 19 김치재 1901019 19 양호석
1904042 19 김진해 1908012 19 김복윤 1904047 19 이정웅 1903024 19 김광운
1901038 19 김철영 1913050 19 최홍석 1910013 19 최동근 1914044 19 이기탁
1903038 19 강하중 1901044 19 한재현 1903012 19 전영병 1904013 19 안성찬
1915038 19 허종철 1906037 19 정순관 1901049 19 윤기우 1911033 19 황인호
1902002 19 박명룡 1913040 19 이종주 1901010 19 이세희 1914016 19 이병규
1910015 19 김상태 1912043 19 정문식 1906054 19 정성진 1907002 19 문병국
1906028 19 박병훈 1906019 19 김성도 2005034 20 김남규 2003014 20 황상민
1901049 19 윤기우 2014012 20 백성근 2007053 20 우경호 2001026 20 정회동
2003047 20 홍인덕 2003023 20 최병대 2011030 20 김현식 2008020 20 권성현
2005008 20 최홍섭 2005002 20 김재환 2013009 20 김종배 2004014 20 임석규
2012034 20 박영오 2002007 20 김해진 2015002 20 김익흥 2013053 20 김진삼
2001017 20 이신호 2011052 20 김종광 2011019 20 권오현 2008013 20 김병석
2013051 20 황보영태 2003001 20 이돈호 2015030 20 길연석 2001041 20 조영규
2004037 20 정경훈 2015009 20 정해필 2012044 20 김대연 2003043 20 김호준
2015032 20 문수환 2005047 20 정대현 2003041 20 조인흠 2004001 20 남규렬
2005039 20 양재봉 2007032 20 황용석 2011001 20 이준원 2002016 20 정유승
2003027 20 임칠수 2011013 20 류양규 2003037 20 서덕용 2006047 20 배종원
2004020 20 임광록 2006006 20 천영삼 2013044 20 배재도 2013049 20 오정욱
2013017 20 김용철 2002036 20 김호식 2005013 20 김래옥 2012045 20 허상호
2002021 20 박문현 2011044 20 방명훈 2005044 20 김성근 2004022 20 전종길
2001051 20 김종업 2011018 20 김성수 2004048 20 임유식 2005040 20 김재호
2005014 20 김영환 2001019 20 김도길 2013012 20 류연진 2011032 20 윤충기
2012001 20 이현제 2015046 20 이영웅 2012016 20 주기덕 2003003 20 박준하
2008022 20 김천식 2001033 20 이현규 2004005 20 박희동 2011046 20 추외경
2013033 20 류장우 2012051 20 천성관 2011014 20 김문수 2011029 20 김경도
2012008 20 이필호 2015037 20 장오성 2108011 21 이민래 2106016 21 김준유
2011006 20 박윤근 2108016 21 변장산 2112014 21 이천수 2111033 21 강성복
2105043 21 김조욱 2115007 21 이원중 2112003 21 이원태 2112030 21 차원길
2112006 21 김병주 2109013 21 하민기 2110043 21 심두섭 2115054 21 한평재
2101018 21 이용관 2110009 21 박재택 2199070 21 송영호 2111039 21 이인석
2113039 21 김영호 2110002 21 탁상준 2107051 21 이승호 2107034 21 김해철
2107012 21 문성수 2113043 21 최윤대 2115033 21 최광열 2103040 21 박철용
2113008 21 김철우 2102045 21 이재걸 2112008 21 정규진 2101043 21 박용호
2108024 21 공동홍 2110047 21 임행택 2114050 21 김홍균 2112036 21 권장수
2109032 21 양창용 2113036 21 김영구 2109011 21 황성환 2107039 21 김오국
2112044 21 문윤철 2115052 21 조정기 2115017 21 이용근 2106001 21 곽상훈
2104035 21 김병일 2104044 21 김형준 2110041 21 류지철 2103008 21 이  훈
2110005 21 김승욱 2103045 21 정권영 2114044 21 유외주 2104029 21 이영재
2105029 21 황갑원 2109018 21 임사환 2111031 21 김춘식 2102023 21 김무상
2113047 21 김정현 2105044 21 이병곤 2104026 21 오종열 2111010 21 이  철
2113007 21 윤창회 2115007 21 이원중 2106045 21 하삼용 2111003 21 이철범
2102010 21 김기영 2103032 21 문후석 2204046 22 정대식 2208015 22 임원진
2112018 21 홍점표 2111025 21 강무보 2205027 22 정재균 2207003 22 정우진
2208016 22 김현구 2204043 22 윤종구 2212023 22 김만수 2203008 22 임채욱
2205042 22 신동근 2209012 22 전성열 2201024 22 박종민 2202050 22 최민호
2215043 22 정민혁 2213036 22 신세원 2205047 22 배정한 2206028 22 이기철
2213048 22 손호순 2206009 22 조헌영 2207040 22 김성구 2201010 22 이진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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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1019 22 김춘국 2215051 22 지정이 2203014 22 정영기 2214026 22 이준상
2209036 22 박계용 2201026 22 신도화 2210001 22 이병찬 2207015 22 김종호
2209030 22 성청용 2208027 22 부기철 2210008 22 윤명권 2214049 22 김대희
2205010 22 차상태 2212002 22 배진호 2212016 22 김용운 2214016 22 이제근
2203015 22 남두호 2210013 22 강수길 2203043 22 박형우 2215004 22 김무윤
2214047 22 김용호 2202048 22 임칠윤 2202052 22 한상구 2214008 22 문성구
2211037 22 손영희 2202032 22 박명준 2203021 22 윤천용 2202026 22 김맹동
2203007 22 이수원 2203042 22 정용철 2204005 22 김민곤 2203034 22 김명수
2206041 22 우정식 2205021 22 박태호 2212011 22 박정호 2203002 22 신승훈
2213037 22 정장현 2207017 22 박덕용 2204008 22 안봉국 2211024 22 강대신
2215022 22 천문관 2204017 22 서상렬 2206027 22 김외현 2202035 22 강호정
2205008 22 조자룡 2204025 22 나종한 2205006 22 황의철 2207052 22 고상진
2211050 22 최필윤 2209051 22 정성웅 2212031 22 이범수 2211043 22 이상태
2204010 22 최상훈 2205015 22 강성곤 2205036 22 최동식 2206023 22 하재천
2206006 22 박재곤 2215003 22 백인덕 2203051 22 이기욱 2206012 22 안상준
2211006 22 김정기 2212041 22 장남식 2308005 23 김성욱 2315043 23 이정만
2306020 23 문성한 2310037 23 김선후 2304046 23 이정우 2307003 23 정영종
2302039 23 박동기 2312032 23 최영습 2304030 23 김상곤 2314001 23 배수덕
2301003 23 최일식 2308023 23 이종택 2313039 23 김일환 2301046 23 배식한
2304009 23 강종인 2307035 23 이준수 2306051 23 오상현 2315044 23 고건재
2302011 23 이성렬 2303028 23 김민수 2302034 23 김성복 2311048 23 이상문
2309021 23 조태일 2307008 23 임채원 2309006 23 김치성 2301011 23 박동찬
2301030 23 오명규 2306046 23 김명완 2309003 23 이준열 2310035 23 조재열
2305026 23 김종환 2308049 23 최철호 2309027 23 김기철 2304042 23 천영민
2304037 23 안정주 2307025 23 이병길 2315029 23 전세형 2304001 23 김진관
2306034 23 최한기 2302010 23 이종호 2302021 23 정기룡 2311037 23 홍근수
2311001 23 하동청 2310039 23 김상규 2313022 23 우창윤 2313035 23 박영문
2314039 23 채현길 2311022 23 박종길 2305005 23 박광수 2302030 23 홍경탁
2311046 23 전성호 2302005 23 이익현 2303028 23 김민수 2313030 23 강성환
2311030 23 김석노 2302047 23 이진석 2413027 24 손정우 2405045 24 허승완
2313028 23 김성철 2407016 24 이강식 2403028 24 황명동 2412027 24 김만원
2404039 24 이선호 2401018 24 박철민 2402047 24 김진성 2411029 24 김노회
2406048 24 조태민 2411043 24 박금기 2410036 24 강  현 2405039 24 박한기
2414008 24 천철관 2401008 24 백성광 2415001 24 박기덕 2405016 24 김순영
2406009 24 강선호 2412035 24 이상국 2413014 24 김기섭 2412008 24 장충동
2401044 24 김성훈 2402001 24 정종삼 2509012 25 최광수 2506024 25 김홍재
2413024 24 김태후 2502013 25 양대석 2515014 25 김기혁 2506035 25 조영진
2501028 25 정성훈 2508033 25 정규열 2507004 25 정훈성 2502020 25 천명환
2512012 25 이창훈 2502014 25 백현식 2505028 25 박성철 2508030 25 김영대
2510022 25 오해천 2510014 25 윤경찬 2511010 25 권영빈 2501030 25 이동권
2515033 25 김영길 2513001 25 박순현 2505012 25 김광희 2508009 25 김경오
2503034 25 최병철 2509031 25 이상현 2509026 25 박규태 2513046 25 박상현
2501048 25 이정식 2504039 25 강동호 2505014 25 최용석 2512039 25 양현기
2510001 25 이진홍 2513028 25 서경호 2609015 26 박동호 2604043 26 최연덕
2613018 26 염경원 2609009 26 이병철 2612039 26 김택균 2611024 26 송희영
2613009 26 고성석 2610021 26 노대규 2612029 26 노대화 2602030 26 이상웅
2610010 26 이정태 2606030 26 하병주 2615041 26 정동원 2611011 26 임성대
2613046 26 황현주 2610005 26 윤성환 2606007 26 정영환 2604005 26 정대봉
2609039 26 배병진 2610013 26 하윤철 2613031 26 양준성 2603038 26 손권일
2609042 26 이상규 2610040 26 김동욱 2612002 26 조성완 2610002 26 도상식
2613019 26 정우진 2609043 26 심관영 2715027 27 구민재 2706047 27 한기현
2609024 26 강현철 2609034 26 이창진 2714021 27 박재성 2704025 27 조진안
2714047 27 박정철 2712048 27 김봉기 2706020 27 이광일 2701041 27 최희준
2703012 27 방춘호 2702031 27 김덕열 2703015 27 박보근 2706038 27 전국민
2707044 27 송이영 2711038 27 박달권 2711045 27 조명원 2806019 28 김기준
2710015 27 김경재 2708013 27 김진성 2807037 28 신민성 2808014 28 배재복
2803016 28 임기택 2808010 28 노병락 2809048 28 최동현 2808032 28 윤경민
2814008 28 이철원 2803002 28 조승환 2811009 28 안광훈 2806015 28 이태준
2808044 28 조영민 2810043 28 권동구 2804009 28 예부진 2802017 28 유재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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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05015 28 이상우 2806026 28 예종수 2915039 29 전승현 2909025 29 배정일
2804043 28 서승환 2905017 29 박민성 2909033 29 이정석 2909055 29 황재혁
2912044 29 이지능 2903020 29 신정훈 2915005 29 김성엽 2910003 29 고태성
2907027 29 이경홍 2908026 29 서영섭 2903040 29 정종식 2914024 29 박현주
2908004 29 권남규 2916024 29 배희원 3008031 30 유용환 3014020 30 박성철
3006023 30 송병길 3003030 30 이동찬 3001047 30 진현호 3005004 30 구본석
3009015 30 김범동 3011018 30 문경록 3010018 30 박상호 3010029 30 양형모
3014003 30 김동현 3011010 30 김성동 3115034 31 이상훈 3112019 31 김태훈
3001001 30 강민현 3110052 31 최명환 3101052 31 한영재 3110021 31 배민호
3108029 31 이대일 3109053 31 최영효 3115012 31 김지수 3109053 31 최영효
3113045 31 정성수 3109001 31 강용재 3213026 32 옥진성 3212043 32 정호상
3101040 31 정병곤 3208020 32 신영욱 3202036 32 이상현 3202025 32 노현종
3206008 32 김동우 3208023 32 안기회 3304012 33 김용진 3316048 33 허재호
3201017 32 류재옥 3310034 33 이인호 3304009 33 김성찬 3412013 34 박재영
3312028 33 이정훈 3303008 33 김상준 3312038 33 주선철 3403019 34 박윤수
3309012 33 김진욱 3310002 33 공준호 3412028 34 이승민 3404034 34 진홍수
3411038 34 최기성 3403001 34 강덕경 3401007 34 노성현 3413025 34 이유송
3409004 34 김병주 3416006 34 김병길 3412017 34 서보람 3403033 34 장재호
3404018 34 송원태 3403015 34 김지원 3404033 34 진호준 3406026 34 이성우
3414010 34 김현익 3402006 34 권상규 3404031 34 정성은 3409025 34 임현탁
3410013 34 김창덕 3405021 34 안민길 3512009 35 남기욱 3502032 35 정인철
3402001 34 강경수 3510013 35 김창경 3506009 35 김준우 3505005 35 김덕준
3511019 35 이동철 3508027 35 임대환 3506004 35 김대우 3511029 35 조설영
3511011 35 박종석 3510017 35 류승민 3507016 35 박희성 3503029 35 진광호
3512015 35 박진용 3504005 35 김득종 3815021 38 이기정 3815017 38 손자일
3511002 35 권순식 3610014 36 김한주 3813025 38 정지훈 3909023 39 정진화
3810009 38 김태형 3809014 38 나영채 3906004 39 김형준 3910009 39 김태관
3912013 39 박세원 3906021 39 이현진 4204015 42 송보람 4006022 40 이종진
4004007 40 김영한 4002012 40 박진홍 4006003 40 김대철 4207017 42 빈규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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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문님들의 정성어린 회비납부에 감사드리며, 개인정보 변경시 홈페이지에서 직접 개인정보수정을 하시거나 동창회사무국으로 연락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동창회 사무국 TEL.(051)742-6746  E-Mail samukuk35@hanmail.net

르노삼성직장동문회● 단체회비 납부 |

● 동창회비 납부방법

- ‘동창회비 출금 이체신청서’ 작성 후 동창회 사무국으로 전송(Fax : 051)746-6747)
- 사무국에 전화로 신청(Tel : 051)742-6746, 051)742-0093)
- 홈페이지(www.bmths.org)를 통해 실시간 이체 신청

- 은행 자동이체 신청(입금 시 기수, 성명을 필히 기재 바랍니다.)
(국민은행 119501-04-029742, 예금주 : 부산기계공업고등학교 동창회)

1구좌 3,000원(구좌수와 금액은 자유롭게 선택 가능합니다.)

CMS출금이체 / 
휴대폰 소액 
자동 결제

무통장 계좌이체

납부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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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의 기능 한국인

6월 _ 12회 배관과 김주일(삼보정공 대표)
‘6월의 기능 한국인’으로 선정

8월 _ 14회 배관과 이시화(하나로테크 대표)
‘8월의 기능 한국인’으로 선정

공경렬(8회 기계과), 박주석(8회 기계과) 동문
모교 장학금 기탁

공경렬(경원벤딩 대표) 동문은 2014년부터 5년간 매년 1,500만 원, 총
7,500만 원의 장학금을 가정 형편이 어렵고 성적이 우수한 학생에게
기탁하기로 협의했다.
또한, 박주석(마팔하이테코(주) 대표이사) 동문은 2014년부터 매년
1,440만 원의 장학금을 모교 학생에게 기탁하기로 했다.

원창선 동창회 자문위원
국악의 밤 공연

2013년 10월 16일 국립부산국악원 대
극장(연악당)에서 16, 17대 동창회장을
역임한 원창선 자문위원의 아름다운가
게 후원 및 조손가정돕기 국악의 밤 공
연이 있었다. 

故 박상봉(8회 기계과) 동문 
마르퀴즈 후즈후 2014년판에 등재

본교 동문인(기계과, 8회) 동의과학대학교 금형디자인과 故 박상봉 교수(8회 기계과)가 금형 공
정 및 설계자동화 시스템에 관한 국내외 연구 활동에 관한 공로를 인정받아 마르퀴즈 후즈후
2014년판에 등재된다. 박 교수는 한국금형기술사회 회장을 역임하며 국내외 금형관련 기술교류
및 발전을 위해 노력하였고, 현재는 명예회장으로 있다. 국제학술대회 조직위원 및 논문심사위원
으로 학술분야의 활동은 물론, 지식기반으로 한 금형분야의 자동화 시스템을 개발하였다. 대량생
산 공정에서 품질 및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여 금형산업기술에 보다 앞선
모델을 제시한 공로를 인정받아 마르퀴즈 후즈후 2014년판에 등재된다.
세계 3대 인명기관의 하나로 미국에서 해마다 발행하는 ‘마르퀴즈 후즈 후(Marquis Who’s Who in the World)’는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이용되는 인물정보다. 100년이 넘는 역사와 엄격한 선정기준으로 권위를 인정받고 있으며,
정치, 경제, 사회, 과학, 예술 등 각 분야에서 영향력을 발휘한 저명인사들을 전 세계 215개국에서 선정해 등재한다. 

<김주일> <이시화>

12회 김태봉 동창회 선임부회장 
정진회계사무소 개업

2013년 8월 13일(화) 김태봉(동창회장단 재정담당선임부회
장) 동문이 20년간 몸담고 있던 삼일회계법인을 떠나 새로
이 개인 회계사무소를 개업했다. 장소는 부산광역시 사상
구 괘법동 외환은행 사상지점 3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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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문동정 ●

나재일(1회 기계과) 동문 사무국 방문

2013년 9월 5일(목)

1회 나재일(기계과)

동문이 동창회 사무

국을 방문하였다.

무더운 여름날, 월

남전 참전으로 인한

고엽제 후유증과 여러 가지 합병증으로 현재 몸이 많이

불편한 와중에도 사무국을 방문하여 “더 나빠지기 전에

손수 동창회비를 납부하고 싶다.”는 마음으로 먼 길을

나서 오신 동문께 마음을 담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린다.

짧지 않은 시간동안 동문님과 이야기를 나누고 예전 앨

범 꺼내어 옛날 학교 이야기도 듣는 등 아름답고 보람

있는 시간을 가졌다. “나재일 동문님의 쾌유를 빕니다.”

8회 강상우 동문 대한민국
산업현장교수단 위촉

8회 강상우 동문이 2013년 5월 10일(금) 한국
기술교육대학교에서 대한민국 산업현장교수단
위촉장을 받았다.

3회 기계과 강구봉 동문 
도서 발간

「기업생존의 핵심전략」 대광서림, 2013

김길환(15회 금속과) 동문, 동양인터멧(주)
창립20주년 기념식 및 지백빌딩 준공식

김길환 동문이 대표이사로 있는 동양인
터멧(주)가 창립 20주년을 맞이했다. 또
한 부산 강서구 대저동으로 제2확장 이
전하고, 부설 지백빌딩 준공식을 2013
년 7월 20일(토) 가졌다. 장소는 부산
강서구 대저2동 3136-2(서부산유통단
지 내 소재산업단지 103동) 이다.

8회 기계과 김영호 동문

김영호(8회 기계과, (주)내쇼날시스템 대표)
동문이 서부산유통단지에 용접기자재종합
백화점을 개설했다. 장소는 부산시 강서구
유통단지1로 41(대저2동 부산티플렉스 102
동 111, 112호)이다. 그리고 2013년 5월 22
일(수)~26일(일) 5일간 해운대 BEXCO에
서 열린 ‘제6회 부산국제기계대전’에 참여
하기도 했다.



대표이사 김 기 태 (19회 조립) Mobil. 011- 862-1412
부산광역시 강서구 낙동남로 1042(명지동)  Tel. 051)271-1460 / Fax. 051)271-1463(주)세환건영

One-stop 서비스 

부산·경남 最多 폐기물 수집·운반 허가 및 장비 보유업체!

폐기물 처리업 사업장폐기물 중간재화용, 건설폐기물 중간처리

수집·운반 허가 건설폐기물, 지정폐기물(고, 액상), 배출시설계(산업), 사업장 생활계

전문건설업 석면해체(슬레이트 / 택스), 비계, 구조물해체(공장 / 빌딩 / 주택 철거)

석면
해체

지정
폐기물
처리

구조물
해체

건설
폐기물
처리

대표 이순기(12회 배관)
Mobil. 010-4919-1010
부산시 부산진구 부전1동 406-43

Tel. 051)807-4647, 804-2203



동창회비 CMS / 휴대전화 출금 이체 신청서

※ 동창회비 기수 별 목표구좌 이상 달성 시 동기회 기금으로 돌려 드립니다.

상기 본인은 동창회비를 신속하고 편리하게 납부하기 위해서 위와 같이 CMS/ 휴대전화 
출금 이체거래를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                              (인) 또는 서명

◆ 금융거래 정보 제공 동의서
본 신청과 관련하여 본인은 다음 금융거래(거래은행,지점 명,계좌번호)을 출금이체를 신규 신청하는 때로부터 해지 신청할 때까지 상기 수납기관에
제공하는 것에 대하여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긴급제정명령」의 규정에 따라 동의합니다.

◆ 신청자 유의사항
기존 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먼저 해지신청을 하고 신규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인감 또는 서명은 해당 예금계좌(통장) 사용인감 또는 서명을 날인하여야 합니다.

※ 휴대폰 결제 불가한 경우 : 법인 명의, 미성년자(만19세 미만),  PPS 선불카드, 한도 초과, 연체중, 이용 정지된 휴대폰

국립부산기계공업고등학교 동창회 귀중
우612-021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우1동 산114-1 부산기계공업고등학교 학생회관2층  동창회사무국

Tel : 051)742-6746-0093  Fax : 051)746-6747  E-mail : samukuk35@hanmail.net  www.bmths.org

성    명 졸업기수 회                 과

주    소
※ 동문정보 업데이트를 위해 가능하면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 락 처

휴대전화번호

휴 대 폰
이동  통신사 □ SKT □ KTF □ LGT

납 부
명의자 주민번호 -

금     액
□10구좌(30,000원) □5구좌(15,000원) □3구좌(9,000원) 

□2구좌(6,000원)    □1구좌(3,000원)  □(     )구좌(        원)/월

신청계좌 은행       예금주 명

계좌번호

CMS 예금주 주민번호 -

납 부
금     액

□10구좌(30,000원) □5구좌(15,000원) □3구좌(9,000원) 

□2구좌(6,000원)    □1구좌(3,000원)  □(     )구좌(        원)/월

출금일자 매월   □ 10일         □ 20일         □ 30일

※ 동창회 홈페이지(www.bmths.org)에서도 회비납부 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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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actor 
- Pressure Vessels 
- Tower / Column 
- Spherical Tanks 
- Process Modules 
- Condenser, Boil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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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 ) (11회, 기계) (9회, 배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