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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물해체-종합폐기물처리 주식회사 세환건영

One-stop 폐기물 수집·운반·처리 ㈜세환건영
< 건설 / 지정 (액상·고상) / 사업장생활계 / 배출시설계 폐기물 수집·운반 >

노동부석면해체·제거업등록(제204호) / 전문건설 비계·구조물해체(사하2002-07-02)

노동부 석면해체 ▶ 지정폐기물운반  ▶ 비계·구조물해체 ▶ 건설폐기물처리

대표이사 김 기 태 (19회 기계)

Mobil. 010-5159-1412
011-862-1412

부산광역시 강서구 낙동남로 1042(명지동)

Tel. 051)271-14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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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는 1993년 동양기업으로 출발하여 ‘더 나은, 더 좋은 제품을’이라는

이념을 가지고 현재까지 20여 년간 오로지 동력전달장치 전문제작기업으로 

성장해 왔습니다.

2009년 (주)삼일을 인수/합병하여 현재의 마산수출자유지역으로

이전하였으며 현재 각종 GEAR류 및 특수감속기, 유성감속기 등을

제작, 납품하고 있습니다.

글로벌시대에 살고 있는 지금, 저희 삼일의 임직원 모두는

그간의 성과를 바탕으로 고객님께 최선의 서비스와 

좋은 품질을 제공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정밀작업 및 신속한 납기를 약속하는
믿을 수 있는 기업, (주)삼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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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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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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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교로 28 시그너스빌딩 405호
TEL(02)777-7838 / H.P.010-3356-9623
E-mail : seattlechoi@hanmail.net

이사 최 성 옥(13회, 기계)

(주)
하나투어
여행상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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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자동차 / 사상지점

과장 김 해 철 (21회, 기계)

H.P : 010-3889-4266

사상시외버스터미널 맞은편
TEL 051)314-3040~5

※ 법인사업자 및 개인사업자 세금혜택

■ 법인사업자 : 리스료 전액이 임차료 성격으로서 손금으로 인정받음(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 개인사업자 : 리스료 전액이 임차료 성격으로서 필요 경비로 인정받음(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
■ 상기 세급혜택내용은 개인/법인사업자의 과세표준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리스차량 전문 (법인사업자,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개인사업자

과세표준 법인세율 연간 세금혜택 과세표준 한계세율 연간 세금혜택

1억이하 14.3%(주민세포함) 3,219,000 4천만원이하 18.70% 4,209,000

1억초과 27.5%(주민세포함) 6,819,480
8천만원이하 28.60% 6,437,000

8천만원초과 38.50% 8,665,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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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대 동창회장 취임사 ●

희망찬 을미년 새해와 함께 제35대 동창회가 출범하는 이 자리에 역대 동창회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동창회 임원진과 이중순 교장 선생님 그리고 동문 선·후배 여러분과

함께 할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오늘의 동창회가 있기까지 1971년 초대 김성문 동창회장님을 비롯하여 제34대 김태영

동창회장님에 이르기까지 모교와 동창회 발전을 위해 애쓰고 수고하신 역대동창회장

님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동창회에 대한 애정으로 동창회비 납부에 동참해주고 계신

동문 여러분께도 깊은 사의를 표합니다.

저는 제21대부터 동창회에 참여하면서 눈으로 보고 발로 다니면서 동창회장의 자리

는 봉사하는 자리임을 배웠고 이제 제가 그 영광스러운 자리에 서면서 저 또한 역대

동창회장님의 뒤를 이어 동창회를 위해 봉사하고자 다짐합니다. 저를 믿고 중책을 맡겨 주신데 대해 깊이 감사드리며

제 역량껏 35대 임원진과 힘을 합쳐 최선을 다해 봉사하고 헌신하겠습니다. 올해 저는 동문 여러분들의 성원과 후원을

등에 지고 동창회와 모교의 발전을 위해 다음과 같은 사업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첫째, 동창회관 건립추진위원회와 함께 우리 동창회의 숙원사업인 동창회관을 기필코 마련하겠습니다. 그리하여 동창회

의 재정적인 안정과 동문의 자부심을 강화하는 계기로 삼겠습니다.

둘째, 2016년 모교 개교50년을 앞두고 50주년 기념사업을 준비하여 자랑스러운 국립부산기계공업고등학교의 위상을

드높이는 계기를 마련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개교50주년 기념 상징탑 건립, 50년사편찬, 기념사업 개최 등

본격적인 준비에 들어가겠습니다.

셋째, 동문커뮤니티 활성화 및 28,000여 동문 결속 강화를 위해 동문명부를 제작하겠습니다. 

동창회장으로서 저는 이 모든 사업을 위해 항상 귀를 열고 다가가겠습니다. 선임 기수 동문님들의 경험과 고견을 귀담

아 듣겠습니다. 또한 후배님들의 건설적인 충고와 조언에도 열린 눈과 마음으로 함께하겠습니다. 이 모든 사업을 위해

뜻과 마음을 모아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우리 동문은 국가 산업발전의 역군으로 사회 각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며

뚜렷한 족적을 남기고 있습니다. 모교 역시 최근에 이중순 교장선생님과 재직 동문 선생님 그리고 우수한 교사진과

학생들로 하루가 다르게 발전하고 있어 동문의 한사람으로서 기쁘기 그지없습니다. 

자랑스러운 동문 여러분! 이 위대한 동창회에 여러모로 부족한 제가 동창회장이란 대임을 맡는다는 것이 개인적으로

영광이지만 무척 부담스러운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동창회의 힘은 동문 모두의 관심과 사랑

에서 옵니다. 다가오는 100년을 준비하는 마음으로 뜻과 마음을 모아주시기를 다시한번 당부드립니다.

희망찬 새해 항상 건강하시고 다복하시며 사업번창하시기를 기원합니다.

2015년  3월

국립부산기계공업고등학교 동창회 제35대 동창회장 이 용 재

국립의 자부심으로 부상하는 동창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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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교 50주년에 앞서
다시금 동문의 힘을 모을 때입니다.

● 2015 동창회장배 동문등산대회 대회사

14 국립부산기계공업고등학교 동창회보 제36호

동문 여러분, 반갑습니다.

올해도 변함없이 전국 각지에서 연초록이 물든 거제 계룡산 자락에 국립부산기공인의 기상으로 다함께

모였습니다. 등산을 통한 동문화합과 건강을 다지고자 시작한 2005년 속리산 첫 대회가 11년 째 꾸준히

이어져 오기까지 수고하신 구윤덕 동문산악회 초대 회장님과 황상석 대회장님을 비롯하여 역대 동문산

악회 회장님께 먼저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동문과 모교를 사랑하는 한마음으로 바쁜 일상의 모든 일을

잠시 미루고 원근각지에서 참가하신 동문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우리 동문은 조국근대화의 기수로서 남다른 사명감으로 고교시절을 보내고 기숙사에서 동고동락해서

인지 모교와 동창회에 대한 자부심과 열정이 대단합니다. 그 열정이 동창회뿐만 아니라 우리 국가사회

발전의 원동력임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을 것입니다. 

내년이면 모교 개교 50년이 됩니다. 세월의 흐름 속에서 여러 부침이 있었지만 앞으로도 자랑스러운

국립의 이름으로 건재하고 더욱 발전하기 위해서는 동문 모두가 행사에 적극 참여하고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동창회에서도 동문 여러분의 뜻을 모아서 50주년 기념사업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그 일환으로

개교50년사 편찬과 다양한 문화행사 등을 기획하고 있습니다. 각 동기회와 지역동문회, 직장동문회,

동호회의 다양한 행사 사진과 내용을 동창회 사무국으로 보내서 역사의 한 페이지를 채워 주십시오.

오늘은 오랜만에 마주한 동문끼리 시원한 막걸리 한잔에 추억을 안주삼아 즐거운 시간 보내시고 함께

참가한 가족들과도 다시오지 않을 즐거운 시간 만드시길 바랍니다.

끝으로 이번 대회를 위해 수고하신 강학만 대회준비위원장님과 동문산악회 임원 여러분, 그리고 장병하

거제동문회장님을 비롯한 거제지역 동문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동문가족 여러분의 행복과 건승을 기원합니다.

2015년  4월

국립부산기계공업고등학교 동창회 제35대 동창회장 이 용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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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동창회장배 동문등산대회 환영사 ●

동문여러분의 거제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화려한 춘화의 향연이 이어지고, 수목의 새싹이 움트는 생동감 넘치는

계절 4월입니다. 산과 바다가  조화롭게 어우러진 환상의 섬 거제에서

동문 화합을 위한 산행 대회가 개최됨을 무한한 기쁨으로 생각하며,

이 뜻깊은 자리에 함께해 주신 동문 및 가족 그리고 본 행사를 빛내 주

시기 위해 바쁜 시간을 할애해 주신 내빈 여러분께 거제 동문을 대표해서 진심으로 환영과 감사의 마음

을 전합니다.  

이곳 거제도는 해안선을 따라 펼쳐진 빼어난 자연경관과 조선산업을 기반으로 인구 25만이 거주하는

지역으로  대우, 삼성, 한울 3개의 동문회가 조직되어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습니다.  본 행사 또한 3개

동문회가 합심하여 개최지가 섬이라는 특징을 살리기 위해 노력하였고, 멀리서 찾아 주신 동문의 고마운

마음에 조금이나마 보답고자 정성을 다해  준비하였습니다.

오늘 산행을 하신 계룡산(鷄龍山, 566m)은 거제도 중앙에 위치, 주능선에 용이 승천하는 듯한 형상의

바위가 있어 붙여진 이름이며, 정상 부근의 능선은 바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등산에 다소

어려움이 있었을 것으로 생각이 되나 정상에서 보신 풍광과 하산길에 지나오신 편백나무 숲길은 그

노고를 잊을 수 있을 만큼 인상적이었으리라 믿고 싶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여기 거제도에서 뜻깊은 만남을 통해 부산기계공고 동문이 보다 더 화합하고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 계기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준비에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었다면 동문의 마음으로 이해를

부탁드리며, 마지막까지 즐겁고 보람된 시간 보내시고 안전하게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끝으로, 본 행사를 주관해 주신 총동창회장님 이하 관계자 여러분과 준비에 적극 참여해 주신 거제지역

동문 및 가족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6년 다음 개최지에서 보다 더 반갑게 만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2015년  4월

국립부산기계공업고등학교 거제동문회장 장 병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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뜨거운 열정과 따뜻한 마음으로
2015 동문등산대회를 준비하며...

자랑스런 부산기공 동문 및 가족 여러분! 

2015동창회장배 동문 등산대회 준비위원장을 맡은 동문 산악회 회장 12회  강학만 인사드립니다. 2014년

울산 무룡산 등산대회를 성황리에 마치고 아쉬움에 작별을 나눈 지가 엊그제 같은데 푸른 바다와 넉넉한

인심이 가득한 이곳 청정도시 거제도에서 다시 만나게 되어 기쁘게 생각합니다.

바쁘신 시간 나누어 동문들의 따뜻한 정을 함께하기 위해 전국에서 참석해주신 동문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이 등산대회를 통해서 동문가족 여러분의 생활에 신선한 활력소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번 등산대회 준비를 위하여 제35대 이용재 동창회장님, 거제지역 장병하 동문회장님을 비롯하여 많은

대회 임원님의 아낌없는 지원과 광고협찬, 기수별 찬조를 하여 주셔서 깊은 감사드립니다.

끝으로, 동문 및 가족과 함께 근심걱정 다 털어버리시고 뜻있는 만남의 자리가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하면서 무사히 안전산행을 하시길 바랍니다.

동문산악회 회원들의 열정과 거제지역 동문회원들의 따뜻한 마음으로 편안하게 모시겠습니다.

“2016년 4월 개교50주년 기념등산대회 부산 뵙겠습니다.”

2015년  4월

2015년 동창회장배동문 등산대회 준비위원장 강 학 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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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의 기운을 품은 계룡산에서
교류와 화합의 장을...

친애하는 국립부산기공 동문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새누리당 부산 동래 국회의원 이진복 동문입니다.

어느 해보다 만개한 꽃망울들이 아름다운 이때 ‘2015 동창회장배 동문등반대회’가 성황리에 개최될 수

있도록 물심양면으로 노력해주신 이용재 회장님을 비롯한 관계자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한 동문들 간의 교류와 화합의 장을 구성하기 위하여 먼 길, 귀한 발걸음 하신 동문·동문 가족분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등반하는 계룡산은 주능선이 용이 승천하는 형상을 하고 있다하여 그 이름이 붙혀졌다고 합니다.

오늘 참석하신 분들 뿐만아니라 모든 기공인들이 용의 기운을 받아 만사형통하기를 기원합니다.

그리고 해빙기를 거치며 갖은 사고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안전에 각별히 유의하셔서 오늘 행사를

즐기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 번 이번 대회를 위해 노력해주신 모든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오늘 참석해주신 모든

동문, 동문 가족분들의 가정에 사랑과 건강이 함께하기를 간절히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5년  4월

국회의원 이 진 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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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문등반대회, 
동문 간 든든한 ‘가교’가 
되어주길 바라며...

사랑하는 동문 여러분 안녕하세요. 12기 기계과 출신 김경협입니다.

올해로 벌써 11회째를 맞는 ‘동창회장배 동문등반대회’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대회 준비를 위해 애써주신 동문산악회 및 거제동문회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이번 등반대회에

참여하신 모든 선배·동기·후배님들께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모교 국립 부산기계공업고등학교는 저에게 힘든 시기마다 마음의 위안을 주는 안식처이자 든든

한 버팀목입니다. 사회의 빛과 소금이 되어 곳곳에서 활약하는 동문들은 언제나 힘이 되는 고맙고 자랑

스러운 존재입니다. 저도 부끄럽지 않은 동문이 되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동문등반대회는 동문간의 관계를 돈독히 하는 ‘가교’ 역할을 해주며 따뜻한 정과 단합을 위한 촉매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등반대회에서도 부산기공 동문여러분들의 우의와 함께하는 정을 다시 한

번 확인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 믿습니다.

다시 한 번 ‘동창회장배 동문등반대회’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부산기공 동문들의 건승과 행복을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안전하고 즐거운 산행되길 바랍니다. 부산기공 파이팅!

2015년  4월

국회의원 김 경 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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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가방법
가. 전국의 지역 동문회별로 팀을 구성하여 참가
나. 동문회 미결성 지역 동문은 개인 자격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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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

하여 동창회 사무국으로 신청 바랍니다
※ 참가비 : 30,000원 (동문 1인당 30,000원, 가족은

참가비 없음) / 참가비는 행사 당일 접수처에서 참가 팀별
또는 개별 접수함

※ 차량지원 : 지역동문회 동문 최소 참가인원 20인
이상 시 차량비용 실비 지원 (거제동문회 제외)

▒ 집결장소
거제공설운동장, 거제공업고등학교 운동장 

▒ 접수기간
1차 : 3월 31일까지 / 2차 : 4월 10일까지

▒ 접수방법
참가신청서 1부를 작성하여 우편 또는 팩스로 신청 
(참가신청서 첨부 자료 참조)
※ 참가를 희망하는 동문께서는 소속 지역동문회 회장, 총무

에게 연락바랍니다

▒ 접수처
우)612-021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해운대로 569(우동) 
학생회관 2층 국립부산기계공업고등학교 동창회 사무국
Tel. 051)742-6746  Fax. 051)746-6747
이메일 samukuk35@hanmail.net

▒ 개인준비물
등산에 필요한 개인 물품 지참 (등산장비, 점심, 음료 등)
※ 우천 시 개인 우의 장비 지참

▒ 행사문의
2015 동창회장배 동문등산대회 준비위원회 

▒ 시상내역
•종합우승 : 최다참가 지역동문회 상금 100만원 
•특별상 : 1회~7회 동기회 중 최다 참가 동기회

⇨ 상금 50만 원
•참가상 : 8회 이하 동기회 중 최다 참가 동기회

⇨ 상금 50만 원
•기 타 : 행운권 추첨에 의한 경품 지급

▒ 시상기준
최다 참가 지역 및 동기회 순위로 결정
(거제동문회는 시상기준에서 제외)

국립의 자부심으로 부상하는 동창회!

2015 동창회장배 동문등산대회

대 회 명 : 2015동창회장배 동문등산대회 주 최 : 국립부산기계공업고등학교 동창회
장 소 : 거제시 계룡산 주 관 : 동문산악회, 거제동문회
일 시 : 2015년 4월 26일(일) 오전 10시 참석대상 : 전 동문 및 동문가족(1,000명)
집 결 지 : 거제공설운동장, 거제공고 

대회
요강

※ 성공적인 등산대회가 개최될 수 있도록 동문 회원님의

따뜻한 마음과 많은 협조를 바라며 개인 찬조 및 동기회별

분담금을 아래 계좌로 입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단, 졸업40주년을 마친 기수 (1~5회)는 기별 분담금 납부를 면제함

※ 기별 분담금 : 6회~8회 : 40만 원 / 9회~19회 : 50만 원 /

20회~27회 : 30만 원

■ 납부계좌 : 국민은행 869501-00-002350 

■ 예 금 주 : 부산기계공업고등학교동창회

(입금 시 반드시 소속 동기회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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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시 계룡산 소개 및 대회 코스
백두대간 중 금남정맥의 끝 부분에 위치한 계룡산은 845.1m의 천왕봉을 중심으로 관음봉, 연천

봉, 삼불봉 등 28개의 봉우리와 동학사계곡, 갑사계곡 등 7개소의 계곡으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 자태와 경관이 매우 뛰어나 삼국시대에는 백제를 대표하는 산으로 널리 중국까지 알려졌으

며, 신라통일 후에는 오악(五嶽)중 서악(西嶽)으로 조선시대에는 삼악(三嶽)중 중악(中嶽)으로 봉

해질 정도로 이미 역사에서 검증된 명산입니다.

● 
계룡산이라는 산 이름이 갖는 의미는 조선조 초기에 이태조가 신도안(계룡시 남선면 일대)에 도읍을 정하려고 이
지역을 답사하였을 당시 동행한 무학대사가 산의 형국이 금계포란형(金鷄抱卵形 : 금닭이 알을 품는 형국)이
요, 비룡승천형(飛龍昇天形 : 용이 날아 하늘로 올라가는 형국)이라 일컬었는데, 여기서 두 주체인 계(鷄)와 용
(龍)을 따서 계룡산이라 부르게 되었다고 전해집니다. 지리산에 이어 1968. 12. 31에 두 번째 국립공원으로 지
정 관리되어 있으며, 행정구역상으로는 충남 공주시에 주로 위치하면서 일부가 대전광역시와 논산시, 계룡시
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야생 동·식물과 국보, 보물, 지방문화재가 곳곳에 분포하고 있으며, 동학사,
갑사, 신원사 등의 고찰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출발 : 감실령고개 ⇨ 굴다리 ⇨ 약수터 ⇨ 쉼터 ⇨ 전망대(팔각정) ⇨ 정상
하산 : 정상 ⇨ 전망대(팔각정) ⇨ 437 ⇨ 감실령이정표 ⇨ 산림욕장 ⇨ 굴다리 ⇨ 체육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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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문등반대회 행사구성

프로그램 주요내용 비고
집결 집결완료, 인원점검, 접수

1부 여는마당 / 팀별 접수후 출발 힘찬 구호와 함께 출발 기념식 전 여흥 돋우기
2부 협동마당 / 등반대회 등산 및 하산
3부 화합마당 / 단합의 장 레크레이션 및 휴식 식·음료 제공
4부 닫는마당 / 닫는 의식 기념식, 시상식, 폐회

시간 내용 세부계획 비고
10:00 집결완료 참가자 인원 점검 행사장 준비/ 접수처 설치
10:30 등산 팀별 출발
14:00 하산완료 주류, 먹거리, 음식제공 20,000냥 먹거리 장터운영
14:30 기념식, 시상식, 폐회
16:30 귀가

▒ 동문등반대회 팀 구성
가. 전국의 지역동문회 별로 팀을 구성
나. 동문회 미결성 지역 동문은 개인자격으로 참가 가능
※ 팀별 최소 인원(동문, 가족 포함 30명 이내)

▒ 행사 운영계획
•사전준비 (09:00)
＊행사장 현수막 부착, 대회 본부석 설치
＊방송시설(마이크 등) 설치, 접수처 설치
＊참가자 표식 지급 준비

•1부 - 집결지 도착 (10:00)
＊집결한 팀별로 접수 후 힘찬 구호와 함께 출발

•2부 - 등산 (10:30)
＊각 조별 팀 구호 제창 및 몸풀기 체조
＊총 산행시간 : 2시간 30분 소요
＊점심은 개인 지참
＊하산완료 (14:00) 하산 후 대회 가슴 부착용 표식 반납

•3부 - 단합의 행사 (14:00)
＊휴식 및 먹거리 제공 (20,000냥 먹거리 장터 운영)
＊행운상(30명)은 미리 추첨하여 게시판에 공지함
(행원권 확인 후 지급)

•4부 기념식 (14:30)

•시상식
＊종합우승상 : 상금 100만원 (개최지역동문회는 시상에서 제외함)

＊특별상 : 상금 50만원 (1~7회 동기회 중 최다참가 동기회)
＊참가상 : 상금 50만원 (8회 이하 동기회 중 최다참가 동기회)

▒ 동문등반대회 Time Table

식순 시간 내용
개회선언 14:30 동창회 수석부회장
국민의례 국기에대한경례/애국가제창
회기입장 동창회기, 동문산악회기, 거제동문회기
내빈소개 사회자 내빈소개
대회사 동창회장
환영사 거제동문회장
기념사 동문산악회장
축사 1 내빈
축사 2 내빈
공로패/감사패 전달
시상식 부문별 시상
행운권 추첨 부문별 추첨
교가제창 및 폐회 다함께
귀가 16:30 행사장 정리정돈 후 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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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동창회장배 동문등산대회 준비위원회

대회 고문
김 성 재 (1회)
김 수 홍 (1회)
구 윤 덕 (5회)
허 병 영 (6회)
황 상 석 (8회)
이 학 용 (8회)
최 장 식 (9회)
노 창 기 (9회)
배 종 기 (9회)
이 진 영(10회)
전 천 석(11회)
이 순 기(12회)

부산지역 거제지역
강예경, 이구식 (5회) 윤기현 (12회) 
이양희, 박회선 (6회) 류종섭, 한천수, 유재호 (15회)
조창규 (7회) 이상홍,최춘택 (16회) 
김성복, 구동회 (8회) 김성도 (17회) 
박이환, 박승찬 (9회) 김영구,김기현 (18회) 
이현재, 신성하 (10회) 김충진, 김철영, 구영두 (19회)
장세창, 박춘호 (11회) 정주태 (20회) 
김종환, 하병철 (12회) 이원태 (21회) 
권해진, 전만수 (13회) 강태구 (22회) 
김진수, 심종화 (15회) 김치영,이재욱 (23회) 
김종수 (16회) 하병주, 노대규, 전현호 (26회)
이영득, 최종환 (18회) 이승한,황준석 (29회) 
윤기우, 신기철 (19회) 권상규 (34회) 
정문섭 (29회) 김대우 (35회) 

운 영 위 원 집 행 위 원

각 동기회별 총무
등산동호회 총무

최영주 재경산악회 총무
임영택 OB산악회 총무

정경훈 창원동문산악회 총무
김영관 팔우산악회 총무

신성하 열들뫼 총무
이만순 열둘회 총무

김석문 십오산악회 총무
정재욱 일육산악회 총무

명예 고문
구 영 석 (4회)
남 중 우 (5회)
정 철 영 (6회)
김 병 규 (7회)
이 진 복 (8회)
강 맹 수 (8회)
최 병 철 (9회)
조 성 한(10회)
이 수 열(10회)
유 영 욱(11회)

자문위원
허 대 유 재경산악회장
양 희 구 OB산악회장

김 문 성 창원동문산악회장
이 성 희 팔우산악회장
이 효 성 열들뫼 회장
김 태 봉 열둘회 회장
심 종 화 15산악회 회장
장 현 배 일육산악회장

부 대 회 장
김 태 봉 (12회)

동창회 수석부회장

준비위원장
강 학 만 (12회)
동문산악회장

대 회 장
이 용 재 (12회)

동창회장

자문위원
여승익 (15회) 동문산악회 총무

운영부위원장
서재억 (25회) 동문산악회 재무
노병락 (28회) 동문산악회 산행대장

지역준비위원장

장병하 (12회)_대우

심태명 (14회)_한울

김성도 (19회)_삼성

거 제 동 문 회 장

동창회 사무국
노 용 만 (12회)
총무 선임 부회장
김 길 환 (15회)
총무 담당 부회장
박 노 식 (17회)

사무국장

집행위원장
이만순(12회) 동문산악회 수석부회장

집행부위원장
강 대 성 동문산악회 부회장

김병찬 (16회) 거제동문회 사무국장

● 2015 동창회장배 동문등산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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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문등산대회 광고협찬

Electric Equipment With E M Systec!!!

환경플랜트 해양조선플랜트

환경계측기기류 제철·화학 플랜트

본사전경

대표이사 김 무 룡 (12회)

부산광역시 사상구 사상로 336번길 42                 
전화 : 051)302-8761~3
팩스 : 051)302-8789
홈페이지 : www.emsystec.kr
E-mail : emsys@chol.com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행신2동
761-3 탑프라자 604호

Tel : 031)973-084~2 
Fax : 031)973-0843

Mobile. 010-5398-7852
E-mail. labtech2@hanmail.net

Major Business Line
제조 부문 : 상하수도 및 플랜트 계측제어

시스템, 수배전반,
/MCC/TMTC/iBS/CCTV

건설 부문 : 전기공사업, 정보통신공사업
태양광발전사업

www.daesonglabtech.co.kr

부동산전문가그룹 / 공장·개발·상가·토지

부산시지정(2012~2013)

모범공인중개사사무소

등록번호 : 가-15-1152

(주)삼일로부동산중개

부산광역시 사상구 학감대로 127
Tel : 051)325-3131 / 311-0835
Fax : 051)311-0836
E-mail : samilro31@naver.com

휴대폰 : 010-3156-3131
www.3131.co.kr

공인중개사·신용관리사
매경 부동산 자산 관리사
사상구 토지 평가 위원회 위원
부동산 중개협회 부산시 지부 사전교육 강사

대표이사 / 공인중개사
이 찬 희 (12회)

대표이사
이 승 주 (12회)

www.chakangogi.co.kr

055) 635-2524
예 약 문 의

대표 윤진수 (12회)

경남 거제시 상동동 941-2
M 010-5551-2524
E js.yoon@hanmail.net

대표이사 허 권 도(12회)

경남 김해시 주촌면 내삼리 1078-5
T 055-321-0975~6
F 055-321-9332

H·P 010-2549-4046
E-mail tb4046@hanmail.net

sm0975@hanmail.net

ISO 9001 : 2000 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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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창회장 인사말

24 국립부산기계공업고등학교 동창회보 제3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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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표공인회계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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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나공인중개사무소
공장매각·분양·경매
공장신축 및 철구조물

부산광역시 사상구 감전동 142-9 (타가골프장 1층) TEL.051-322-4422 FAX.051-317-8300

공인중개사/대표

강 학 만 (12회)

010-5055-3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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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이사 최 금 식 (2회)        전 무  최 홍 열(12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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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회 졸업 20주년 모교 방문의 날 ●

▒ 행사 일정 : 2015년 10월 17일 토요일 18:00~

▒ 행사 장소 : 추후 공지

▒ 주     최 : 국립부산기계공업고등학교 제26회 동기회

▒ 후     원 : 국립부산기계공업고등학교 동창회

▒ 참석 대상 : 제26회 동기 및 가족, 은사님, 동창회 선후배님

▒ 밴드 주소 : 부산기계공업고등학교 (1995년 졸업)

▒ 후원 계좌 : 농협  352-0227-0793-03    

예금주 : 설언동

▒ 연  락 처 : 동기회장 박 종현 (010-3880-3186)

동기총무 설 언동 (010-2615-9373)

국립 부산기계공업고등학교 제26회 동기들을 초대합니다.

제 26회 졸업 20주년

모교 방문의 날
Home Coming Day

장산의 터울을 벗어난 지 20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세상살이에 바빠서 한동안 잊고 지내던 동기들을 초대하고자 합니다.

동문의 정통성이자 동기들의 대화합의 장이 될 이번 행사에

26회가 주인이 되어 내빈(은사님, 선후배님)들을 모시고

멋진 자리가 될 수 있게 많은 동기들의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내가 왜' 라는 생각보다 26회만의 특권인 행사이기에 주저 마시고 참여하십시오. 

소중한 벗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동문 선후배님들의 관심과 격려 기다리겠습니다.

국립부산기계공업고등학교 제26회 동기회장 박 종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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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무룡산

2014 동문 등반대회

이모저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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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동창회장배

동문골프대회 대회요강

일   시 : 2015년 6월 15일(월) 오전 6시 30분
장   소 : 경남 양산 통도 파인이스트 CC
참가회비 : 비회원 20만 원, 통도CC회원 12만 원 (캐디피, 그늘집 개인 부담)

* 불참 시 반환은 없습니다.
참가자격 : 골프를 사랑하는 전 동문 및 가족은 누구나 대환영
주최·주관 : 국립 부산기계공업고등학교동창회 

대회
요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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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기코스
남·북 72홀 동시 샷건 티업

▒ 대회일정
•시 타 식 - 06:45분 ~ 북 IN코스 1번 홀 [동창회장, 수석부회장, 자문위원장, 대회집행위원장, 장학재단이사장, 국회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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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회참가 및 접수안내
•접수마감 : 1차 - 4월  30일(목) / 2차 - 5월 9일(토)

•접 수 처 : 팩스 051)746-6747,  메일: samukuk35@hanmail.net

(참가 접수는 참가신청서 양식에 의거 기재하여 상기 기한 내 반드시 팩스 또는 메일로 접수 바랍니다)

•참가비 입금계좌 : 국민은행  869501-00-002363, 예금주 : 부산기계공업고등학교동창회

※ 반드시 신청인 명의(기수 포함)로 송금 요망  (예) 홍길동 12회

•문의 : 대회집행위원장 박봉경  010-3583-8807 / 기획위원 백현식  010-9396-0238                 

동창회 사무국장 박노식  010-6560-4788 / 동창회 사무국   051)742-6746, 742-0093 

▒ 기념 리셉션 및 시상식 
•시      간 : 14:00 ~ 17:00

•장      소 : 통도 컨트리클럽 하우스 그릴

•대회기념식 : 제1부 (식전행사)  기념촬영 및 대회 만찬  기수별

제2부 (공식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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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상내역

구   분 경 기 방 식 시상내역

단체전

기  별
대항전

•최소 2팀 출전 (선수명단 사전 제출)
•출전자 중 최고 성적 6명 합산
(단, 출전 선수 6명 미달할 경우 미달 선수 최고
2명까지는 90타로 성적 반영하여 평가함)

•우승 / 준우승 / 3위

•트로피 (순회배)
•상금 - 우  승 : 100만 원

- 준우승 :  70만 원
- 3위    :  50만 원

부기회
대항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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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전 선수 10명 성적 합산
•우승 / 준우승 

•트로피 (순회배)
•상금 - 우  승 : 100만 원

- 준우승 :  70만 원

참가상 •최다 참가 기수 •50만 원

개인전

개인전

•단체전 참가 선수 포함
•우승/준우승/3위 (뉴페리어 HD 적용)
•챔피언(메달리스트) - 최저 타수 기록자
•동점자 발생 시 백카운터 방식 적용
•챔피언은 북코스 성적만 인정함

•우      승 : 트로피 + 부상
•준 우 승 : 트로피 + 부상
•챔피언(메달리스트) : 트로피 + 부상
•3위        : 트로피 + 부상
•니어(남, 북) : 트로피 + 부상
•롱기(남, 북) : 트로피 + 부상

가족전
•챔피언(메달리스트)
•우승/준우승/3위(뉴페리어HD)
•동점자 발생 시 백카운터 방식 적용

•우      승 : 트로피 + 부상
•준 우 승 : 트로피 + 부상
•챔피언(메달리스트) : 트로피 + 부상
•3위        : 트로피 + 부상
•니어(남, 북) : 트로피 + 부상
•롱기(남, 북) : 트로피 + 부상

홀인원 홀인원 •상금 500만원, 기념패

* 공통사항 : 행운권 추첨 - 다수 상품 시상 

* 중복 시상자는 차순위에게 양보 (챔피언은 2회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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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교 50년사 발간을 위한 

동문 소장 자료 수집
고교 시절 추억의 사진첩을 보여주세요.
2016년 3월 11일 모교 개교 50주년의 뜻깊은 해를 기념하여 동창회에서는 모교의 반세기에 걸친 발자취
를 회고, 정리하여 모교에 대한 자긍심을 높이기 위한 일환으로 개교 50년사 발간을 하고자 합니다. 
이에 동문 여러분이 소장하고 계신 추억의 소중한 자료를 제공해주시면 작업 후 안전하게 돌려드리겠습
니다. 우리 동문 역사의 한 페이지를 채운다는 의미로 많은 참여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수집하는 자료
교복(사진), 앨범, 학생증, 개인 사진, 교표, 성적표,
상장, 상패, 각종 납부고지서 등등 역사적 가치가 있는
자료 일체

수집기간
2015년 4월 1일 ~ 2015년 6월 30일

제공방법
- 동창회 사무국으로 우편 발송 또는 파일 제공
(착불 가능함)

- 동기회장단 또는 소속 동문회 회장단을 통해 제공 
- 홈페이지 팝업창에 사진 업로드  
- 사진설명과 주소, 성명, 연락처를 적어 동창회 사무국
으로 우편 발송

문 의
주소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해운대로 569 국립부산

기계공업고등학교 학생회관 2층 동창회사무국
전화 051) 742-6746, 742-0093, 719-0279
E-mail samukuk35@hanmail.net
동창회 홈페이지 http://bmths.org
모교 홈페이지 http://bmt.h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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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차 기능탑제전

봄이 시작되는 3월, 새봄의 시작인 만큼
좋은 일만 가득한 멋진 한 해 맞으시길 바랍니다.

2015년 동문 친목 도모와 선·후배 간 화합의 장인 제43차 기능탑제전 추진

위원장을맡은 21회 동기회장 최진권입니다.

자랑스러운 국립부산기계공업고등학교의 오래된 슬로건이 있습니다. 

‘사랑하면 표현하라’입니다.

모교를 사랑하고 동문을 사랑하는 전통 있는 축제, 재미와 웃음이 있어 화합하는 축제, 선·후배님들이 함께 하여

소통하는 축제에  ‘참여와 사랑 표현’을 기다립니다. 

모교를 졸업한 지 25주년 되는 21회 동기회가 다가오는 10월 청량한 가을날  존경하는 선배님과 훌륭한 후배

들을 모시고 모교에서 펼쳐지는 가을축제 기능탑제전에 정중히 초대하고자 합니다.

재미있는 행사 (동문 및 가족 중심 공연 및 체육대회), 

푸짐한 행사 (풍족한 음식 및 다과 제공), 

의미 있는 행사 (행사기념 전시물  및 문화 관람전), 

참여하는 행사 (각 지역 동문회에 교통편 지원)를 만들고자, 

저희 21회 동기들이 성심성의껏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안의 열정의 불꽃이 꺼지지 않는 이유는 바로 우리를 잡아 주고 격려해 주는 동문들이 있기 때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모교의 가을 축제 기능탑제전에 오셔서, 동기와 동문 간의 안부를 묻는 추억의 장을  만드는 만남의

장이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여러 동문 및 가족 여러분의 건강과 하시는 모든 일에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제43차 기능탑제전 추진위원장 최 진 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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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차 기능탑제전

이모저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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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동강하구가 고향인 여름새, 쇠제비갈매기(24cm), 쇠제비갈매기는 낙동강하구 모래섬에서 번식하던 새였습

니다. 낙동강하구에는 을숙도를 빼고 사람이 살지 않는 무인도 모래섬이 일곱 개가 있어요. 낙동강 끝자락, 강

과 바다가 만나서 이룬 모래섬과 갯벌이 한국 최고의 철새 도래지이자 세계적 자연유산이지요. 그런데 이제는

이곳에서 번식하는 쇠제비갈매기를 만날 수 없어요. 2013년을 기점으로 사라졌어요. 왜일까요? 

우리는 스스로 자연을 훼손하고 스스로 ‘자연결핍장애인’이 되어 갑니다. 2013년 3월에서 7월까지 이곳 무인도

에서 한국 최초로 이들의 번식과정을 단독 취재했습니다.   

우리 동문 자녀들에게 ‘사람 책’을 빌려드립니다. 자연과 생태 이야기를 나누고 싶은 분은 생태학습원 & 북 카페,

‘아이와 산책’ 조무호(010-3883-4466)에게 신청하세요. 들꽃, 곤충, 새 이야기를 나누어 드립니다. 

쇠제비갈매기가 구애하는 모습 2013년 5월 23일 낙동강하구 신자도 / 사진: 조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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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수제비 한 그릇

조무호 

빨랫줄에 걸린 저녁달을 

바지랑대로 받쳐놓고 

엄마하고 마당에서 저녁을 먹는다 

밀가루 반죽 뚝뚝 떼어 넣고 

호박잎도 몇 장 쓱쓱 비벼 넣은 

늙은 

엄마가 그냥 끓인 

수제비 한 그릇, 

엄마는 요즘 입에 맞겠나 하시면서도 

어느덧 

달빛에 마주앉은 젊은 어머니, 

나는 

까까머리 소년, 

반짝반짝 개똥벌레는 오지 않아도 

그 옛날 마당에 뜬, 별, 그 별 그대로, 

호, 호, 뜨거운 김 서로 불어주면 

수제비 그릇에 

동 동 

별이 내려와 

수제비 한 그릇에 별이 두 그릇 

나는 

엄마가 떠준 별을 먹는다 

부산기계공업고등학교 14회 

대학·대학원에서 문예창작 전공 

동시·동화작가·생태교육자

문예지발표 우수작품상 수상(한국문화예술위원회)

을숙도문학상 수상

2015년 부산기공 김해동문회 사무국장

생태학습원 & 북카페, 「아이와 산책」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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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사업보고

Ⅰ. 동창회관 건립기금  

가. 2014년도 현재 기금 조성 누계액 : 1,653,775,185원

나. 2014년도 조성 실적  

다. 동기회별 건립기금 분담금 납부내역                                                             (2014. 12. 31 현재)

항    목 금   액(원) 비    고

전기 이월 1,554,475,504

회원 수입

분 담 금 3,700,000 4회 동기회 분담금 완납 

찬 조 금 5,000,000 20회 (제42차 기능탑제전 찬조)

입 회 비 2,980,000    2015년 제46회 졸업생 입회비

회원외 수입 이자수익 37,619,681   

소   계 49,299,681 

일반회계 전입 50,000,000 (2014. 2. 3 전입)

합   계 1,653,775,185 

동기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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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000,000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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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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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05,000,000 678,20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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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동창회비 납부 추진사업 

가. 2014 수입 금액  : 199,442,472원

나. 2014 수입 내역 

① CMS :  151,182,000원 (12월 기준 1,108명) 

② 휴대폰 소액결제 : 40,436,472원  (12월 기준 807명)

③ 평생회비 : 400,000원 (2명) *표에는 구좌수로 환산함

④ 무통장입금 : 90명 (4,952,000원) 일시납 1명(72,000원)  

⑤ 단체회비 : 르노삼성동문회 (2,400,000원)

다. 동창회비 1만 구좌 캠페인 달성 내역                                                 (2014년 12월 31일 기준) 

*구좌수는 2014년 12월말 현재 납부자 기준이며, 납부금액은 2014년 전체 납부된 금액임

기수 목표
동창회비 납부현황(구좌수)

납부금액(원) 기수 목표
동창회비 납부현황(구좌수)

납부금액(원)
CMS 휴대폰 무통장 일시납 계 CMS 휴대폰 무통장 일시납 계

1회 55 19 9 - - 28 897,000 23회 278 82 54 3 - 139 4,758,000

2회 55 5 16 1 - 22 354,000 24회 278 45 41 - - 86 2,331,000

3회 55 18 3 - - 21 672,000 25회 278 48 12 - - 60 2,103,000

4회 55 2 2 - - 4 144,000 26회

2,146

58 24 2 - 84 2,507,532

5회 138 74 45 - - 119 4,167,000 27회 23 29 - - 52 1,775,000

6회 138 128 10 1 - 139 5,010,000 28회 14 13 1 - 28 813,000

7회 138 97 16 1 - 114 4,044,000 29회 6 24 1 - 31 801,000

8회 278 245 96 17 - 358 13,332,000 30회 9 12 - - 21 735,000

9회 278 234 71 - - 305 10,454,000 31회 7 6 2 - 15 420,000

10회 555 529 358 5 - 892 26,043,000 32회 2 8 - - 10 405,000

11회 555 325 110 7 0 442 15,335,000 33회 11 4 - - 15 378,000

12회 555 197 138 4 - 339 15,723,000 34회 12 23 - - 35 1,020,000

13회 555 201 67 21 - 289 9,339,000 35회 5 21 - - 26 771,000

14회 555 136 63 5 12 216 7,011,000 36회 2 1 - - 3 72,000

15회 555 192 109 7 - 308 9,266,940 37회 4 3 - - 7 69,000

16회 555 257 129 5 - 391 12,846,000 38회 2 2 - - 4 135,000

17회 555 470 54 12 - 536 19,575,000 39회 2 2 - - 4 138,000

18회 278 102 59 9 - 170 5,550,000 40회 3 0 - - 3 141,000

19회 278 116 65 5 - 186 4,989,000 41회 - - - - - -

20회 278 98 37 5 - 140 4,416,000 42회 5 3 - - 8 144,000

21회 278 113 38 - - 151 4,782,000 43회 - - - - -

22회 278 67 40 8 - 115 3,576,000 합계 10,000 4,112 1,823 126 12 6,073 197,042,4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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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로건  

중점사업 

계속사업

「 국립의 자부심으로 부상하는 동창회! 」

- 동창회관 사업 시행을 통한 재정자립 기반 확보

- 개교 50년 주년 기념사업 준비 

- 동문 커뮤니티 활성화

- 제43차 기능탑제전의 성공적 개최

- 동창회장배 동문등산대회 개최

- 동창회장배 동문골프대회 개최

- 산하동문회 지원을 통한 동창회와의 결속 강화

- 동창회보 발행 (36, 37호)

- 동창회비의 지속적 증대 

- 모교의 발전을 위한 지원 

- 동문장학재단의 기금증대 

- 효율적이고 내실 있는 사무국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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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중점사업(안)  

Ⅱ. 계속사업

1. 동창회관 사업 시행을 통한 재정자립 기반 확보
- 동창회관 추진위원회의 적극적인 활동을 통하여
적합한 물건 확보

- 전 동문의 염원인 동창회관 매입을 실행하여 지
속적인 재정자립 기반 확보

2. 개교 50주년 기념사업  
- 개교 50년사 발행
- 개교 50주년 기념 상징탑 건립
- 행사 개최

3. 동문 커뮤니티 활성화
-  동문명부 발간
-  접근성과 적시성을 고려한 스마트폰 어플리

케이션 개발
-  자랑스런 기공인상 수상자 커뮤니티 결성 

1. 제43차 기능탑제전
-  10월 18일(일) 모교 일원
-  1회, 11회와 연합하여 21회 주관으로 동창회가 주최
-  1천명 이상의 동문 가족 참여 유도
-  고참 선배 기수 및 가족의 참여 증대
-  재학생과 함께하는 프로그램 추가

2. 동창회장배 동문등산대회 개최 
- 4월 26일(일) 경남 거제 계룡산

3. 동창회장배 동문골프대회 개최
- 6월 15일(월) 양산 통도 파인이스트CC

4. 산하동문회(동기회·지역·직장·동호회) 지원을
통한 동창회와의 결속력 강화
1) 동기회 결성유도

- 미 결성된(25회, 27회 이하) 동기회 결성을
위한 행정적인 지원

- 동기회 결성 시 동창회에서 동기회기 제작 전달
2) 지역·직장 동문회와 유대 강화

- 지역·직장 동문회 및 동호회 행사 시 참여
하고 행정적 지원 

3) 동문 행사 활성화
- 행사 홍보 지원
- 동호회 파악 - 전국적인 네트워크 구축

5. 동창회보 발행
- 봄호 4월, 가을호  총 20,000부 제작

6. 동창회비의 지속적 증대
- 자발적인 동창회비 납부를 통해 재정자립을 완성함
- 동창회비 납부 동문 우대방안 수립 및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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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배를 채용해 주세요

늘 변화하는 우리 학교, 국립부산기계공업고등학교
2016년 우리 학교는 개교 50년을 맞이하는 역사적인 해입니
다. 이를 기념하기 위하여 동창회에서는 개교 50년사와 동
문명부를 발간하는 데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1967년
3월 부산한독직업학교로 개교한 이래 산업 발달의 변천과 더
불어 변모하는 우리 학교는 2009년 2월 마이스터고로 지정
되면서 큰 변화가 있었습니다.
마이스터고등학교란 산업수요 맞춤형 인력양성을 교육 목표
로 현재 전국 44개교가 지정 운영되고 있는 특수목적고등학
교입니다. 교육과정 면에서 자율성과 전문성이 강화되었고,
개방형 공모제를 통한 교장임명과 전국단위 학생선발, 다양한
국가적 육성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  우리 학교 학생들의 취업 진로 현황
마이스터고로 지정되고 난 후 후배들의 취업에도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2015년 2월 졸업한 제49회 후배들의(마이스터고
3기) 취업 진로 현황은 공기업, 대기업, 우수중소기업 등 다
양한 방면으로 취업하였으며 명실공히 국립부산기계공업고
등학교 동문, 조국 근대화의 기수들의 후예로써 각자의 역
할에 소임을 다 하고 있습니다.
졸업생 298명 중 267명(91.44%)이 취업하였으며 대기업 66명
(25%), 공기업 51명(19%), 중소중견기업 150명(56%)이 취업
하였고, 6명은 코이카 드림봉사단원으로서 해외 봉사활동 중
에 있습니다. 취업이 확정되지 못한 25명의 졸업생에 대해
서는 다양한 방법으로 취업 진로 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  동문 기업인의 학생 채용 협조 말씀
마이스터고로 진학하는 이유 중 많은 학생들이 대기업이나
공기업에 취업할 수 있다는 기대로 입학을 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학부모님과 학생들은 졸업 후 대기업이나 공기업
에 취업하기를 희망합니다. 그러나 미래의 “청년 CEO”를 꿈
꾸는 대견한 후배들도 많습니다. 이런 후배의 성공된 미래를
위해 힘이 되어 주실 동문 기업을 찾습니다. 
마이스터고 학생과 학생을 채용하는 기업에 대해서 정부로
부터 다양한 지원 제도가 있습니다. 특히 중소기업 제조업에

취업한 마이스터고 졸업생은 산업기능요원으로 병역특례혜
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근무 기간 34개월). 마이스터고 학생
을 채용한 기업체는 최대 5명의 산업기능요원 T/O를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 학교 마이스터센터 내 취업진로부를 통해
학생채용에 대한 방법, 절차를 문의할 수 있습니다. 또한 우
리 학교 홈페이지(http://bmt.hs.kr)-취업 진로-산업체 현장
실습요청서를 작성하셔서 기재된 이메일이나 팩스번호로 보
내 주셔도 좋습니다.

학생 채용 절차

1. 회사 홍보 : 현장실습요청서 작성 또는 학교 방문을 통해
학생 대상 회사 홍보
- 학교 취업진로부를 통해 회사 홍보 일정 협의

051)719-0105, 박재택
2. 취업 희망 학생 모집 및 회사 탐방 실시(교사 인솔 지도)
3. 학생 서류 제출 및 회사 규정에 의한 면접 등 평가 실시
4. 최종 입사일까지 회사에서 필요로 하는 직무, 인성 교육

실시 가능
5. 2015년 3학년 취업(현장실습) 시작일은 9월 14일부터 가능

▒  모교의 발전과 후배의 미래를 위한 최선의 방법 ‘채용’
2015년 채용시장이 더 얼어붙을 거라는 기사를 접합니다.
취업을 목적으로 입학한 후배들이 모교를 졸업하고 원하는
직장에 모두 취업할 수 있도록 기업을 경영하시는 동문 CEO
님과 인사 업무 담당 동문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 부탁
드립니다. 

모교의 발전과 후배의 미래를 위하는 최선의 방법은 장학금도
학교발전기금도 아닌 좋은 일자리에서 우리 후배들이 일할
수 있도록 ‘채용’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학생 채용에 관해
궁금한 점 있으시면 아래 전화번호로 언제든지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이스터부장 교사 : 21회 박재택

(051-719-0105, 010-2217-3508)
•취업진로부장 교사 : 복정환(051-719-0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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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창회장단 동정

회장단 동정 날 짜 장 소
전국기능경기대회 선수단 환영식 2014년 10월 5일(일) 경기 양촌리 안양동점
KNN고교동문 골프최강전 결승전 2014년 10월 6일(월) 김해 가야CC
제5차 회장단회의 2014년 10월 8일(수) 모교 회의실
기능축전 및 학생생활공간 개관식 2014년 10월 17일(금) 모교 일원
5회 동기회 졸업40주년 기념행사 2014년 10월 18일(토) 글로리콘도 대연회장
20회 동기회 졸업25주년 기념행사 2014년 10월 18일(토) 부산 해운대 고짱
개교50년사 편찬 MOU 체결식 2014년 10월 18일(토) 모교 회의실
제42차 기능탑제전 2014년 10월 19일(일) 모교 체육관
2014 자랑스런기공인상 시상식 2014년 10월 19일(일) 모교 체육관
자매학교 히로시마공고 환영 만찬 2014년 10월 6일(목) 해운대 더파티
11회 동기회 정기총회 2014년 11월 8~9일 경기도 안산 구봉도
제39차 임시총회 및 추천위원회 2014년 11월 15일(토) 모교 회의실
17회 동기회 정기총회 및 송년의 밤 2014년 11월 29일(토) 장유 벨메종 뷔페
4회 동기회 정기총회 2014년 12월 4일(목) 산채마당
울산시내분회 정기총회 2014년 12월 4일(목) 울산롯데호텔 제이드
12회 동기회 정기총회 2014년 12월 6일(토) 창원호텔 동백홀
개교 50년사 편찬 동창회-모교 회의 2014년 12월 10일(수) 본관 중회의실
15회 동기회 정기총회 2014년 12월 10일(수) 창원리베라컨벤션
동문장학회 이사장 취임식 및 장학금수여식 2014년 12월 15일(월) 파라곤호텔사파이어홀
동문산악회 정기총회 2015년 1월 9일(금) 연산동 해암뷔페
1회 동기회 정기총회 2015년 1월 9일(금) 연산동 명동숯불갈비
현대자동차 동문회 정기총회 2015년 1월 11일(일) 울산MBC컨벤션
1차 회장단회의 및 상견례 2015년 1월 12일(월) 파라곤호텔
16회 동기회 정기총회 2015년 1월 14일(수) 창원 인터내셔널호텔
9회 동기회 정기총회 2015년 1월 16일(금) 창원 리베라컨벤션
13회 동기회 정기총회 2015년 1월 16일(금) 르네상스 뷔페
동창회장 이·취임식 및 제39차 정기총회 2015년 1월 17일(토) 파라곤호텔그랑프리홀
8회 동기회 정기총회 2015년 1월 23일(금) 허심청
김해동문회 정기총회 2015년 1월 17일(화) 김해 라페스타 뷔페
재경동문회 정기총회 및 신년회 2015년 2월 4일(수) 공군회관(대방동)
제46회 졸업식 2015년 2월 11일(수) 모교 체육관
진주동문회 정기총회 2015년 2월 11일(수) 진주 동방호텔
15회 동기회 정기총회 2015년 2월 28일(토) 지백빌딩
제49회 입학식 2015년 3월 2일(월) 모교 체육관
회장단 워크샵 및 제2차 회장단회의 2015년 3월 6~7일 지백빌딩
동문산악회 시산제 2015년 3월 8일(일) 장산 및 모교 운동장
자문위원단 간담회 2015년 3월 30일(월) 도피안

제34대~35대 동창회장단 동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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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대 동창회]

2014 동창회장배 동문등산대회 개최

9월 28일(일) 10시부터 울산광역
시 무룡산에서 개최된 「2014 동창
회장배 동문등산대회」는 전국의
지역동문회에서 약 700여 명의 동
문 및 가족이 참가한 가운데 화창
한 날씨 속에 개최되었다. 산행 후
집결지 [들림집]에서 다양한 먹을
거리를 가운데 두고 동기회별로 삼
삼오오 모여 앉아 담소를 즐겼으며,
노래자랑 등 흥겨운 한마당 행사를
통해 동문 화합과 건강을 다지는
행사가 되었다. 이어 진행된 시상
식에서 부산동문회가 가장 많은 인
원이 참가하여 우승 상금 100만원
을 수상했고, 동기회 우승은 10회
동기회(상금 50만원)에게 돌아갔
다. 원로 선배 기수 참가상은 7회

동기회에게 돌아갔고 상금 50만원
을 수상했다. 이번 행사를 위해 울
산동문회 배재록 회장을 비롯하여
울산지역 동문들이 물심양면 지원
을 아끼지 않았고 특히 이번에는
이중순 교장 선생님을 비롯하여 재
직 동문 선생님들과 학부모회원이
함께 참여하여 동창회-모교-학부
모가 하나로 뭉쳐 더욱 뜻깊은 시
간이 되었다. 2015년 대회는 거제
계룡산에서 개최하기로 하였다.

KNN 고교동문골프최강전 우승

10월 6일 가야CC에서 개최된 「제
8회 파크랜드배 KNN 고교동문골
프최강전」에서 우리 동창회에서
출전한 선수단이 우승을 차지하는
영광을 안았다. 앞서 치러진 예선
전에서 마산 용마고와 구미 오상고
와 함께 2위의 성적으로 결승에 진
출한 우리 동창회 선수단은 쌀쌀한
날씨와 바람에도 불구하고 모든 선
수가 실력을 유감없이 발휘하여 통
쾌한 1위로 모교 장학금 1천만원의
상금을 수상하였다. 본 경기를 위
해 수고해 주신 자랑스러운 선수단
은 단장 김광환(2회), 정재송(8회),
최기열(12회), 조충래(16회)이다.
장학금은 동문장학재단을 통해 모
교에 전달되었다. 

제34대 동창회 5차 회장단회의

10월 8일(수) 오후 6시부터 모교 중
회의실에서 「5차 회장단회의」가
개최되었다. 주요안건은 제42차
기능탑제전 행사 개최 전 진행 상
황 점검 및 적극적인 참여를 통한
성공적인 개최를 위한 열띤 토론이
이어졌다. 

제42차 기능탑제전 개최

국립부산기계공업고등학교 동창
회의 화합과 결속력을 다지고자 동
창회가 주최하는 「제42차 기능탑
제전」이 ‘2014 부기 사랑과 우정
을 담아’라는 캐치프레이즈를 걸
고 10월 19일(일) 오전 10시부터
20회 동기회(회장 조인흠) 주관으
로 동문 및 가족 약 800여 명이 참
가한 가운데 성황리에 개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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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적인 행사를 위해 20회 동기
회 기능탑제전 추진위원들은 전국
의 20회 동기 모임에 빠짐없이 참
석하여 행사 참가를 독려한 결과
예년보다 많은 동문과 가족이 참가
하여 알찬 행사가 되었다. 족구는
S&T 모티브 직장동문회가 우승을,
울산지역동문회가 지역 우승을 차
지했다. 풋살은 창원동문회가 우승
을 차지했고 기수별 노래자랑 우승
은 24회 동기회 가족이 수상했다.
남녀 동문 팔씨름대회 우승은 24
회 김세만 동문, 여성부는 24회 박
민철 동문가족이 차지했다. 푸짐한
상품과 행운권 추첨이 이어진 가운
데 20회 노근호 동문이 행운권 1등
에 당첨돼 50인치 스마트 TV를 수
상하는 행운을 안았다. 특히 이날
대회에는 모교의 역사를 알아보는
OX 퀴즈에 많은 동문과 가족이 참
여하여 화기애애한 행사가 되었다.
이날 행사를 위해 모교는 풋살장과
족구 경기장 등을 보수하여 쾌적한
공간에서 행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그리고 학
생활동공간 준공식이 오전에 개최
되어 오랜만에 학교를 찾은 동문들
이 옛 추억을 회상하며 변화하고
발전하는 교정을 둘러보며 의미 있
는 시간을 보냈다. 

히로시마공고 환영 만찬 개최
11월 6일(목) 오후 6시부터 모교와
자매학교인 일본 히로시마 공고 교
장 선생님을 비롯한 학생과 학부모
는 동창회가 주최하는 환영 만찬에
참석하여 우정을 나누는 자리를 가

졌다. 참가한 일본의 자매학교 학
생은 모교에서 기획한 다양한 프로
그램에 참가하여 한국 문화에 대한
이해를 넓히는 시간을 가졌고 이를
통해 양국 간 교류를 위한 민간사
절단 역할을 톡톡히 해냈다.

임시총회 및 추천위원회 개최

11월 15일(토) 오후 5시에 차기 동
창회장을 선출하기 위한 추천위원
회가 모교 회의실에서 개최되었다.
추천위원회에서는 제34대 동창회
수석부회장을 맡고 있는 12회 이용
재 수석부회장이 제35대 동창회장
으로 만장일치로 추대되었고 이어
진 임시총회에서 차기 동창회장으
로 선출되었다. 

개교50년사 편찬위원회 개최

동창회와 모교는 2016년 3월 11일
개교 50주년을 맞아 「국립부산기
계공업고등학교 50년사」를 편찬하
기로 합의하고 지난 10월 18일
MOU를 체결하였다. 이후 12월 10
일 5시 본관 3층 회의실에서 편찬
위원회를 열고 전체적인 기획은 동
창회에서 진행하되, 자료 제공 협
조 등은 동문 교사들을 위주로 한
참여 위원을 두어 진행하기로 결정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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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대 동창회]

동창회장 이·취임식 및 

제39차 정기총회 

「동창회장 이·취임식 및 제39차
정기총회」가 2015년 1월 17일(토)
오후 6시 30분부터 파라곤호텔 그
랑프리홀에서 성황리에 개최되었
다. 역대 동창회장을 지낸 자문위
원단, 동기회, 지역·직장 동문회
장단과 동문 등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국립의 자부심으로 浮上
하는 동창회!’라는 슬로건으로 힘
찬 출발을 알렸다. 모교의 이중순
교장선생님과 동문장학재단 김천
환 이사장이 참석하여 축하하였다.
1부 동창회장 이·취임식에서 제
34대 김태영 동창회장은 이임사를
통해 무겁고 영예로운 자리를 맡아
쉼없이 달려온 한 해였으나 후회와
아쉬움이 남는다고 회고하였다. 이
어서 제35대 동창회장으로 취임하
는 이용재 동창회장은 ‘국립의 자
부심으로 浮上하는 동창회!’란 슬
로건처럼 도약하는 동창회를 위해

눈과 귀를 열고 다가갈것임을 취임
사에서 밝혔다. 동창회관 건립 추
진, 개교50주년 기념사업 준비, 동
문명부 제작 등 굵직한 사업을 진
행하는데 있어 동문의 협조를 당부
하였다. 이어진 2부 정기총회에서
는 2014년도 사업보고 및 감사보
고가 있었고, 제35대 동창회 사업
계획(안) 승인이 이어졌다.

1차 회장단회의 및 상견례 
1월 12일 오후 6시부터 파라곤호텔
에서는 제35대 동창회를 이끌어나
갈 이용재 동창회장과 김태봉 수석
부회장을 비롯하여 신임 회장단 상
견례를 개최하였다. 신임 회장단은
제35대 동창회 사업에 적극 협조
하기로 하고 2015년부터는 각 분
과별 활동을 활성화하여 참여하는
회장단의 모범을 보이기로 합의하
였다. 이어질 제39차 정기총회와
동창회장 이․취임식에 만반의 준비
를 기울이기로 했다. 또한 선임기
수 분과를 새로이 신설하여 선임기
수 동문들에 대한 의전을 전담하여
선배와 후배가 어우러지는 동창회
를 만들어나가기로 하였다.

동창회장단 워크샵 및 2차 회장단회의
3월 6일~7일 1박 2일 일정으로 강
서구 [지백빌딩]에서 제35대 동창

회장단 워크샵 및 제2차 회장단회
의가 개최되었다. 내년 개교50주
년을 맞아 50년사 편찬 및 동문명
부 발간 사업에 대한 토의가 이어
졌고, 4월 26일에 개최예정인

「2015 동창회장배 동문등반대회」
등 주요 안건에 대한 열띤 밤샘 토
론을 하였다. 그리고 동창회장단
역량강화 일환으로 마련한 강사 초
청 특강을 통해 에너지 충전과 자
기를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다. 이
어진 15회 동기회 밴드(김길환, 최
병안, 황호현, 기영식 동문) 의 찬
조 출연으로 어느 때보다 활기차고
즐거운 시간이었다. 

제49회 개교기념일 떡 선물
3월 11일(수) 제49회 개교기념일을
맞이하여 동창회에서는 모교 재학
생과 교직원에게 기념 떡을 선물하
였다. 

자문위원단 회의 개최
이용재 동창회장과 김태영 자문위
원장은 3월 30일 오후 6시, 부산 사
상의 [도피안]에서 역대 동창회장
을 역임한 자문위원들을 초청하여
간담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 자
리에는 동창회 선임부회장단이 참
석하며 제35대 동창회 출범 후 동
창회 주요 사업에 대한 자문과 발전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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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회 동기회
1회 동기회(회장 오성주)는 12월
13일 7시부터 1회 동기회 정기총회
를 연산동 명동숯불갈비에서 개최
했다.

2회 동기회 
재경 2회 동기회는 4월 18~19일 1
박 2일 일정으로 동해안 원정 행사
를 계획하고 있다.
코스 : 서울 출발  동해도착 
설악동 신흥사  낙산사  속초
 주문진  금강산 전망대로 돌
아오는 일정이다.

4회 동기회 
4회 동기회(회장 오상진)는 2014년
12월 4일 오후 6시 30분부터 [산채
마당]에서 제4회 동기회 정기총회
를 개최하였다.

5회 동기회

5회 동기회(회장 이상근)는 2014년
10월 18일 17시, 해운대 글로리콘
도 18층 연회장에서 졸업 40주년

기념행사를 열었다. 또한 제42차
기능탑제전과 2014 동창회장배 동
문등반대회에 함께 참가하여 즐거
운 시간을 보냈다.

6회 동기회
6회 동기회 배관과는 2014년 12월
20일(토) 오후 5시부터 송년모임을
갖고 동기들과 함께 저물어 가는 한
해를 마무리하는 시간을 가졌다.

7회 동기회
[7회 동기회 단합대회]
7회 동기회(회장 김대겸)는 2014년
9월 27~28일 울산 무룡산에서 개
최된 동창회장배 동문등산대회에
서 동기와 가족 총 74명의 동기가
참석한 가운데 동기 단합대회를 겸
한 모임을 가졌다. 한편 이날 동문
등반대회에 최다참가 동기상을 수
상하여 상금 50만 원을 받았다.

[7회 동기회 회장 이·취임식 및
결산보고]

2014년 12월 20일 오후 6시부터 부

산, 민락동 방파제횟집에서 「회장
이·취임식 및 결산보고」가 있었다.
2년간 동기회를 이끌었던 김호주
전 회장은 그동안 믿고 따라 준 동
기에게 감사의 말씀을 전했다. 연
말연시로 인해 각 지역회장단의 참
석이 조금 저조하였으나 위임을 받
아 마무리를 잘하였다.

8회 동기회
[8회 동기회 정기총회 및 회장
이·취임식]

1월 23일 8회 동기회는 2015년 동
기회를 이끌 새로운 집행부를 꾸렸
다. 14대 회장으로 정재송, 수석부
회장 박주석, 총무 김귀팔, 감사 김
주봉, 안극섭 동기로 정해졌다. 동
기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로 동기회
가 가일층 발전할 수 있도록 힘을
모으기로 했다. 신임 정재송 회장
은 모교 개교 50년사 편찬 위원이
며, 졸업 40주년 기념행사를 위한
사전 준비 작업을 의욕적으로 하고
자 취임식에서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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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회 경남 동기회 전국동기 체육
대회]
2015년 경남동기회(회장 이부섭)는
6월 7일 오전 10시부터 창원기계공
고 실내체육관에서 전국동기체육
대회를 개최하기로 했다.

9회 동기회

[정기총회 및 우정의 밤]

9회 동기회(회장 황병득)는 「2014
정기총회 및 2015 신년맞이 단합행
사」를 2015년 1월 16일(금) 오후 6시
부터 창원 리베라컨벤션 10층 베네
르가든에서 동기와 가족 약 1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개최
하였다. 총회에 이어진 우정의 밤
시간에는 지역대항 장기자랑 및 여흥
의 시간, 행운권 추첨 등을 통해 흥
겨운 시간을 가졌다. 제35대 이용재
동창회장이 참석하여 축하하였다.

전국 각지에서 많은 동기들이 참석
하였고 처음 온 동기들도 많았다.

10회 동기회

[10회 동기회 정기총회]

10회 동기회(회장 정정환)는 2014
년 12월 6일(토) 18시부터 포항 필
로스호텔에서 27차 정기총회 및 송
년의 밤 행사를 개최하였다. 

[재경 10회 송년의 밤]

재경10회 동기회(회장, 유명호)는
2014년 12월 10일(수) 19시, [채상
궁]에서 재경10회 동기회 정기총회
및 송년회 행사를 개최하였다.

[10회 동창문집 ‘해운대’출판회]
2015년 5월 30일 17
시에 모교의 도서관
에서 부산기계공업고
등학교 10회 졸업생들
의 동창문집 ‘해운대’

출판기념회를 하게 되었음을 알립
니다. 동문들의 많은 관심과 성원
을 부탁드립니다.

11회 동기회
11회 동기회(회장 정삼모)는 2014
년 11월 8일 안산 구봉도 힐링캠프
에서 졸업34주년 기념행사를 가졌
다. 2015년도 졸업35주년 행사는
모교에서의 1박 2일(2015년 8월 15
일)을 계획하고 있다. 동기 가족과
함께 학교 교정에서 하루를 지내면
서 여름밤의 기숙사에서 하룻밤도
체험할 예정이라고 한다.

12회 동기회

12회 동기회(회장 김준태)는 2014년
12월 6일 오후 6시부터 「정기총회
및 회장 이·취임식」 행사를 창원
호텔 동백홀에서 개최하였다.

13회 동기회
13회 동기회(회장 이종필)는 1월 16
일 르네상스뷔페에서 정기총회 행
사를 개최하였다.

14회 동기회
[재경14회 송년 모임]
재경 14회 동기회(회장 양흔목)는
2014년 12월 13일(토) 4시 경기 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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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 ‘7080 라이브광장’에서 오랜
만에 학창시절로 돌아가서 세파에
찌든 때를 학창시절 추억으로 말끔
히 털어버리고 상호 간 몸담은 업종
간 정보교류와 도움되는 좋은 송년
의 만남을 갖고 정담을 나누는 자리
를 마련했다. 

15회 동기회
[15회 배관과 정기총회]

15회 배관과(회장 최병안)는 2014
년 12월 6일~7일(1박 2일) 부산시
금정구 ‘오마이랜드’에서 오후 2시
부터 15회 배관과 하반기 정기총회
를 개최하였다. 금정산 산자락에서
늦가을에서 초겨울로 들어서는 정
취 속에 수목원을 산책하며 맛난 음
식과 삶의 이야기로 꽃을 피우며 서
서히 저물어가는 한 해를 마무리하
는 시간이었다.

[15회 동기회 정기총회 및 이·취임식]
15회 동기회(회장 정재일)는 2015
년 2월 28(토) 18:00~21:00 지백
빌딩에서 15회 동기회 12기 집행부

이·취임식 및 동기 전체 모임을
가졌다. 

16회 동기회
16회 동기회(회장, 양재원)는 1월
14일 19시, 16회 동기회 30주년 대
비 및 동기회장 이·취임식을 창원
인터내셔널호텔에서 개최하였다. 

17회 동기회
17회 동기회(회장, 박동활)는 2014
년 11월 29일 「17회 정기총회 및 송
년의 밤」 행사를 김해 장유 벨메종
웨딩부페홀에서 오후 6시부터 9시
30분까지 개최하였다.

20회 동기회
20회 동기회(회장, 김종희)는 2014
년 11월 28일 「20회 동기회 정기총
회」를 토꼬꼬라이브 호프에서 오후
7시부터 10시까지 개최하였다.

21회 동기회
21회 동기회(회장 최진권)는 2014
년 12월 6일 「21회 동기회 정기총
회」를 부산 사상 ‘남해횟집’에서
18시에 동기 및 가족이 참석한 가운
데 개최하였다.

22회 동기회

22회 동기회(회장 박준석)는 2014

년 11월 15일 장유계곡에서 동기가
족 산행을 하였다. 화가로 활동 중
인 김동휘 동기의 그림을 22회 동
기회 이름으로 모교에 기증하였다.
그림은 현재 본관 교무실 입구에 게
시되어 있다.

23회 동기회
23회 동기회(회장 이동하)는 2014년
12월 19일(금) 저녁 7시 부산 사상

‘너른마당’에서 동기모임을 가졌다.

24회 동기회

24회 동기회(회장 김진성)는 12월
13~14일 정기총회 및 송년회를 거
제문화관광농원에서 개최하였다.
거제도의 한파에도 불구하고 동기
들의 열띤 참여로 추위를 잊을
수 있는  총회였다. 이번 정기총회
를 통해 회칙개정 및 제7대 집행부
가 선정되었다. 투표를 통해 제7대
동기회장으로 김진성(선반)군이 만
장일치로 선출되었다. 

26회 동기회
26회 동기회(회장 박종현)는 11월
21일 김해 뱃고동 숯불촌에서 7시
에 정기총회를 개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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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동문회
부산동문회(회장, 9회 황재천)는 4
월 3일(금) 오후 7시부터 파라곤호
텔 다이아몬드홀에서 제10차 정기
총회 및 회장단 이·취임식 행사를
개최하였다.

[부산동문회 체육대회]
2015년 5월 30일(토) 오전 9시 모교
체육관

재경동문회

[정기총회 및 신년 동문의 밤]
재경동문회(회장 9회 이성순)는

‘열정! 하나 되는 동문애’라는 슬로
건으로 2015년 재경동문 신년정기
총회 및 신년의 밤 행사를 2월 4일
(수) 6시 30분부터 공군회관(대방
역) 3층 그랜드홀에서 성황리에 개

최하였다. 제35대 이용재 동창회장
을 비롯하여 김주일, 강학만, 노용
만 선임부회장과 사무국장이 참석
하여 축하하였다.

[제1회 재경부기회장배 스크린
골프대회]
재경부기회(회장 9회 김흥기) 활성
화 방안의 일환으로 제1회 재경부
기회장배 스크린 골프대회를 개최
하였다. 각 지부를 4개의 구역으로
구분하여 예선을 거쳐 1, 2, 3위 선
정 후 결선을 겨루는 재경부기회 동
계 이벤트를 추진하였다. 
1구역 : 고파지부+인천지부 추진위원
2구역 : 안양지부+안산지부 추진위원
3구역 : 수원지부+용성지부+평택지부
4구역 : 서울 서지부+서울동지부 
각 구역별 예선 후 상위 3명이 본선
출전하게 되며 1위 상금 30만원,
2위 상금 20만원, 3위 10만원이
수여된다. 

[전국기능대회 모교 선수단 환영 행사]
2014년 10월 6일부터 13일까지 경
기도 일원에서 개체된 제49회 전국
기능경기대회를 위해 10월 5일(일)
오후 7시 30분부터 재경동문회 주
관으로 모교 선수단 환영 행사를 개
최했다. 이번 대회에 모교에서는
66명의 선수와 지도교사가 출전하
게 되었다. 환영행사는 1팀과 2팀
으로 나누어 진행되었고 제34대 김
태영 동창회장과 모교 이중순 교장,
교감 및 지도교사 11명, 선수 32명
등이 참석하여 격려와 함께 열띤 환
영 행사가 되었다.   

[2014년 재경회장배 동문 가족 골
프대회]
2014년 10월 16일(목) 오전 7시 30
분부터 인천 청라 베어즈CC에서
2014년 재경회장배 동문가족 골프
대회를 개최하였다.  

한울회

거제, 통영, 고성 지역동문회인 한
울회(회장 14회 심태명)는 2014년
9월 20일(토) 심태명 회장과 여러
동문들이 참여한 가운데 거제 옥포
항을 출발하여 덕포해수욕장(충무
공 이순신만나는길)까지 자연정화
봉사활동을 펼쳤다.

중국동문회

[정기총회 및 총회장 취임식]

중국총동문회 정기총회 및 최봉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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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동문회 소식 ●

총회장 취임식이 1월 24일(토) 저녁
6시 2지부 천진에서 진행되었다.
1지부 지역동문회에서는 그동안
동문활동이 부족했던 일들을 뒤로
하고 새해부터 새로운 각오로 상하
이동문회를 중국총동문회 창립
초기와 같이 활발했던 경험을 되살
려 동문회를 만들기로 다짐하였다. 

[6회 중국동문회 골프대회 개최]
2014년 11월 15일 위해시에서 5지
부 산동성 동문회 주관으로 제6회
중국동문회 골프대회가 개최되었
다. 2015년 제7회 골프대회는 2지
부 주관으로 천진에서 개최하기로
하고 한국에서 참가를 원하는 동문
들과 함께 하는 2박 3일 일정을 준
비하고 있다. 

대전·충청동문회

[대전지역 정기총회 및 송년회]

대전지역동문회(회장, 10회 박재
성) 2014년 12월 2일(화) 저녁 7시
대전 ‘박선희 황태 어글탕’에서 대
전지역 정기총회 및 송년회가 화목

한 분위기 속에서 의미 있는 한해
마무리를 하였다.

[대전지역동문회 가을산행 행사]

2014년 10월 9일(목) 충북 청주시
소재의 양성산에서 대전지역 동문
회 가을산행이 있었다. 맛있는 점
심도 나눠 먹으면서 즐거운 담소도
나누고 어느 해 보다 참여도가 높아
알찬 산행으로 동문 간의 정을 마음
껏 확인한 행사였다.

창원동문회
[창원동문회 정기총회]
창원동문회(회장 황병득)는 2014
년 12월 10일 창원 리베라컨벤션에
서 약 200여 명의 동문과 가족이
참석한 가운데 정기총회를 개최하
였다. 다양한 물품과 현금 찬조로
풍성한 행사가 되었고 이어진 노래
자랑 등 여흥의 시간을 통해 한해
의 수고를 달래고 다가오는 새해
창원 동문 결속을 다지는 보람있는
시간을 가졌다. 

[창원동문 동창회장배 동문 등반
대회 참가]
2014년 9월 28일 울산 무룡산에서
개최된 「2014 동창회장배 동문등
반대회」에 창원 동문회 소속 동문
들은 7회부터 26회에 이르기까지
총 110여 명의 동문들이 3대의 버스
를 나누어 타고 즐거운 나들이를 하
였다. 비록 최다 참가 지역동문회
에게 주는 우승상금은 부산동문회
에 돌아갔지만 모처럼의 행사에 서
로 단합하고 화합하는 즐거운 시간
을 보냈다.

천안아산동문회
12월 11일
천안아산 동문회 송년회

관서동문회
12월 13일
관서동문회 송년모임, 원주 삼송
마을 체험관

대구동문회
12월 17일
대구동문회 정기총회, 세인트웨스트
호텔 19시, 아모르홀 5층

김해동문회
1월 27일
김해동문회 정기총회 6시, 김해
휴앤락 6층, 라페스타 뷔페

진주동문회
2월 11일
진주동문회 정기총회 7시, 진주동
방호텔 3층 연회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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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동문회
2014년 11월 8일 대한항공동문회
가족 행사를 개최하였다.

현대자동차동문회
2015년 1월 11월 18:30 현대자동차
동문회 울산MBC컨벤션 아모레홀

현대미포조선분회
2015년 1월 22일 진장동 초원한우
에서 동문가족 70여명 참석하여
즐거운 시간을 가졌다. 

울산시내분회

2014년 12월 4일 19시 울산시내분

회 동문회는 울산 롯데호텔 제이드
룸에서 송년모임을 가졌다. 이어
2015년 2월 9일 임원모임을 통해
연간사업계획을 수립하고 5월 소
프트볼 대회 등 시내분회 동문 단
합의 시간을 마련하기로 했다.

르노삼성자동차동문회

2014년 10월 26일 르노삼성자동

차동문회 소속 동문과 가족은 이기대
갈맷길 가을산행을 다녀왔다. 동문
가족은 준비해 온 음식을 나눠 먹
으면서 가족, 동료와 함께 일상의
삶을 잠시 뒤로하고 유쾌하고 즐거
운 하루를 보냈다.

News

백 현 식 (25회)
35대동창회 골프담당 부회장
Financial Consultant / 해성지점
변액보험판매관리사, 간접투자증권사
우수인증 설계사 인증번호 1406-620704

ING생명보험(주)
614-728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중앙대로 766
(부전동, 동아생명보험) 15층
T 051 817 7488 ~ 95  F 051 819 5297 

M 010 9396 0238
E ing0238@daum.net
콜센터1588 5005 H www.inglife.co.kr

641-815 창원시 의창구 우곡로 217번길 36
(명서동 199-10 모리스빌딩 10층)

T E L : 055)238-2211
FAX : 055)238-2466

휴대폰 : 010-3571-3800
E-mail : 184224@hyundai.com

35대동창회
골프담당 부회장

이 영 주
(15회)

전문영업인
창원서부지점

부 장 

동문님의 가업승계 플랜, 상속증여 플랜
기업의 절세 플랜을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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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문장학회  ●

01.연혁 및 장학사업 내용
2010. 01. 16 제30대 총동창회 회장단회의 장학재단설립 추진 발의
2010. 02. 25 장학재단설립추진위원회 추진위원단 구성 (추진위원장 최병철 30대 동창회장)
2010. 07. 14 창립발기인대회 및 창립총회 (초대이사장 1회 김천환 이사장 취임 및 이사 14명, 감사 2명 선임)
2010. 09. 01 동문장학회 법인설립 인가 및 기부금단체승인 (부산광역시 교육청, 국세청)
2010. 11. 19 제30대 총동창회 장학재단 창립발기인 기념비 제막식
2010. 12. 31 2010년 모금액 812백만원(누적모금액 812백만원)
2011. 10. 20 동문자녀장학금 지급(11명, 23백만원)
2011. 12. 31 2011년 모금액 133백만원(누적모금액 945백만원)
2012. 03. 07 모교입학성적우수장학금 지급(10명, 15백만원)
2012. 09. 01 김천환이사장 연임
2012. 12. 31 동문 및 동문자녀장학금 지급(23명, 33백만원), (동문자녀장학금 12명, 18백만원 포함)
2012. 12. 31 2012년 모금액 112백만원(누적모금액 1,057백만원)
2013. 03. 04 모교입학성적우수장학금 지급(26명, 15백만원)
2013. 12. 30 동문 및 동문자녀장학금 지급(22명, 3,660만원), (동문자녀장학금 11명, 17백만원 포함)
2013. 12. 31 2013년 모금액 123백만원(누적모금액 1,180백만원)
2014. 03. 03 모교입학성적우수장학금 지급 (15명, 15백만원)
2014. 12. 15 제2대 김광환 이사장 취임

동문 및 동문자녀장학금 지급(45명, 4,060만원) 
2014. 12. 31 2014년 모금액 123백만원(누적모금액 1,303백만원) 
2015. 03. 02 모교입학성적우수장학금 지급(15명, 15백만원)

02.이사회 임원현황 
1. 2014년 임원변동사항

김광환 이사장 취임

김부식, 이창열 감사 취임(종전 이사)

김천환 이사장 건강상의 이유로 사임

김의근 감사, 이판수 감사, 주광일 이사 임기만료로 퇴임

2. 이사회 임원 명부

이사장 : 김광환(2회)

이  사 : 최금식(2회), 구영석(4회), 이진복(8회), 윤일진(10회),

임 혁(11회), 위호철(8회), 최병철(9회), 김재문(9회),

권성열(9회), 손임모(14회), 오근수(3회)

감  사 : 김부식(12회), 이창열(23회)

(재)부산기계공업고등학교

동문장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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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 호 구분 기부일자 기 수 이 름 금 액 비고
1 01-21 9회 김병광 1,000,000 
2 05-28 25회 백현식 2,000,000
3 06-13 14회 김봉관 2,000,000
4 07-01 동문회 창원동문회 3,000,000
5 09-16 동문회 대전동문회 2,000,000
6 10-31 동기회 20회동기회 5,000,000 기능탑제전주관기수
7 12-08 9회 고석재 20,000,000
8 12-09 3회 오근수 5,000,000
9 12-10 9회 주승회 1,000,000
10 12-15 2회 강기봉 1,000,000
11 12-15 2회 윤학현 2,000,000
12 12-18 8회 위호철 10,000,000
13 12-27 8회 윤근수 1,400,000
14 12-29 18회 이학근 5,000,000
15 12-29 14회 박재업 2,000,000
16 12-30 동창회 총동창회 5,000,000
17 매월납 9회 공덕암 1,100,000

68,500,000
18 02-28 1회 유수종 2,300,000
19 03-18 9회 최병철 2,000,000 
20 04-17 12회 김부식 1,000,000 
21 04-17 2회 김의근 1,000,000 
22 04-23 10회 윤일진 3,000,000 
23 04-24 3회 오근수 3,000,000 
24 04-24 8회 이진복 2,000,000 
25 04-25 2회 최금식 2,000,000 
26 05-15 9회 권성열 2,000,000 
27 05-21 11회 임 혁 2,000,000
28 05-21 14회 손임모 1,000,000
29 05-29 23회 이창열 1,000,000
30 06-02 4회 구영석 1,000,000
31 07-02 9회 김재문 2,000,000
32 08-05 14회 유수종 2,300,000 여영국 동문
33 09-15 8회 위호철 2,000,000
34 10-06 8회 이진복 1,000,000
35 10-16 ㈜KNN 10,000,000 모교재학생
36 11-28 12회 김부식 3,000,000 박대진,동문자녀
37 12-05 14회 손임모 1,000,000 임준희,동문자녀
38 12-10 9회 권성열 10,000,000 한승규,동문자녀

54,600,000
123,100,000

(단위 : 원)

장학
기금

지정
장학금

● 동문장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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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2014년 사업실적 보고서
1. 2014년 장학금수익 (총 : 123,100,000원)

합계액

합계액
장학기금 + 지정장학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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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문장학회 ●

2. 장학금지급액 (총 : 81,600,000원)

3. 재산 현황

총 :　1,218,669,121원 (2015. 03. 15 기준)

04. 2015년도 사업계획 총괄표

구 분 일 반 지정장학금 합 계

모교우수신입생장학금 15,000,000 15,000,000 

동문자녀장학금 12,000,000 12,000,000

KNN 모교장학금 10,000,000 10,000,000

지정장학금 44,600,000 44,600,000 

합 계 27,000,000 54,600,000 81,600,000

수 입 지 출

구 분 예 산 액 구 분 예 산 액

① 회 비 -

① 경상비

인건비 6,000

② 출연금

목적사업기부 - 운영비 7,000

재산증자 기부 100,000 소   계 13,000

소 계 100,000 ② 퇴직적립금 -

③ 수익사업 전입금 - ③ 법 인 세 3,645

④ 과실소득 26,036
④ 
목적
사업비

장학금 26,000

⑤
기타수입

지정기부금 13,000

소   계 26,000

소 계 13,000 ⑤ 기본재산 편입액 -

⑥
전기
이월액

목적사업 지급준비금 - ⑥ 목적사업 지급준비금 -

이월잉여금 141,585

⑦ 예비비

잉여금 242,759

기 타 -

소 계 141,585

⑦ 법인세 환급액 4,783 소 계 242,759

합 계 285,404 합 계 285,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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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부산기계공업고등학교 1학년들

은 입학 후 첫 한 달은 교과서 없이 학교에 간다. 학

생들의 교과서는 도서관에 단단히 묶여 있다. 학생들

이 교과서를 보고 싶다고 해도, 4월이 오기 전에는

꺼내 볼 수 없다. 3월 한 달 교과서를 대신해 학교에

서는 학생들에게 <학습동기유발학기>라는 제목의 워

크북을 한 권씩 나눠준다. 부산기계공고에서 2013년

부터 3년째 시행하는 학습동기유발학기제(이하 유발

학기)는 신입생들이 첫 고교생활을 시작하는 3월에

다양한 체험활동과 진로프로그램에 집중적으로 참여

하게 하는 제도다. 프로그램은 ‘변화와 적응’, ‘자아

성찰’, ‘진로 탐색’, ‘도전과 결실’ 등 4가지 주제로

이루어져, 학생들이 자신을 돌아보고, 각자의 장단점

을 살려 미래의 직업과 그 역할에 대한 그림을 구체

적으로 그려보게 한다. 학생들은 4주 동안 학과별로

미래 직장을 방문하거나, 졸업한 동문 특강을 듣는

등 전형적인 진로체험 활동과 더불어 타인과의 소통

과 협력을 위한 토론법이나 친구들과 함께 동작을 통

해 이야기를 만들어 보는 ‘스토리텔링 퍼포먼스’도

배운다. 자전거를 타고 낙동강을 달리거나, 안동 도

산서원 탐방을 가는 등 현장 체험학습 활동도 있다. 

400쪽에 가까운 워크북은 유발학기 프로그램 설명

과 그때그때 활용할 수 있는 활동지로 차 있다. 활동

부산기계공고 학습동기유발학기제
3월 첫달, 교과서와 수업 없이 진로활동 통해 ‘배움 의미’ 찾게 해
공부의 목적 자연스레 알게 된 학생들 자기주도적으로 고교 계획 세우고
미래 진로도 구체화하기 시작해

멘토-멘티 만남의 시간
15회 김길환(동양인테멧(주) 대표이사) 현, 동창회 부

회장은 2013년 1차 행사에 이어 2014년에도 15회 동

문, 동창회 부회장, 동문을 초청하여 모교 재학생과

멘토 선배와의 만남의 시간을 가졌다. 38.39.40조의

패밀리 45명과 교사 4분을 초청하여 부산시 강서구

대저동 지백러닝센터에서 모임을 개최하였다. 식사

와 문화행사와 문화체험, 자동화 기술의 실무. 이론

강의 등 다채로운 활동의 시간을 가졌다. 이날 15회

정재일, 황호현, 여승익, 최영섭, 이세기 동문이 함께

하여 선배와의 대화시간과 선배들의 색소폰, 기타

연주, 재학생들의 장기자랑으로 약 5시간 동안 유쾌

하고 재미있고 의미 있는 시간을 가졌다. 김길환

동문은 재학생들의 학기말 시험 마지막에 멘티들을

초청하여 매년 행사를 기획하고 있다고 한다.

모| 교 | 소 | 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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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에는 ‘내가 받아 본 최고의 칭찬’, ‘함께 이야기하

고 싶은 자신의 신념’ 등을 주제로 친구들과 나눈 대

화를 적을 수도 있고, 학과별 직업체험 활동을 통해

느낀 소감이나 질문을 기록할 수도 있다. 뿐만 아니

라, 학교·기숙사 생활에서의 규칙 등 학교생활에 필

요한 정보, 취업 정보도 담겼다. 

학생들은 유발학기를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3년째 시

행하는 프로그램이라 현재 이 학교에 다니고 있는 학

생들은 3학년까지 모두 이 과정을 거쳤다.

“공부를 안 할 생각으로 기계공고에 진학했어요. 처

음 학교에 와서 보는 배치고사도 반 이상은 그냥 찍

었거든요. 한 학년 300명 가운데 230등 정도 했었

어요. 근데 4주 동안 진행하는 유발학기를 통해서

‘자격증 따려면 공부를 해야 하는구나’, ‘공부를 열

심히 하면 취업도 잘할 수 있겠구나’ 등 깨달음을 많

이 얻었어요. 공부해야 하는 이유를 제대로 찾았던

덕에 1학년 1학기 중간고사는 반에서 9등을 했어요.

나중엔 전교 1등도 했고요.”

2013년 처음 시행한 유발학기에 참가한 3학년 이영

민군의 말이다. 3학년 박정수군은 “입학 전 중학교

시절을 돌아보면 저는 소극적으로 선생님이 지시한

대로만 움직였다”고 고백했다.

“4주간 자신의 목표를 정하고, 이를 실천하는 법을 배

우고 나서는 하고 싶은 것을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을

지 스스로 고민하게 됐어요. 제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전환점이자, 행운이라고 생각해요.

아무리 학생들의 진로 탐색 활동이 중요하다고는 하

지만, 고등학교에서 한 달 동안 수업 없이 체험학습

이나 진로활동만 하기는 쉽지 않다. 과목별로 채워야

하는 수업시수도 있고, 학사 운영에도 차질이 생길

수 있다. 이런 부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중순 교

장은 이 프로그램을 시행하기 위해 교장 재량으로 사

용할 수 있는 시간을 3월 한 달로 과감히 몰았다. 교

장공모제로 학교에 부임한 이 교장은 이 학교 10회

졸업생으로 학생들에게는 선배이기도 하다. 

“내가 학교에 다니던 40여 년 전과 비교해 봤을 때,

사용하는 기계들이 기술적으로 나아졌다는 것 외에

는 달라진 것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고등학교 입학

하고 내가 처음 받은 과제는 얇은 톱을 이용해 쇠파

이프를 일정한 간격으로 자르는 것이었어요. 왜 하는

지, 어떻게 해야 하는지도 모르고 시작한 고교생활은

지치고 힘들었죠. 후배이자, 제자인 학생들이 학교에

서 즐겁게 공부하고, 성장의 보람을 느낄 수 있도록

하고 싶었습니다. 학교에서 무엇을 배우건 학생들이

왜 배우는지, 이런 것들이 어떻게 도움이 되는지 알

고 학교생활을 시작해야 한다는 생각에서 시작한 일

입니다.” 

2학년 김정현군은 “4주의 프로그램이 끝나면 밥을

먹듯 일상적으로 공부를 하고 싶어져요. 그 한 달 동

안 왜 공부를 해야 하는지 계속 배우다 보면 진짜 공

부를 하고 싶어지죠. 그런데 교과서가 없거든요. 공부

에 안달이 나기 시작해요”라며 웃었다.

4주의 프로그램이 끝난다고 해서 학생들의 유발학기

활동이 끝나는 것은 아니다. 매주 금요일 4교시에는

부산기계공고 전 학년 모두가 참가하는 명사특강 시

간이 열린다. 동문 선배들을 비롯해 토론전문가, 번

역가 등 다양한 사회인들이 자신의 직업을 소개하기

도 하고, 각자가 생각하는 삶의 가치를 학생들과 나

누기도 한다.

3학년 제동균군은 “처음 들어올 때는 기계공고니까

그냥 막연히 기술 관련 분야에 진출할 거라고 생각

했는데, 선배들 특강이나 학과 체험을 계속하다 보면

기술직 가운데서도 구체적으로 하고 싶은 것이 생긴

다”며 “더 적성에 맞는 일을 찾아가다 보면, 정말 ‘내

일이다’ 싶어서 잘하고 싶은 욕심도 커질 거라 본다”

고 말했다.

부산기계공고는 부산대 교육학과 연구팀과 함께 유

발학기의 효과를 연구하고 있다. 입학 시점부터 1년

단위로 학생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60문항의 설문조

사 결과를 바탕으로 유발학기가 학생들에게 어떤 영

향을 주는지 살필 계획이다. 

[출처]한겨레신문 2015.03.24 / 정유미 기자

ymi.j@hanedu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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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인력공단은 올해 1월 이달의 기능한

국인으로 대원정밀 안혁 대표(만 54세)를 선정했다.

이달의 기능한국인 아흔다섯 번째 수상자인 안혁 대표는 26년

간 정밀기계 가공분야에서 한길을 걸어온 숙련기술인이다.

안대표는 '89년 대원정밀을 설립하여 자신의 전문분야인 정

밀금형과 정밀기계부품, Display 원자제품 설비 제조 분야

에서 기술력과 전문성을 인정받아 연 매출 185억('13년)의

강소기업으로 성장시켰다.  다품종 소량생산에 최적화된 가공

설비(MCT, 밀링, CNC, 선반, 연삭 등)를 갖추고 있으며, 기능

올림픽입상 경력이 있는 숙련기술인력을 적극 견인하여 내

부경쟁력 강화에도 힘쓰고 있다. 사내복지를 위한 근무환경

여건 개선 및 성과보상을 실시하여 '11년도부터 4년 연속

‘일하기 좋은 기업(충북)’ 선정, 매년 수출성장을 통해 '12년

‘수출 유망중소기업’, '14년 무역의 날 ‘천만 불 수출의 탑’

수상했다. 안 대표는 1980년 부산기계공업고등학교를 졸업

하고 방산업체인 풍산금속(주)에서 사회생활을 처음 시작했다.

이후 고졸 출신으로는 삼성종합기술원 연구원으로 채용되어

3년 간 근무하는 동안 정밀부품의 국산화를 결심하게 되었다. 

“삼성종합기술원에 근무하면서 보니까 일본산 부품을 대체

로 개당 십만 원에 수입하는데, 이걸 국산화하면 1/5로 제

작할 수 있겠다 싶었죠.” 

그간 일본, 독일, 이탈리아 등에서 수입하던 분리막 Unit,

Knife Unit 등의 국산화에 성공하여 이차전지 제조원가 절

감에 기여했다. 정밀금형과 정밀기계부품을 초정밀 공차 방

식으로 생산, 가공하여 국내 굴지의 LG화학, LG전자, 보쉬

등 자동화 기업과 거래하게 되었다.

또한, 기술의 중요성을 알고 끊임없는 연구개발을 통해 ‘하

이브리드 자동차 리튬 이온 폴리머 전지의 극판가공 유닛

등 총 7건의 특허를 보유(단독 5건, 공동 2건)하고 있다. 이

러한 기술력을 인정받아 정부 및 공공기관으로부터 ‘중소

기업종합대상(충북도)’, ‘뿌리기술전문기업(중기청)’, ‘부품

ㆍ소재전문기업(산업부)’ 및 ‘충북IP 스타기업(청주상공회의

소장)’ 등에 선정되었다. 그는 능력 중심 사회 구현과 뛰어

난 인재 확보를 위하여 스펙보다는 개인의 능력과 전문성

을 중시하여 인력을 채용하고 있다. 

“학력보다는 능력이 중심이 되는 사회가 되어야 합니다.

2015년 1월 「이달의 기능한국인」 
대원정밀 안혁(11회) 대표 선정

8회 김귀팔 동문
동림산업(주) 대표이사 취임
재경동문회 8회 동기회 총무를 다년간 역임하면서
재경동문회 발전에 초석을 다졌으며 현재 8회 총
동기회 총무를 맞고 있는 김귀팔 동문은 동림산업
(주)에 1991년에 차장으로 입사하여 회사 발전과
함께 해오던 중 2015년 1월 1일 자로 동림산업㈜
대표이사에 취임하였다.

9회 이철 동문
(주)에이스기계공장 준공식 
1월 30(금) 2시 (주)에이스기계 대표이사인 9회 이
철 동문 공장 준공식이 있었다. 포장박스 자동화 전
문 「㈜에이스기계」가 시화 MTV단지에 새로운 일터
를 마련하여 글로벌 업체로서 제2도약을 준비하는
Open House를 하였다.

•장 소 : 경기 시흥시 시화벤처로242
(정왕동, 2사90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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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바로 열린 채용’의 수혜자이기에 이 생각만큼은 변함

없습니다. 우리 회사에서는 사원 개인의 전문성이 제일 중

요합니다. 어느 학교를 나왔고, 어떤 스펙을 갖췄는지는 전

혀 중요하지 않아요. 해당 업무의 수행능력을 갖췄느냐, 그

것만 판단하죠. 요리사가 음식을 맛있게만 만들면 되지, 학

벌, 스펙이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능력중심사회 인재양성과 기업 생산성 향상을 위해 한국형 도

제제도인 ‘일학습병행제’에 14. 12월부터 참여하고 있다. 

“현재 학습근로자 5명을 ‘일학습병행제’를 통해 채용하여

도면작성법과 선반가공실습 과정을 학습시키고 있습니다.

특히, 국제기능올림픽 금메달 출신의 우수 숙련기술인을

강사로 활용하여 학습을 주도함에 따라 학습근로자의 만

족도가 매우 높아 회사에 많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이들

은 밀링, 측정, CNC, 설계 등 국가직무능력표준(NCS)의

체계적인 학습을 통해 회사의 핵심인재로 성장하기 위해

열심히 훈련 중입니다. 1년 후에는 대원정밀의 멀티플레이어

로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이외에도 특성화고 기능향상 및 직업교육 발전을 위해

매년 장학금('14년 누적 3억여 원) 지원, 충북보건과학대,

폴리텍, 특성화고와 연계한 ‘지역맞춤산학훈련’, 중·고

교생, 학부모 대상 ‘산학연 체험프로그램’, ‘재능 기술기부’,

등을 하고 있다. 그가 생각하는 CEO로서 자신의 역할을

힘줘서 말한다.

“저는 스스로를 직원들과 한 배를 탄 원양어선의 선장

이라고 생각해요. 원양어선 선장이 어군을 찾아 배를

몰 듯, 저는 시장의 동향을 파악해 사업의 방향을 정하죠.

어망을 내리고, 올리고. 지시는 하지만 실제로 일을 하는

건 직원들이잖아요. 직원들이 있어야 나도 있고, 내가 있어

야 직원들도 있고 흔한 말이지만 이 말 만큼 서로의 역할을

설명해주는 말도 없는 것 같아요. 직원들과 함께 성장하는

회사를 만들고 싶어요.” 

한편, 2006년 8월부터 시작, 올해로 9년째를 맞는 「이달의

기능한국인」 선정 제도는 10년 이상 산업체 현장실무 숙련

기술 경력이 있는 자들 중에서 사회적으로 성공한 기능인

을 매월 한 명씩 선정, 포상하는 제도로 현재 95명이 선정,

현장에서 쌓은 노하우를 학교에서 현장실습 지도, 기업연계,

심화강의 등 후배들을 위한 기술 전수에 힘쓰고 있다. 이기권

고용노동부장관은 “기능한국인들이야 말로 현장의 다양한

경력경로 개발을 통해 미래 숙련기술인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는 롤모델로 멘토 멘티, 기술전수, 사회공헌 활동의 역할

에 힘써달라”고 강조했다. 또한 “미래를 계획하는 사람,

일하는 것이 행복한 사회로 만들기 위해 기능한국인들이

능력중심사회의 핵심에 서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기사 출처  :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뉴스 2015. 1. 28 ]

5회 서재욱 동문
모교 교감으로 부임
5회 기계과 서재욱 동문이 3월 2일 자로 모교의 교감으로
부임하였다

9회 최상일 동문
동의대학교 재무부동산학과
전임교원(부교수) 임용
9회 동기회 총무로 활동 중인 9회 최상일 동문이 동의대
재무부동산학과 부교수로 임용되었다.

10기 기계과 조용문 동문
육군 준장 진급
10회 기계과 종용문 동문이 육군 준장으로 진급하였다.

9회 김병영 동문
거제공업고등학교(마이스터고) 교장 취임
9회 배관과 김병영 동문이 3월 2일 거제공업고교 교장
으로 취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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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구좌 16 1613018 이칠석 17 1709007 이재환
50구좌 06 0601039 전중수 09 0905052 고석재 09 0902001 김향곤 12 1213002 이용재
33구좌 11 1114024 강준구
31구좌 07 0702040 차성호
30구좌 09 0902022 황병득
28구좌 08 0806050 정현오
25구좌 17 1709037 방인복
21구좌 10 1015011 조성한 23 2310011 이창열
20구좌 07 0702014 허금도 08 0804058 하창수 10 1006044 윤일진 20 2003035 나성훈
16구좌 17 1712015 황성택
15구좌 15 1506042 노창완
12구좌 11 1113011 노용재

08 0809041 김재기 10 1001023 김종찬 10 1002006 이중효 10 1004058 이현재
10 1006005 이수열 10 1007057 홍상표 10 1008030 구광모 10 1014034 정창희
11 1106040 문광욱 11 1107011 이근호 11 1112004 오봉환 11 1112010 신달식
11 1113054 이영배 12 1202052 김경협 12 1212017 이순기 16 1611051 김선태
16 1614003 정기진 16 1614032 박철성 16 1614038 김정배 17 1706002 황상규
17 1710018 장성혁 17 1715037 정현철 18 1802041 박오석 18 1804042 주승용
19 1911010 박진우
01 0104020 김용휘 03 0305004 오근수 05 0505009 김광오 06 0602006 박재성
08 0801013 윤진근 08 0801044 정종훈 08 0804003 최    철 08 0804012 김기진
08 0805021 정재송 08 0806016 박주석 08 0809035 류만열 08 0809048 진용근
08 0811034 신용수 08 0812023 곽동일 08 0813029 진경규 09 0901045 정동락
09 0912048 박승찬 10 1002009 강기환 10 1002023 배석태 10 1002033 이중순
10 1005010 하상호 10 1005018 유천준 10 1005020 장은주 10 1006014 최동옥
10 1006037 정옥윤 10 1008037 김호경 10 1008041 김영옥 10 1008057 정대길
10 1011026 조충호 10 1011055 정형수 10 1012002 문승석 10 1014036 김천수
11 1101036 이점수 11 1104044 이균백 11 1106046 정삼모 11 1107037 김창규
11 1107039 김송태 11 1109009 백선일 11 1111009 박병수 11 1111012 김일배
11 1111018 이해봉 11 1112039 김용수 11 1113006 최명흠 11 1113007 김종곤
11 1113024 김태영 11 1115021 유영욱 12 1202048 탁용주 12 1205042 이광배
12 1206016 정종권 12 1207042 노용만 12 1208035 허권도 12 1210001 김태봉
12 1210002 윤진수 12 1210050 임쌍근 12 1211009 서태열 12 1211028 강대성
12 1211030 김준태 12 1212001 최기열 12 1212025 남용우 12 1213003 김주일
12 1215010 김무용 12 1215030 박봉경 13 1301019 김대성 13 1307029 유점용
13 1309043 이기한 13 1314039 이상명 14 1414056 박재업 15 1512026 송방철
15 1513004 이동용 15 1514004 정태옥 16 1601047 양재원 16 1601049 전오수
16 1603051 조충래 16 1612031 박성원 16 1613009 박근식 16 1614009 홍의삼
16 1615015 박학제 17 1701044 이선목 17 1704003 이형갑 17 1710054 임춘섭
17 1712027 박종덕 17 1715048 박노식 17 1715055 김익수 18 1806034 김유성
18 1812017 김광수 19 1912044 심상정 21 2105033 양    직 23 2303048 박순일
23 2306033 이동하 23 2307031 김상수 23 2315011 서희식 24 2411024 안형태
24 2413004 김태복 24 2413049 장진희 27 2709007 정윤만 29 2916033 윤동원

9구좌 17 1715006 신현창
7구좌 11 1107050 안희태

06 0607020 김수명 07 0701029 김호주 09 0913042 김문철 10 1003028 이상문
10 1006036 김종진 10 1007007 장준홍 10 1009051 심재철 10 1010008 박정숙
10 1010012 최정환 10 1011009 최병철 11 1113030 오세욱 15 1515012 김길환
15 1515047 신재형 17 1703034 박경복 17 1705018 조성래 17 1705045 신주수
17 1707057 이정환 17 1708004 이병도 17 1710022 정성수 17 1712006 김만성
17 1714019 김종철 17 1715003 김성호 21 2104005 조상환 27 2701049 강동건
02 0202006 김의근 03 0303015 김강호 05 0502009 문득철 05 0508001 이구식
06 0601023 조약래 06 0602030 권태근 06 0605031 강귀영 06 0607023 박말용
07 0703007 정영록 08 0801024 안성균 08 0803018 최순민 08 0803025 이재신

● 동창회비 납부자 명단 | 2014년 9월 1일 ~ 2015년 2월 28일 납부자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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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 0803027 정진호 08 0808004 신외진 08 0809006 김석구 08 0810003 김영호
08 0811050 김영태 08 0812009 정삼술 08 0813017 송형덕 08 0814049 윤하원
08 0815006 안극섭 09 0913056 조성록 10 1001032 유명호 10 1002019 고상규
10 1003018 양승도 10 1003052 방현석 10 1003054 류철기 10 1004002 정순로
10 1004007 김홍춘 10 1004032 류지웅 10 1005027 김홍걸 10 1006017 배종주
10 1006020 신현범 10 1007005 박주현 10 1007020 김호용 10 1007046 김장수
10 1008009 김동수 10 1008052 박중호 10 1009011 곽삼룡 10 1009045 진철기
10 1010005 남영현 10 1010047 김문학 10 1011023 김규동 10 1011035 이재구
10 1011039 임성수 10 1012012 조영준 10 1012013 이상배 10 1012053 윤재석
10 1013006 강호행 10 1013008 곽종문 10 1013054 서동국 10 1014008 이동옥
10 1014014 이영건 10 1014030 김장래 10 1014039 정호진 10 1015005 이덕용
10 1015037 정군석 10 1015046 박재열 11 1101056 김문천 11 1103009 김익동
11 1105001 김선영 11 1105053 황용태 11 1108015 정윤규 11 1109057 박재경
11 1110035 임윤식 11 1110041 백이용 11 1112034 김한지 11 1113022 이선룡
11 1115009 김채국 12 1201029 최재용 12 1202022 최창규 12 1203017 이찬희
12 1203039 정형종 12 1206043 서영수 12 1206049 정영덕 12 1207050 이일권
12 1208041 박옥균 12 1209045 유창남 12 1209050 남궁담 12 1209057 최이우
12 1211021 이일수 12 1213033 박재영 12 1215035 홍병호 13 1303009 박진서
13 1303045 박희준 13 1304007 이채덕 13 1304013 남선희 13 1307017 정이윤
13 1309012 조현근 13 1309016 이평열 13 1309041 김재식 13 1310026 박영대
13 1314014 김    영 13 1314030 장영호 13 1315008 김동환 13 1315032 김종현
13 1315044 이종필 13 1315046 강석점 14 1403051 박재남 14 1405017 이상진
14 1408042 강주택 14 1408045 김수복 14 1409027 이재구 14 1409031 이금재
14 1410008 안용희 14 1410022 위호용 14 1410023 문인호 14 1410057 양희구
14 1412022 김종철 15 1504028 이봉제 15 1507002 류재호 15 1507023 정종길
15 1508020 정재일 16 1604039 서희원 16 1609019 손영호 16 1609050 장봉근
16 1610022 성호철 16 1611028 이상홍 16 1611047 이훈교 16 1615026 김태윤
17 1701031 한천수 17 1701053 이규열 17 1702014 김용두 17 1702020 박준수
17 1702045 정순필 17 1704049 배재일 17 1705042 하진성 17 1706010 권세진
17 1706028 박철수 17 1706049 김자운 17 1707026 정철우 17 1708015 최현호
17 1708018 백명호 17 1708045 안승배 17 1709028 김영욱 17 1710033 김영만
17 1712038 서인종 17 1713010 전수호 17 1713015 오윤택 17 1713016 이형주
17 1713025 황규부 17 1713032 차영복 17 1713040 구정문 17 1713050 안희태
17 1714055 김창섭 17 1715019 윤한규 18 1801050 이재화 18 1802046 김진수
18 1808003 배근한 18 1809021 황인복 18 1809029 박태갑 18 1810032 서무성
18 1811027 차기수 18 1813021 권순태 18 1814034 방용식 20 2004032 차동입
20 2004053 조성화 20 2007012 김종희 21 2104052 유승훈 21 2105053 안병환
21 2107034 김해철 21 2109055 이승희 21 2110037 정병호 21 2113015 이점만
21 2115030 김영욱 22 2212017 박준석 22 2213002 김효용 23 2301031 이철규
23 2302006 김승철 23 2307013 김승태 24 2402047 김진성 24 2413045 강기원
25 2503031 서재억 25 2504034 강동율 26 2606045 한석원 26 2609048 박형기
26 2611006 설언동 26 2612006 이찬기 26 2612010 백민곤 26 2613013 박종현
26 2614035 안동진 27 2709034 김명중 27 2712031 김동규 29 2905050 최창균
30 3004036 윤용태 34 3401006 노동현 35 3507012 박봉한
08 0807052 김명환 10 1003049 황석식 10 1005025 성동열 10 1006053 이정용
10 1013036 정홍진 10 1015029 장근준 12 1208023 최종현 12 1212055 김주곤
12 1215044 신용철 13 1311052 김경식 15 1504054 박재희 15 1506013 변주섭
15 1510047 이승기 15 1513050 최병안 15 1514045 김홍중 15 1515028 최임근
17 1704001 김종문 24 2413033 지창범 25 2505005 노재민 31 3102025 박진우
01 0105015 이철규 01 0105021 홍정희 02 0260301 공성호 05 0501025 이효만
05 0502005 신대수 05 0502024 이근우 05 0505010 서수길 05 0505019 김동환
05 0505020 박수병 05 0505026 최성덕 05 0505027 김원찬 05 0506012 이철문
05 0506029 김용학 05 0506034 김정호 05 0506036 송동찬 05 0507027 이재현
05 0507033 박병수 05 0508011 김덕길 05 0508027 강예경 06 0601004 강병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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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 0602029 김하영 06 0603016 서병조 06 0605026 정명진 07 0701026 김종인
07 0705035 이수록 08 0804029 이종문 08 0806008 이학용 08 0807021 박정환
08 0811027 김석준 08 0811048 정진성 08 0812049 황상석 08 0813025 김기만
08 0815036 안준학 09 0903056 박이환 09 0904028 오근석 09 0905035 정운곤
09 0908004 성태근 09 0908009 배종기 09 0911045 류순복 09 0914012 김병영
09 0914037 김응덕 09 0915022 이점섭 10 1001026 주우식 10 1001044 양기보
10 1001055 조용문 10 1002021 강원기 10 1002025 임춘택 10 1003020 김현수
10 1004056 김지왕 10 1004057 이병호 10 1005019 장영덕 10 1006010 지준우
10 1006041 차상중 10 1007015 김용만 10 1007037 강성구 10 1007041 강병훈
10 1008015 양경열 10 1009003 임병호 10 1009013 문병철 10 1010025 임재철
10 1010033 최중식 10 1011010 김화기 10 1012001 이상균 10 1012030 서진학
10 1012042 김판근 10 1012045 이헌동 10 1013005 이오석 10 1013035 박평운
10 1013046 박홍주 10 1014041 노재민 10 1015016 박용문 10 1015018 이상용
10 1015019 김유진 10 1015030 이상순 10 1015044 김병수 11 1102010 문상석
11 1102039 이효열 11 1103023 양용배 11 1105017 조경래 11 1106015 고진성
11 1106038 강수곤 11 1106047 윤선규 11 1108017 김창호 11 1108018 최호현
11 1111005 김원섭 11 1111028 문우길 11 1112001 김계식 11 1112031 전천석
11 1112032 정연대 11 1112035 성원경 11 1113043 김성근 11 1114023 이종본
11 1115045 배정로 12 1201043 윤명원 12 1205003 신광호 12 1205053 안진수
12 1206024 정특화 12 1207040 안동수 12 1208004 이기회 12 1209018 제해덕
12 1210012 김동주 12 1210017 곽희종 12 1211005 강학만 12 1212033 이만순
12 1213023 손경철 12 1214008 강철희 12 1214017 최봉민 13 1301004 송동학
13 1301050 정태회 13 1302009 이봉석 13 1302010 권혁범 13 1303056 권해진
13 1304006 김태수 13 1304034 김병수 13 1305032 유춘근 13 1305056 공효규
13 1307007 이용수 13 1307023 이석주 13 1308018 권광수 13 1308039 김익수
13 1309003 김용형 13 1309019 김성우 13 1309044 전만수 13 1311011 이길섭
13 1314025 황용철 13 1314034 최성진 13 1314036 김광호 13 1314051 김인제
14 1401027 여영국 14 1402048 이태재 14 1406023 강능규 14 1406038 정영일
14 1409007 정희화 14 1409045 김상곤 14 1409052 이원출 14 1414038 박용성
14 1415002 이봉권 15 1502022 여승익 15 1504035 이영주 15 1505032 정현태
15 1505053 최부훈 15 1506012 신석동 15 1506034 권광호 15 1508033 이진호
15 1508042 임성섭 15 1508052 이호준 15 1511007 오경호 15 1511026 최희섭
15 1512003 이기세 15 1512010 문을석 15 1512032 이관호 15 1513017 심종화
15 1513032 김호영 16 1602032 정재해 16 1602051 하강섭 16 1608053 이흥원
16 1609049 곽남민 16 1611026 김현호 16 1612037 정재욱 17 1701034 권영태
17 1701035 홍수성 17 1702012 최성한 17 1704047 김길곤 17 1705028 문치훈
17 1707011 박경태 17 1712010 임경만 17 1713005 박정희 18 1803008 이외철
18 1803016 박진규 18 1805004 주한희 18 1809008 양선용 18 1809053 박정식
18 1814004 예재운 18 1814055 이부원 19 1902006 김성배 19 1902015 남일권
19 1902026 노중현 19 1902034 김종한 19 1904019 이종현 19 1904035 허경
19 1906032 조종민 19 1906035 정찬규 19 1909035 조인호 19 1910009 박무희
19 1911018 최규현 19 1911034 송성조 19 1912035 김승연 19 1913016 전주현
19 1913050 최홍석 19 1914033 박성숙 19 1915029 박희준 20 2002019 이동욱
20 2006021 윤후철 20 2007016 강정훈 20 2008046 백동수 20 2010014 김일
20 2015052 정주태 21 2103016 구대형 21 2103049 권오병 21 2104031 정일수
21 2104045 김현수 21 2105003 박홍호 21 2107031 안병석 21 2109054 박창대
21 2110026 홍진이 21 2113010 천경호 22 2202003 조삼래 22 2202028 이영화
22 2204030 강경모 22 2209040 김민기 22 2211022 고광득 22 2212041 장남식
23 2312019 박순옥 23 2312043 염창영 23 2313015 고상철 24 2402031 최영권
24 2407037 염종섭 24 2410020 이상화 24 2413034 고우석 24 2415038 이동호
25 2503012 이래찬 25 2504024 박승욱 25 2513035 남도형 25 2513041 송재원
26 2603012 김건동 26 2610038 도현국 26 2612044 박부승 26 2614037 배태환
27 2702036 김정운 27 2703002 김충환 27 2711012 김형진 28 2808012 이한철
28 2814003 김상겸 30 3011042 정상종 32 3210026 오승환 32 3210029 이대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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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3305021 오동국 33 3313012 김지홍 34 3402020 박성권 34 3411013 김종헌
37 3707025 이찬영 42 4204001 고영우 42 4208014 김효재
05 0502027 서재욱 05 0503019 김종만 05 0504021 문홍조 05 0507032 박은실
05 0508025 백죽엽 06 0608030 최영호 07 0702008 이창우 07 0702047 이우환
07 0703037 장지록 08 0802038 김성표 08 0805048 김의현 08 0806001 박주옥
08 0806006 유상범 08 0806018 장수룡 08 0806022 정연일 08 0806052 송선근
08 0811015 오언택 08 0812045 김동춘 09 0901052 배종용 09 0903030 김현준
09 0905050 양서규 09 0907007 전상국 09 0909050 신영화 09 0911031 유구열
10 1001007 김달성 10 1002001 정병철 10 1002018 장기석 10 1002037 김시호
10 1002044 권오성 10 1003025 송덕룡 10 1003055 정진호 10 1003056 나학주
10 1004040 최근동 10 1005013 이상동 10 1006001 이병태 10 1007013 황용환
10 1007018 손상익 10 1007045 이규열 10 1007051 김길종 10 1007058 문금식
10 1008038 김재찬 10 1009015 조진배 10 1010022 정장섭 10 1010037 김순진
10 1011007 김동식 10 1011017 김재희 10 1011030 최병락 10 1011051 이창엽
10 1012019 노경우 10 1012043 임성춘 10 1013032 현성호 10 1013042 곽은석
10 1013050 정오연 10 1013056 안혁 10 1014001 진호구 10 1014012 송하종
10 1014033 류순철 10 1014042 임성철 10 1015045 최규택 11 1102025 김득규
11 1102035 이용두 11 1106005 서일식 11 1106058 방인수 11 1108013 권상신
11 1109018 김용진 11 1109043 장권섭 11 1111038 이용호 11 1111045 김영권
11 1113036 김경신 11 1113039 임이규 12 1201040 송명호 12 1204043 이상무
12 1207056 박인권 12 1209003 홍상헌 12 1209010 김용수 12 1210007 이왕하
12 1212029 김택수 12 1214012 이수희 12 1214031 정순학 13 1301006 권수오
13 1301030 강일영 13 1302032 김용호 13 1304021 김운철 13 1304035 강순근
13 1305004 오민세 13 1309053 신남선 13 1310046 강창원 13 1312030 최은호
13 1313014 손병진 13 1315022 최연도 14 1403013 여종한 14 1405033 김상호
14 1408010 김행곤 14 1408052 정기철 14 1409014 오정환 14 1410030 장현탁
14 1413010 정광조 14 1414016 박찬훈 15 1503029 양대갑 15 1503051 민장식
15 1506027 김진수 15 1506041 차만식 15 1508005 정영호 15 1508039 신병철
15 1508041 유한덕 15 1508045 김일안 15 1508046 김성연 15 1509003 김충식
15 1509030 김태현 15 1509035 이영한 15 1509036 인진태 15 1509055 이광효
15 1510011 이용경 15 1510028 손우영 15 1510032 이상민 15 1510038 김진문
15 1510039 정성현 15 1511042 이영훈 15 1511052 허동해 15 1512016 변태현
15 1512019 정영철 15 1512031 류종섭 15 1512053 김용환 15 1513043 한천수
15 1514012 김용석 15 1515018 노명고 16 1604024 이종한 16 1606046 정진찬
16 1607008 유병출 16 1607051 이승도 16 1607054 박용석 16 1608006 이종섭
16 1608038 서양환 16 1608054 남종희 16 1610009 김병찬 16 1612017 홍성탁
16 1613045 김봉수 17 1702051 홍석규 17 1705038 이흥근 17 1708057 정원용
17 1709032 김덕수 17 1711038 차현주 17 1712035 허완시 17 1712046 이진우
17 1713027 심기수 18 1803034 정춘식 18 1809012 홍백락 18 1809028 한영철
18 1811015 홍성국 18 1815015 배점수 18 1815039 이영수 19 1901043 정인철
19 1903027 한승수 19 1903053 이인석 19 1904029 김종권 19 1904037 김택수
19 1904047 이정웅 19 1905026 이수일 19 1906015 이진석 19 1906017 양기협
19 1906033 심영일 19 1906045 하창명 19 1907021 허   경 19 1911005 엄만봉
19 1911014 이도원 19 1911051 이광준 19 1912018 최상석 19 1913014 전한명
19 1913021 김철식 19 1913027 이형철 19 1913035 최진길 20 2001039 서문철
20 2002056 박동조 20 2004037 정경훈 20 2012007 최문수 20 2013001 박호기
21 2107014 정원상 21 2110018 최진권 22 2202002 신용욱 22 2208009 이상길
22 2208028 김호진 22 2211047 이헌길 23 2302046 고재일 23 2304024 원주식
23 2306044 최대봉 23 2307046 이성윤 24 2411006 신균태 25 2501040 최현
25 2503021 김봉열 26 2609008 김봉주 27 2701002 이성배 28 2811046 장성일
29 2910007 권종수 33 3306028 윤충원 35 3501008 김택균 35 3501019 윤덕용
36 3611006 김성문
01 0101006 변석갑 01 0101012 김수홍 01 0101018 김문수 01 0102006 정인식
01 0102017 김광식 01 0102022 정영효 01 0103006 김성재 01 0103020 장윤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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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0104012 어재선 01 0104013 이상부 01 0104024 오성주 02 0200302 김포경
02 0201009 김문구 02 0202004 윤학현 02 0202008 정선일 02 0202013 이선망
02 0203006 문익주 02 0204005 박언세 02 0204025 이순호 03 0301013 강구봉
03 0302022 이흥도 03 0303002 서종수 03 0305007 이판수 04 0403002 최광재
04 0403018 백순삼 04 0405007 오상진 04 0499024 김영철 05 0501005 황철환
05 0501007 윤한재 05 0501008 전기찬 05 0501011 김용필 05 0501012 오성훈
05 0501017 진원태 05 0501031 김형수 05 0501033 김일 05 0501035 황길호
05 0501037 이영배 05 0502017 조중래 05 0502029 이희건 05 0502032 강위수
05 0503004 마영준 05 0503024 고성호 05 0503030 김부경 05 0504006 임근호
05 0504023 박노활 05 0505007 문덕준 05 0505016 김영업 05 0505028 예석수
05 0506005 강동수 05 0506015 정소규 05 0506021 김성식 05 0506030 박정
05 0507002 구윤덕 05 0507025 김창래 05 0599039 이우학 06 0601001 박회선
06 0601014 강영은 06 0601015 홍인욱 06 0601018 이창렬 06 0601024 이진평
06 0601028 백성혁 06 0601036 김영목 06 0602008 김홍구 06 0602015 최현호
06 0602018 표세균 06 0602024 국춘원 06 0602028 김영수 06 0602040 임종복
06 0603009 김덕만 06 0603013 정만수 06 0603020 김규호 06 0603021 이정렬
06 0603027 윤석중 06 0604026 김형규 06 0604035 김작지 06 0605010 김윤열
06 0605011 이상칠 06 0605014 한수택 06 0605015 이양희 06 0605016 김유겸
06 0605020 이해득 06 0605037 이선재 06 0606004 김성기 06 0606007 신기찬
06 0606009 문정선 06 0606015 이상현 06 0606019 강호석 06 0606034 이종복
06 0606038 이중호 06 0607012 김명길 06 0607032 조휘섭 06 0608007 공상규
07 0701011 김석환 07 0701014 김진수 07 0701021 차화준 07 0701043 김보환
07 0701047 김대윤 07 0702001 권기철 07 0702009 김영태 07 0702019 조근수
07 0702026 박태화 07 0702031 김대겸 07 0702032 김외호 07 0702037 백남달
07 0702039 이윤수 07 0702044 정정길 07 0702049 김해연 07 0703001 최태경
07 0703014 김관식 07 0703016 임영호 07 0704004 강상식 07 0704027 윤강조
07 0704038 한성구 07 0704041 김채진 07 0705023 서주영 07 0705031 김충욱
07 0706009 정영렬 07 0706013 김인수 07 0706018 이성용 07 0706033 신유식
07 0706034 우한진 07 0706036 박영택 07 0707037 성재규 07 0799018 허경동
08 0801008 하대일 08 0801022 조현술 08 0801023 이부섭 08 0801032 주쾌식
08 0801042 김용명 08 0801058 김재근 08 0802008 황해구 08 0802015 김영만
08 0802020 배병권 08 0802046 김수남 08 0802051 강민석 08 0803006 이광섭
08 0803014 김만곤 08 0803015 문성곤 08 0803040 김진극 08 0803047 박성규
08 0803049 강병열 08 0803056 이홍순 08 0803057 유승조 08 0804023 이주희
08 0804026 방중배 08 0804028 임유택 08 0804032 박광식 08 0804049 이순립
08 0804051 이규삼 08 0805013 김기태 08 0805019 김소식 08 0805029 이호연
08 0806011 조상근 08 0806013 김영곤 08 0806026 김영학 08 0806030 김용권
08 0806034 정택화 08 0807011 이효환 08 0807013 심웅섭 08 0807014 주태원
08 0807031 구광수 08 0807049 공진군 08 0807053 조성열 08 0808023 김기락
08 0808025 김주봉 08 0808028 강옥수 08 0808030 한창구 08 0808035 손유호
08 0808049 박동민 08 0809014 김중철 08 0809038 김용진 08 0809045 이영화
08 0810013 신영호 08 0810020 곽정환 08 0810034 박이걸 08 0810037 정창진
08 0810041 김영관 08 0810048 김국현 08 0811003 이상업 08 0811013 김경수
08 0811024 정찬교 08 0811039 이진호 08 0812021 김윤기 08 0812025 최무윤
08 0812034 김단현 08 0812050 정성열 08 0812056 이재만 08 0813016 김재권
08 0813030 신익수 08 0813033 이명환 08 0813046 김철수 08 0813047 박준화
08 0813049 최석수 08 0814004 이근희 08 0814032 오정택 08 0814034 오후기
08 0814042 조용관 08 0814043 신종욱 08 0814044 손덕수 08 0814054 정창생
08 0815010 이우달 08 0815018 신현정 08 0815021 이성훈 08 0815043 최홍대
08 0815045 이해균 08 0815047 김종근 09 0901016 이성희 09 0901030 이상문
09 0901040 김영식 09 0901053 윤병성 09 0902004 오동근 09 0902012 전영구
09 0902019 김현규 09 0902033 김영철 09 0902049 최삼출 09 0902050 서명옥
09 0903008 이길수 09 0903015 이철 09 0903029 김춘섭 09 0903034 김만근
09 0904001 임대욱 09 0904016 신주섭 09 0904056 김준연 09 0905005 김종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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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 0905014 권오운 09 0905023 노학문 09 0905028 최원택 09 0905040 윤용한
09 0905043 권성렬 09 0906019 양정식 09 0906024 신영우 09 0906031 강진철
09 0906034 박춘원 09 0906041 박찬엽 09 0906047 강명돌 09 0907008 김병광
09 0907024 이현우 09 0907027 신세용 09 0907040 박순석 09 0907047 권창수
09 0908002 성대경 09 0908005 곽병희 09 0908012 차광현 09 0908014 조기준
09 0908018 장행갑 09 0908035 김영화 09 0908045 김광하 09 0909006 홍순표
09 0909029 한상신 09 0909033 박무범 09 0909034 김재경 09 0910003 송승호
09 0910016 김상영 09 0910033 심기성 09 0910037 심재환 09 0910040 전동수
09 0910051 송인영 09 0910054 이종권 09 0911007 곽동훈 09 0911009 김부균
09 0911011 우종수 09 0911022 유상선 09 0911040 김성수 09 0911057 음세진
09 0912002 최철곤 09 0912051 백남도 09 0913025 고영주 09 0913026 최창일
09 0913037 박동철 09 0913039 김일두 09 0913047 이상수 09 0913048 백남금
09 0913049 박철권 09 0913050 배남부 09 0913053 배재윤 09 0914004 강인식
09 0914014 김    철 09 0914016 최상일 09 0914029 김병억 09 0914032 박영규
09 0914038 정경태 09 0914040 진봉선 09 0914044 김복겸 09 0914047 진규목
09 0915014 최부림 09 0915034 박성규 09 0915040 김황운 09 0915052 김은수
10 1001031 박기영 10 1001035 김병일 10 1001057 김종규 10 1002005 이영우
10 1002013 이문갑 10 1002014 김종원 10 1002015 이상호 10 1002020 정태영
10 1002022 권기옥 10 1002026 신성하 10 1002031 이익희 10 1002052 김병설
10 1002054 임동기 10 1003001 오상섭 10 1003010 임종호 10 1003011 김춘식
10 1003015 이황영 10 1003021 고동선 10 1003022 김범래 10 1003023 강채훈
10 1003036 서동준 10 1003041 신현찬 10 1003046 전병식 10 1003048 이태헌
10 1004016 박광율 10 1004017 김평도 10 1004019 주동원 10 1004021 김진한
10 1004022 구의회 10 1004029 허대유 10 1004034 김도균 10 1004038 장태영
10 1004046 유달근 10 1004050 김종률 10 1004053 문병문 10 1005008 정학종
10 1005009 정병하 10 1005012 여준모 10 1005014 김태욱 10 1005023 박승하
10 1005033 오영근 10 1005051 전병택 10 1006012 송주용 10 1006013 오진희
10 1006023 이병주 10 1006035 이기문 10 1006040 김병곤 10 1006047 이철규
10 1007008 서봉환 10 1008017 이흥구 10 1008025 전엽수 10 1008029 조경현
10 1008039 박영복 10 1008050 박창윤 10 1009001 황    진 10 1009016 손현웅
10 1009019 공광규 10 1009040 오세진 10 1009046 정진호 10 1009048 안재덕
10 1010009 조동석 10 1010011 백동기 10 1010024 서응수 10 1010029 이종광
10 1010032 백영만 10 1010035 이호재 10 1010041 김동진 10 1010051 오장근
10 1010058 어민수 10 1011006 한경수 10 1011008 윤병우 10 1011031 김기대
10 1011033 박남성 10 1011034 채휘석 10 1011043 박용남 10 1011056 임춘석
10 1012011 박정균 10 1012015 오화성 10 1012020 이상식 10 1012032 전병익
10 1013001 이현구 10 1013009 김봉권 10 1013010 조정선 10 1013012 박대환
10 1013034 정순호 10 1013037 김용복 10 1013055 이동춘 10 1014005 이한원
10 1014006 이병로 10 1014013 김형수 10 1014018 변석환 10 1014027 김재일
10 1014046 안동흥 10 1014053 김재욱 10 1014055 김종상 10 1014057 임길환
10 1015002 이광노 10 1015014 조근래 10 1015020 신환섭 10 1015038 김정석
10 1015040 이재신 10 1015041 신광환 10 1015049 이윤식 10 1015052 이철호
10 1015055 임학수 10 1099019 김용환 10 1099035 류윤영 10 1099048 권기용
11 1101001 유철재 11 1101058 박두곤 11 1101059 김억환 11 1102048 김한곤
11 1102057 최수식 11 1103017 이상연 11 1103018 이종두 11 1104016 김남섭
11 1104022 손만용 11 1104024 정봉길 11 1104033 김수호 11 1104035 안수철
11 1104046 국형호 11 1104057 하성룡 11 1105007 임인교 11 1105024 손민기
11 1105044 김한식 11 1106016 조공현 11 1107012 김동윤 11 1107029 김기철
11 1107034 김정영 11 1108005 황헌연 11 1109002 윤인구 11 1109020 주영태
11 1109025 정재운 11 1109032 주웅일 11 1109040 안세곤 11 1109046 하일호
11 1110013 성홍국 11 1110034 최영태 11 1111006 이세진 11 1111008 정철규
11 1111025 김성환 11 1111027 김타곤 11 1111033 최정학 11 1111035 서대봉
11 1111055 남상칠 11 1112011 강휘석 11 1112020 성백구 11 1112022 한덕수
11 1112027 박현웅 11 1112028 김찬일 11 1112055 박춘호 11 1113009 서영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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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1113033 최동익 11 1114022 이귀봉 11 1114031 이승화 11 1114035 오세준
11 1114052 함영선 11 1115019 정화섭 11 1115031 옥기종 11 1115043 강래철
12 1201008 박원주 12 1201009 박천석 12 1201010 이칠호 12 1201012 김동하
12 1201013 박창열 12 1201016 이호봉 12 1201041 이호근 12 1201044 노인호
12 1201054 김태종 12 1202011 김준식 12 1202025 김명한 12 1202032 김형환
12 1202034 강신필 12 1202036 이기룡 12 1202040 양호명 12 1202044 김승철
12 1202049 박영식 12 1202058 김정호 12 1203010 이우주 12 1203012 이상갑
12 1203032 하수용 12 1203041 김종명 12 1203044 이광범 12 1204001 김상화
12 1204010 이한신 12 1204014 김영보 12 1204042 김종환 12 1204045 지영태
12 1204049 오용범 12 1204054 이준호 12 1205006 김성하 12 1205026 백운수
12 1205049 김명실 12 1205057 김귀곤 12 1206007 이석원 12 1206015 임영록
12 1206022 박종화 12 1206025 정진섭 12 1206026 김성환 12 1206028 류종목
12 1206046 이우면 12 1206050 정팽진 12 1207001 양용철 12 1207003 박종수
12 1207007 하병철 12 1207013 강재신 12 1207015 박순택 12 1208005 문병근
12 1208007 김장훈 12 1208026 한병삼 12 1209016 김병열 12 1209019 김기재
12 1209024 조희상 12 1209028 양온규 12 1209035 김상호 12 1209036 양진근
12 1210005 정진영 12 1210019 이종수 12 1210036 문진호 12 1210037 장후식
12 1210040 서광수 12 1210043 김원배 12 1210044 김이주 12 1211001 이갑용
12 1211013 박성락 12 1211015 류상현 12 1211018 이상구 12 1211023 황수천
12 1211027 조길용 12 1211029 송길수 12 1211050 원계복 12 1211056 김성주
12 1212003 손석근 12 1212042 이수홍 12 1212044 이창길 12 1212049 최홍열
12 1212121 최낙고 12 1213010 이승주 12 1213013 이상현 12 1213021 김종만
12 1213029 태남석 12 1213032 정권화 12 1213040 원창구 12 1213048 정도경
12 1214016 조상민 12 1214028 임연하 12 1214035 이학근 12 1214044 정성일
12 1214051 노요섭 12 1215016 이근태 12 1215022 윤기현 12 1215041 이영환
12 1215050 이명원 13 1301012 천광윤 13 1301015 이경철 13 1301044 조상현
13 1302007 박성진 13 1302017 장중철 13 1302021 김태준 13 1302033 선승규
13 1302043 오광열 13 1302049 박형길 13 1302052 심정원 13 1303001 김경철
13 1303018 이돈섭 13 1303023 조성범 13 1303033 조영선 13 1304025 김종문
13 1304054 권용석 13 1304055 이동안 13 1305031 이경수 13 1305035 김영형
13 1305038 장세선 13 1305041 백수인 13 1305050 박윤배 13 1305052 강금주
13 1305053 김성기 13 1306018 한찬수 13 1306036 이현정 13 1306039 권진석
13 1306044 김선용 13 1306045 이상인 13 1306053 조경흠 13 1307013 최상익
13 1307015 강광민 13 1307020 송영철 13 1307022 김명오 13 1307028 배준선
13 1307033 조여주 13 1307043 윤상찬 13 1308011 박현기 13 1308032 강승원
13 1308038 황재민 13 1309002 박승희 13 1309007 오선택 13 1309011 최기석
13 1309021 김병우 13 1309052 류길희 13 1309056 윤남중 13 1310024 박인식
13 1310030 김천호 13 1310042 조진국 13 1310053 이희만 13 1310055 임윤효
13 1311009 곽정우 13 1311012 서석원 13 1311023 신용덕 13 1311028 김종호
13 1311029 안계준 13 1311043 조연호 13 1311051 반성권 13 1311053 이정수
13 1312006 유영록 13 1312012 김상동 13 1312022 서도석 13 1312028 우한명
13 1312034 진성정 13 1312040 박민철 13 1312053 하재환 13 1313009 박희준
13 1313029 박주삼 13 1313032 김평연 13 1313052 김기조 13 1314009 간진식
13 1314042 김형균 13 1314043 강지권 13 1314045 김태곤 13 1314048 윤옥석
13 1314056 류성규 13 1314057 임철건 13 1315011 김길영 13 1315025 정호영
13 1315026 김영주 14 1401002 이태섭 14 1401008 강홍석 14 1401049 김대영
14 1401051 조성신 14 1402009 황영식 14 1402013 이상열 14 1402022 임영택
14 1402025 정홍식 14 1402034 구봉근 14 1402035 한은우 14 1403002 양흔목
14 1403014 박영흠 14 1403035 김순진 14 1403039 이근영 14 1403041 강성수
14 1403048 장장수 14 1404030 김연원 14 1405013 이강호 14 1405018 이상환
14 1405024 장일권 14 1405037 정병학 14 1405045 배석수 14 1406039 김기주
14 1406041 김헌제 14 1406044 조경환 14 1407004 김일건 14 1407005 김종수
14 1407011 곽병진 14 1407040 이오춘 14 1407042 김홍구 14 1407049 윤종훈
14 1408008 박우준 14 1408019 이재현 14 1408032 우경섭 14 1408033 천창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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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1408036 김기용 14 1408039 문경식 14 1408044 우봉환 14 1408049 김윤보
14 1408051 고민철 14 1408053 이인혁 14 1409004 신현규 14 1409019 조무호
14 1409022 지영기 14 1409048 김영민 14 1409058 박한규 14 1410003 김은섭
14 1410012 오형곤 14 1410037 유상봉 14 1410048 박운천 14 1410051 박도현
14 1411011 박도진 14 1411012 김중태 14 1411013 임기중 14 1411017 김동호
14 1411032 정의도 14 1411034 우영욱 14 1411041 정진곤 14 1411043 최종배
14 1411045 박운종 14 1412014 이승래 14 1412027 신희화 14 1412041 남성규
14 1412042 김덕진 14 1412052 박광열 14 1413004 신영철 14 1413005 장인원
14 1413007 정형규 14 1413024 이장석 14 1413033 윤웅준 14 1413035 김수동
14 1413038 김효철 14 1413039 고윤호 14 1413048 신규환 14 1414003 안희석
14 1414021 강광열 14 1414028 김규천 14 1414033 주재석 14 1414046 서주열
14 1414053 박재근 14 1414054 김회길 14 1415044 하성일 15 1501010 최재식
15 1501049 선성규 15 1501051 박내춘 15 1502033 김창원 15 1502049 박희성
15 1502053 장특종 15 1503013 김종만 15 1503037 양태원 15 1504006 이세기
15 1504032 고상영 15 1504034 박철완 15 1504041 변종필 15 1504050 유상열
15 1505022 배종원 15 1506025 양효동 15 1506029 최재용 15 1506046 최희원
15 1507005 김석문 15 1507013 김재현 15 1507018 황석환 15 1507030 차정석
15 1507035 배정선 15 1508002 김종부 15 1508016 주종찬 15 1508019 김익상
15 1508028 예병찬 15 1508035 최상곤 15 1508037 김환영 15 1509007 박기철
15 1509009 김영만 15 1509020 송석현 15 1509024 장용익 15 1509027 천우룡
15 1509034 허우련 15 1509047 이재수 15 1509050 김정훈 15 1509052 차영수
15 1510012 강석연 15 1510022 권정민 15 1510035 황동섭 15 1510037 박용규
15 1510043 최만호 15 1510045 정용우 15 1511013 권혁조 15 1511015 김종화
15 1511029 안민영 15 1511033 허재입 15 1511036 김경석 15 1511041 진영찬
15 1511047 김희중 15 1512015 강명근 15 1512025 최장식 15 1512030 이상철
15 1512042 한상윤 15 1512044 김길수 15 1512045 이우형 15 1512054 사순기
15 1513001 김경상 15 1513011 정명호 15 1513025 염동재 15 1513030 황호현
15 1513041 서경렬 15 1513047 김성식 15 1513054 박영대 15 1514020 이재범
15 1514028 박진현 15 1514049 황원복 15 1514050 김용운 15 1515005 김유경
15 1515039 김태석 15 1515043 강삼석 15 1515046 김기현 15 1599078 강기준
16 1601024 최성식 16 1601041 박동훈 16 1601042 지성기 16 1602011 한원조
16 1602015 문성진 16 1602017 김재경 16 1602038 윤상호 16 1603001 이병효
16 1603007 서정표 16 1603008 하윤종 16 1603021 전정일 16 1603043 류두현
16 1604005 백광용 16 1604015 남구운 16 1604018 최은석 16 1604026 탁현대
16 1605001 황길동 16 1605006 황석일 16 1605030 홍종석 16 1605042 홍석주
16 1606004 김창현 16 1606017 이유식 16 1606036 김현호 16 1606039 김태정
16 1606040 김영현 16 1606042 이교창 16 1606047 심재성 16 1606051 이종오
16 1607019 정두권 16 1607031 전인호 16 1607036 노재근 16 1607042 임재명
16 1608005 정성삼 16 1608011 전재홍 16 1608013 이규재 16 1608016 오거성
16 1608025 홍용화 16 1608031 김세철 16 1608037 최춘택 16 1608042 김문석
16 1608045 유동광 16 1608050 김삼수 16 1608051 김재준 16 1609008 김인상
16 1609011 임승욱 16 1609016 김현영 16 1609022 박종복 16 1609037 오학근
16 1609047 김승만 16 1609052 정규동 16 1610002 양광석 16 1610024 손부원
16 1610032 조대규 16 1610040 김기은 16 1610046 조규순 16 1610048 김홍섭
16 1610056 전창규 16 1611001 김원준 16 1611012 권기성 16 1611033 주진성
16 1611035 서진호 16 1611041 김종진 16 1611043 방충식 16 1611045 한정호
16 1612002 박상필 16 1612003 임병준 16 1612005 손웅렬 16 1612010 하상필
16 1612027 박석찬 16 1612035 차순호 16 1612051 안충열 16 1613004 김해연
16 1613012 박승용 16 1613013 전병우 16 1613016 김영길 16 1613028 김성호
16 1613033 전대중 16 1613034 이상구 16 1613037 박재덕 16 1613040 정욱수
16 1614004 한광희 16 1614026 성용만 16 1614031 황성환 16 1614033 이명호
16 1614037 김민기 16 1614046 정대근 16 1614050 박상규 16 1615007 강관석
16 1615008 이양환 16 1615021 김종수 16 1615033 이영배 16 1615052 양해근
17 1701004 이준호 17 1701020 박효열 17 1701024 백종우 17 1701039 이종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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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1701043 정인석 17 1701049 이문희 17 1701051 박    일 17 1702037 박주득
17 1702050 김종봉 17 1703018 손광락 17 1703025 강학범 17 1704013 경종균
17 1704024 공대식 17 1704026 조태래 17 1704040 정세관 17 1704042 박경식
17 1704057 장신도 17 1705007 우완수 17 1705009 안채열 17 1705013 박경식
17 1705015 조현수 17 1705016 임종석 17 1705029 정종영 17 1705046 이선호
17 1706006 안철환 17 1706020 김병환 17 1706022 이종훈 17 1706025 박필웅
17 1706043 안현국 17 1706051 강신원 17 1707017 손성진 17 1707018 김성환
17 1707036 황인주 17 1707046 김동열 17 1707049 이인규 17 1708008 김해관
17 1708035 김학봉 17 1709010 박경훈 17 1709018 홍동식 17 1709020 이홍우
17 1709033 박종문 17 1709036 심진철 17 1709050 장찬호 17 1709051 김광영
17 1709057 김태균 17 1710002 오경익 17 1710029 이청희 17 1710034 박상수
17 1711007 박칠용 17 1711008 김봉수 17 1711009 손재명 17 1711011 김진호
17 1711046 홍광현 17 1711048 김민철 17 1711049 최창제 17 1711050 엄수현
17 1711055 천정기 17 1711056 송정희 17 1712001 윤영한 17 1712023 박정곤
17 1712032 황충섭 17 1712037 임종호 17 1712043 정규환 17 1712049 강종석
17 1712051 황상문 17 1713001 서영봉 17 1713013 김양곤 17 1713022 윤영택
17 1713030 박한식 17 1713043 하성목 17 1713045 변양식 17 1713051 최관식
17 1713054 김종육 17 1714001 이채민 17 1714004 천민호 17 1714007 유동우
17 1714031 이은규 17 1714051 오세원 17 1714053 김성환 17 1714058 박두주
17 1715009 홍용식 17 1715015 연상우 17 1715016 유두한 17 1715020 이명수
17 1715027 정동현 17 1715035 김동석 17 1715039 한홍철 18 1801003 정호열
18 1801008 홍정기 18 1801029 여재규 18 1801036 김재흥 18 1802013 박정도
18 1802029 이재윤 18 1803022 이영득 18 1803023 원일수 18 1803024 박주희
18 1804003 김희철 18 1804014 김경배 18 1804021 이수복 18 1804023 장원덕
18 1804036 송용진 18 1804054 이성득 18 1805012 김승희 18 1805015 오헌록
18 1806021 안재삼 18 1806038 김욱래 18 1806051 오춘동 18 1806054 김종찬
18 1807034 김대상 18 1807039 강성호 18 1808002 황동완 18 1808014 이규장
18 1809011 유성관 18 1809040 최호준 18 1809047 임명술 18 1811018 박동일
18 1811029 배문기 18 1812005 김진만 18 1812030 김기조 18 1812033 김일수
18 1812035 김봉균 18 1812037 천명수 18 1812041 김일태 18 1813032 김맹호
18 1813049 남재현 18 1813054 이종원 18 1814019 박    훈 18 1814025 장세연
18 1814042 권오관 18 1815013 이종재 19 1901007 김명욱 19 1901010 이세희
19 1901019 양호석 19 1901028 정상윤 19 1901033 김쌍곤 19 1901038 김철영
19 1901044 한재현 19 1901049 윤기우 19 1901053 우주용 19 1902002 박명룡
19 1902043 김치재 19 1902046 김진술 19 1903007 김은호 19 1903012 전영병
19 1903019 이진우 19 1903024 김광운 19 1903028 김재관 19 1904014 최창현
19 1904036 차재영 19 1906019 김성도 19 1906028 박병훈 19 1906037 정순관
19 1906054 정성진 19 1907002 문병국 19 1907043 김기태 19 1908006 김종남
19 1908012 김복윤 19 1908020 이육형 19 1908042 김진한 19 1910013 최동근
19 1910015 김상태 19 1910027 강정호 19 1910043 남성해 19 1912042 조재두
19 1912043 정문식 19 1913040 이종주 19 1913042 강동진 19 1914016 이병규
19 1914044 이기탁 19 1915019 조정흠 19 1915037 강창근 19 1915038 허종철
19 1915045 구영두 20 2001017 이신호 20 2001019 김도길 20 2001026 정회동
20 2001033 이현규 20 2001041 조영규 20 2001051 김종업 20 2002007 김해진
20 2002016 정유승 20 2002021 박문현 20 2002036 김호식 20 2003014 황상민
20 2003023 최병대 20 2003027 임칠수 20 2003037 서덕용 20 2003041 조인흠
20 2003043 김호준 20 2003047 홍인덕 20 2003052 권필상 20 2004001 남규렬
20 2004005 박희동 20 2004014 임석규 20 2004020 임광록 20 2004022 전종길
20 2004048 임유식 20 2005002 김재환 20 2005008 최홍섭 20 2005013 김래옥
20 2005014 김영환 20 2005039 양재봉 20 2005040 김재호 20 2005044 김성근
20 2005045 천병학 20 2005047 정대현 20 2006006 천영삼 20 2006047 배종원
20 2007032 황용석 20 2007053 우경호 20 2008013 김병석 20 2008020 권성현
20 2008022 김천식 20 2011001 이준원 20 2011006 박윤근 20 2011013 류양규
20 2011014 김문수 20 2011018 김성수 20 2011019 권오현 20 2011029 김경도

구좌 수 기 수 학 번 성 명 기 수 학 번 성 명 기 수 학 번 성 명 기 수 학 번 성 명

1구좌

기공36호-2_레이아웃 1  15. 4. 16.  오후 3:57  페이지 70



www.bmths.org 71

동창회비 ●

20 2011030 김현식 20 2011032 윤충기 20 2011044 방명훈 20 2011046 추외경
20 2012001 이현제 20 2012008 이필호 20 2012016 주기덕 20 2012034 박영오
20 2012044 김대연 20 2012045 허상호 20 2012051 천성관 20 2013009 김종배
20 2013012 류연진 20 2013017 김용철 20 2013033 류장우 20 2013044 배재도
20 2013049 오정욱 20 2013051 황보영태 20 2013053 김진삼 20 2014012 백성근
20 2015009 정해필 20 2015030 길연석 20 2015032 문수환 20 2015037 장오성
20 2015046 이영웅 21 2101018 이용관 21 2101043 박용호 21 2102010 김기영
21 2102023 김무상 21 2102042 최영호 21 2102045 이재걸 21 2102046 심동섭
21 2103040 박철용 21 2103045 정권영 21 2104026 오종열 21 2104029 이영재
21 2104035 김병일 21 2104044 김형준 21 2105029 황갑원 21 2105043 김조욱
21 2105044 이병곤 21 2106001 곽상훈 21 2106016 김준유 21 2107012 문성수
21 2107039 김오국 21 2107051 이승호 21 2108003 최정환 21 2108011 이민래
21 2108016 변장산 21 2109004 김금식 21 2109011 황성환 21 2109013 하민기
21 2109018 임사환 21 2109032 양창용 21 2110002 탁상준 21 2110005 김승욱
21 2110009 박재택 21 2110041 류지철 21 2110043 심두섭 21 2110047 임행택
21 2111003 이철범 21 2111010 이    철 21 2111025 강무보 21 2111031 김춘식
21 2111039 이인석 21 2112003 이원태 21 2112006 김병주 21 2112014 이천수
21 2112018 홍점표 21 2112030 차원길 21 2112036 권장수 21 2112044 문윤철
21 2113007 윤창회 21 2113008 김철우 21 2113036 김영구 21 2113039 김영호
21 2113043 최윤대 21 2113047 김정현 21 2114044 유외주 21 2115007 이원중
21 2115052 조정기 21 2115054 한평재 21 2199070 송영호 22 2201019 김춘국
22 2201024 박종민 22 2201026 신도화 22 2202026 김맹동 22 2202035 강호정
22 2202048 임칠윤 22 2202050 최민호 22 2202052 한상구 22 2203002 신승훈
22 2203007 이수원 22 2203008 임채욱 22 2203014 정영기 22 2203021 윤천용
22 2203042 정용철 22 2203051 이기욱 22 2204005 김민곤 22 2204010 최상훈
22 2204017 서상렬 22 2204025 나종한 22 2204043 윤종구 22 2204046 정대식
22 2205006 황의철 22 2205008 조자룡 22 2205010 차상태 22 2205021 박태호
22 2205027 정재균 22 2205036 최동식 22 2205042 신동근 22 2205047 배정한
22 2206006 박재곤 22 2206012 안상준 22 2206023 하재천 22 2206027 김외현
22 2206028 이기철 22 2206041 우정식 22 2207003 정우진 22 2207015 김종호
22 2207017 박덕용 22 2207052 고상진 22 2208016 김현구 22 2208027 부기철
22 2209030 성청용 22 2209036 박계용 22 2209051 정성웅 22 2210008 윤명권
22 2210013 강수길 22 2210023 박건도 22 2211006 김정기 22 2211024 강대신
22 2211037 손영희 22 2211043 이상태 22 2211050 최필윤 22 2212002 배진호
22 2212011 박정호 22 2212016 김용운 22 2212023 김만수 22 2212031 이범수
22 2213036 신세원 22 2213037 정장현 22 2213048 손호순 22 2214008 문성구
22 2214016 이제근 22 2214026 이준상 22 2214047 김용호 22 2214049 김대희
22 2215004 김무윤 22 2215022 천문관 22 2215043 정민혁 22 2215048 최상문
22 2215051 지정이 23 2301003 최일식 23 2301011 박동찬 23 2301030 오명규
23 2301046 배식한 23 2302005 이익현 23 2302010 이종호 23 2302021 정기룡
23 2302030 홍경탁 23 2302034 김성복 23 2302039 박동기 23 2302047 이진석
23 2303028 김민수 23 2303042 오형돈 23 2304001 김진관 23 2304037 안정주
23 2304042 천영민 23 2304046 이정우 23 2305005 박광수 23 2305026 김종환
23 2306020 문성한 23 2306034 최한기 23 2306046 김명완 23 2306051 오상현
23 2307003 정영종 23 2307025 이병길 23 2307035 이준수 23 2308005 김성욱
23 2308023 이종택 23 2308049 최철호 23 2309003 이준열 23 2309006 김치성
23 2310035 조재열 23 2310039 김상규 23 2311001 하동청 23 2311022 박종길
23 2311030 김석노 23 2311037 홍근수 23 2311046 전성호 23 2311048 이상문
23 2313022 우창윤 23 2313028 김성철 23 2313030 강성환 23 2313035 박영문
23 2313039 김일환 23 2313046 방성원 23 2315029 전세형 23 2315043 이정만
23 2315044 고건재 24 2401044 김성훈 24 2402001 정종삼 24 2403002 김동일
24 2403028 황명동 24 2405016 김순영 24 2405039 박한기 24 2405045 허승완
24 2406009 강선호 24 2406048 조태민 24 2407016 이강식 24 2410036 강    현
24 2411017 김영도 24 2411028 김태봉 24 2411029 김노회 24 2411043 박금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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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2412008 장충동 24 2412027 김만원 24 2412035 이상국 24 2413009 선병길
24 2413014 김기섭 24 2413024 김태후 24 2413027 손정우 24 2415001 박기덕
25 2501028 정성훈 25 2501030 이동권 25 2501048 이정식 25 2502013 양대석
25 2502014 백현식 25 2502020 천명환 25 2504039 강동호 25 2505012 김광희
25 2505014 최용석 25 2505028 박성철 25 2506024 김홍재 25 2506035 조영진
25 2507004 정훈성 25 2508009 김경오 25 2508030 김영대 25 2508033 정규열
25 2509026 박규태 25 2509031 이상현 25 2510001 이진홍 25 2510014 윤경찬
25 2510022 오해천 25 2511010 권영빈 25 2512012 이창훈 25 2512039 양현기
25 2513001 박순현 25 2513046 박상현 25 2515014 김기혁 26 2602030 이상웅
26 2603038 손권일 26 2603041 옥영화 26 2604005 정대봉 26 2604043 최연덕
26 2606007 정영환 26 2609009 이병철 26 2609015 박동호 26 2609039 배병진
26 2609042 이상규 26 2609043 심관영 26 2610002 도상식 26 2610005 윤성환
26 2610040 김동욱 26 2611011 임성대 26 2611024 송희영 26 2612002 조성완
26 2612029 노대화 26 2612039 김택균 26 2613009 고성석 26 2613018 염경원
26 2613019 정우진 26 2613031 양준성 26 2615041 정동원 27 2701041 최희준
27 2702031 김덕열 27 2703012 방춘호 27 2703015 박보근 27 2704025 조진안
27 2706020 이광일 27 2706038 전국민 27 2707044 송이영 27 2708013 김진성
27 2710015 김경재 27 2710038 이병일 27 2711038 박달권 27 2711045 조명원
27 2712048 김봉기 27 2713037 이    훈 27 2714021 박재성 27 2714047 박정철
27 2715027 구민재 28 2803016 임기택 28 2804009 예부진 28 2804028 차범수
28 2804043 서승환 28 2805015 이상우 28 2806015 이태준 28 2806019 김기준
28 2806026 예종수 28 2807003 이영섭 28 2807037 신민성 28 2808010 노병락
28 2808014 배재복 28 2808032 윤경민 28 2808044 조영민 28 2809048 최동현
28 2810043 권동구 28 2811009 안광훈 28 2814008 이철원 28 2814014 정승민
29 2901038 이창수 29 2903020 신정훈 29 2907027 이경홍 29 2908026 서영섭
29 2909025 배정일 29 2909033 이정석 29 2909055 황재혁 29 2910003 고태성
29 2912044 이지능 29 2914024 박현주 29 2915005 김성엽 29 2915039 전승현
29 2916024 배희원 30 3001047 진현호 30 3003030 이동찬 30 3005004 구본석
30 3006023 송병길 30 3009015 김범동 30 3010018 박상호 30 3010029 양형모
30 3011010 김성동 30 3011018 문경록 30 3014003 김동현 30 3014020 박성철
30 3016046 정준모 31 3101040 정병곤 31 3101052 한영재 31 3108029 이대일
31 3109001 강용재 31 3109053 최영효 31 3110021 배민호 31 3112019 김태훈
31 3113045 정성수 32 3201017 류재옥 32 3202025 노현종 32 3202036 이상현
32 3206008 김동우 32 3208020 신영욱 32 3208023 안기회 32 3213026 옥진성
33 3303008 김상준 33 3304009 김성찬 33 3304012 김용진 33 3309012 김진욱
33 3310002 공준호 33 3310034 이인호 33 3312038 주선철 34 3402001 강경수
34 3403001 강덕경 34 3403015 김지원 34 3403019 박윤수 34 3403033 장재호
34 3404018 송원태 34 3404034 진홍수 34 3405021 안민길 34 3406026 이성우
34 3409004 김병주 34 3409025 임현탁 34 3410013 김창덕 34 3411038 최기성
34 3412013 박재영 34 3412017 서보람 34 3412028 이승민 34 3413025 이유송
34 3414010 김현익 35 3502032 정인철 35 3503029 진광호 35 3504005 김득종
35 3505005 김덕준 35 3506004 김대우 35 3506009 김준우 35 3507016 박희성
35 3508027 임대환 35 3510017 류승민 35 3511002 권순식 35 3511007 김현민
35 3511019 이동철 35 3511029 조설영 35 3512009 남기욱 35 3512015 박진용
37 3703021 옥원주 38 3809014 나영채 38 3810009 김태형 38 3813025 정지훈
39 3906004 김형준 39 3909023 정진화 39 3910009 김태관 39 3912013 박세원
40 4002012 박진홍 40 4004007 김영한 40 4006003 김대철 40 4006022 이종진
42 4204015 송보람 42 4207017 빈규태

평생회비 09 0908030 이성길
일시납 18 1808032 김태현 14 1404005 서범석 14 1409011 최남식 11 1101043 오대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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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창회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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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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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el. 051)807-4647, 804-2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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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체 도시락 납품 전문업

대표 서인종(17회 배관 / 17기 동기회 이사 / 김해동문회 부회장)
주소 : 김해시 한림면 신천리 790-9번지  매장 : 055)343-0854   팩스 : 055)342-0855  Mobil : 010-4350-1153

1,000평 대형매장•자체공장운영
동문 및 동문가족 특별히 우대하여 모십니다!!!

대표 전만수(13회 기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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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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