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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밀판금의 선두 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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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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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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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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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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좌동 1460-1 나하나빌딩 3층 

www.교토일식.co.kr

대표 홍성기(17회, 기계)  010.3103.69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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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대 동창회장 취임사●

희망찬 새해 힘차게 떠오르는 태양과 함께 제36대 동창회가 출범하는 이 자리에 역대 동창
회장님을 비롯하여 각 동기회, 지역동문회, 직장동문회 및 동호회 임원진과 동문 선·후배
여러분과 함께 할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2015년에 이어 올해도 국립부산기계공업고등학교 동창회장이라는 막중한 자리를 맡게 되
어 영광스럽기도 하고 부담감도 함께 느껴집니다. 동창회장직을 맡아 전국 각지 동문사회
를 경험 하면서 동문들과 친밀하게 교류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진 것은 보람으로 남습니다. 동
문이라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기꺼이 반겨주고 호의를 베풀어 주시는 동문들을 보며 역시
우리 동문은 다르구나 느꼈습니다. 또한 동창회 발전을 위한 애정 어린 질책을 해 주시는
것에는 든든함이 생겼습니다. 

초대 김성문 동창회장님부터 제34대 김태영 동창회장님에 이르기까지 모교와 동창회 발전
을 위해애쓰신 노고가 어떤 것인지 피부로 알게 되었습니다. 동창회와 동문, 모교에 관한 것이라면 사소한 사건 하나, 이야기
하나도 결코 가볍게 여기지 않으셨을 거란 생각에 숙연해지는 밤도 보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동창회에 대한 변함없는 관
심과 사랑을 동창회비 납부 및 여러 행사에 적극적인 참여와 열정으로 동참하시는 동문님들이 계셨기에 지금의 동창회가 있는
것이라는 생각에 이 자리를 빌어 깊이 감사드립니다.

제35대 동창회는 여러분의 성원과 적극적인 협조로 2015년판 동문명부를 발행하여 배포하였습니다. 여러 우려 속에 진행된 사
업인 만큼 노심초사하였으나 동문들의 좋은 반응을 얻어 기쁘게 생각합니다. 이를 계기로 동문 결속 및 커뮤니티 활성화와 활
발한 교류의 기회가 될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올해 우리 모교는 개교50년이라는 뜻깊은 시간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전국을 넘어 세계 각지에서 조국 근대화의 기수라는 기
치 아래 국가 경제·산업발전의 핵심 주역으로 지내온 시간을 자축하며 다가오는 100년을 내다보는 출발점으로 삼아야 하겠습
니다. 이를 위해 그 어느 때보다 동문 여러분께서 적극적으로 뜻과 마음을 모아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올해 저는 제36대 동창회장단과 동문 여러분들의 성원과 후원을 등에 업고 동창회와 모교의 발전을 위해 다음과 같은 사업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첫째, 개교50년을 맞아 자랑스러운 국립부산기계공업고등학교의 위상을 드높이는 계기를 만들겠습니다. 
개교50년 기념상징탑 건립, 모교50년사 편찬, 개교50년 기념식, 개교50년 기념동문등산대회를 추진하겠습니다.

둘째, 동창회관을 마련하여 재정 안정화와 동문의 자부심 고취 및 구심점이 되는 계기를 만들겠습니다.
셋째, 동창회비 납부자 저변확대를 통해 참여하는 동문의식을 강화하겠습니다.

이 모든 사업을 위해 올해도 선임 기수 동문님들의 경험과 고견을 귀담아 듣고 후배님들의 건설적인 충고와 조언에 열린 마음
으로 다가가 진정으로 화합하는 동창회가 되도록 힘쓰겠습니다. 

자랑스러운 동문 여러분!동창회의 힘은 동문 모두의 관심과 사랑에서 시작되고 유지됩니다. 다가오는 100년을 준비하는 마음
으로 뜻과 마음을 모아주시기를 다시한번 당부드립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다복하시며 사업번창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2016년  1월 23일

국립부산기계공업고등학교 동창회 제36대 동창회장 이 용 재

동문 여러분, 감사합니다!



● 2015 동문 등산대회 이모저모

14 국립부산기계공업고등학교 동창회보 제37호

거제시 계룡산

2015 동문 등산대회 
2015년 4월 26일(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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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국립부산기계공업고등학교 동창회보 제37호

● 2015 동문 골프대회 이모저모

2015 동문 골프대회
2015년 6월 15일(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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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3차 기능탑제전 이모저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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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부기 ‘참여속에 하나로 하나되어 미래로’

자랑스런 동문 선후배님 그리고 동문 가족 여러분 반갑습니다.

2015년 동문 친목 도모와 선후배간 화합의 장인 제43차 기능탑제

전 추진위원장을 맡은 21회 동기회장 최진권입니다.

기능탑제전은 동문 선배님들께서 물려주신 유산과도 같은 ‘자랑스

런 부산기공인 동문 문화 축제의 장’입니다. 기능탑 제전을 주관하

는 저희 21회는 축제를 준비하는 동안 선후배간, 동기간의 끈끈한

정과 ‘나는 부산기공인임을 자부한다’는 자부심을 더욱 키우는 계

기가 되었습니다. 동기 및 동문 여러분의 물심양면 협조와 아낌없

는 지원으로 큰 잔치상을 준비할 수 있었습니다. 총동창회와 지역별, 기수별 회장님의 찬조금과

상품을 보내주신 선후배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부상(扶桑)을 바라보며 우뚝 솟은 이 곳 탐구의 전당’에서 펼쳐지는 제43차 기능탑제전은 동문

선후배님과 함께 오신 동문가족 모두가 하나되는 즐거운 시간이 되었습니다.

2015년 10월 18일

제43차 기능탑제전 추진위원장최 진 권 

제43차 기능탑제전
2015년 10월 18일(토) 모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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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3차 기능탑제전 이모저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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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탑축제에오신것을

진심으로환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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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속에 

하나로!

하나되어 

미래로!



● 제43차 기능탑제전 이모저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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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문화합의

축제마당

‘기능탑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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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랑스런 부산기공인 

동문 문화 ‘축제의 장’



● 26회 동기회 홈커밍데이 이모저모

24 국립부산기계공업고등학교 동창회보 제37호

26회 동기회 
홈커밍데이
2015년 10월 17일(토) 모교

26회의 하나됨을 
이루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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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회 동기회 졸업 30주년 이모저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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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회 동기회 
졸업 30주년
2015년 4월 26일(월)

16회 동기회(회장 양재원)는 9월 5일~6일 경주 코모도 호텔에서 이중순 교장

선생님과 이용재 동창회장, 학창시절 은사님 10분을 모시고 졸업30주년 기념

행사를 가졌다. 1년간 준비한 만큼 졸업생 155명, 가족 140명이 참석하여 멋

지고 행복한 1박 2일 행사를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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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회 동기회 졸업 40주년 이모저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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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회 동기회 
졸업 40주년
2015년 10월 17일(토)

6회 동기회(회장 박광훈)는 10월 17일(토) 오후 6시에 졸업

40주년 기념행사를 해운대 그린나래호텔에서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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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교50년 기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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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문등산대회
01

개교50년 기념 상징 扶桑塔 제막식
02

개교50년 기념식 및 공연 
03

전시회 및 문화행사
04

50년사 출판기념회
05

개교50년 기념사업

일시 2016년 4월 24일(일) 오전 10시~오후 12시

장소 해운대 장산

일시 2016년 4월 24일(일) 오전 11시 30분

장소 모교 도서관 앞

일시 2016년 4월 24일(일) 오후 2시~4시

장소 모교 실내체육관 및 모교 일원

일시 2016년 4월 23(토)~24일(일) 오전 9시~오후 5시

장소 교내 일원 

일시 2016년 5월 20일(금) 오후 6시

장소 해운대 누리마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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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문
등산대회

기념식 및 공연

전시회, 
문화행사

50년사
출판기념회

扶桑塔 
제막식

4월 24일(일)10시
해운대 장산

5월 20일(금)18시
해운대 누리마루

4월 24일(일)
모교 도서관 앞

4월 24일(일) 14시
모교 체육관

4월 23~24일
모교 일원



● 2015 자랑스런기공인상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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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자랑스런기공인상 
수상자 기술부문 이 철(9회)

동창회와 산업발전 그리고 사회에 기여한 동문을 찾아

격려함으로써, 동문으로서의 자긍심을 높이자는 취지로

2003년 제정된 자랑스런기공인상은 벌써 13년째를 맡고

있다. 2015 자랑스런기공인상(기술부문)에 선정된 이철

(9회) 동문을 만나보았다.

우선 2015 자랑스런기공인상(기술부문)에 당선되었

음을 축하드리며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동문사업가분들 중에는 너무나 훌륭한 분들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많이 부족한 제가 분에 넘치는 영광을 안게 되

어 기쁨 보다는 송구한 마음이 많습니다. 

기공인으로서 학교를 졸업하고 지금까지 기계 산업에 종

사해 왔고 인쇄, 포장부문에서 기계를 개발하고 수출해

온 저로서는 그 어떤 상보다 의미가 크다고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의 에이스기계(주)를 1993년 설립한 것으로 돼

있는데 그 당시 창업을 하게 된 배경은 무엇인가요?

실습을 나갔던 현대자동차를 퇴사하고 내가 할 수 있는

나의 것을 가져보자는 한 가지 일념으로 여러 가지 산업

부분을 경험하다 장치 산업인 인쇄, 포장산업에서 기계

를 수입해서 판매하는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학교

에서 배운 전공지식과 개인적으로 공부한 마케팅 관련 지

식을 총 동원하여 당시엔 생소한 엔지니어링 세일을 함으

로써 30세의 젊은 나이에 전국 톱이 되었고, 일반 근로자

의 10배에 가까운 소득을 올렸으나 가슴 한구석에 외화

유출이라는 큰 부담을 안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당시 전

량 수입되던 관련 기계를 국산화하고 나아가 수출을 해야

한다는 일종의 사명감을 가지고 창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포장용 종이상자 제작의 BOX 자동접착기 등 산업자

동화 기계를 생산하는 업체로 21년간 유수한 해외

업체들과의 경쟁을 이겨내고 선진국 시장에 수출하

고 있으며 내수 70%를 점유하고 있는 히든 챔피언

기업으로 성장시킨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그 과정에

서 들려주고 싶은 말씀은 무엇인가요?

에이스기계(주)는 창업 목적이 ‘미국에 수출할 수 있는 회

사를 만들자’는 것입니다 당시에도 미국은 꿈의 나라였

고 세계를 지배하는 나라이며 세계 최고의 시장이었습니

다.  ‘미국에 팔 수 있으면 세계 어디든지 팔 수 있다’는 생

각으로 기계를 개발하면서 많은 시행착오와 도전을 거듭

하면서 창업 3년 만에 스위스, 독일, 미국 제품들과 경쟁

을 하는 위치에 설 수 있었고 지금은 품질 면에서 대등하

거나 부분적으로는 앞서는 기계제품을 수출하고 있습니

다. 결국 미국의 파트너는 21년간 바뀌지 않고 좋은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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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유지하고 있고 친구처럼 지내고 있습니다. 이제 스마

트팩토리 시대가 오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가 제작하는

기계에 필요한 요소들 중에서 전기, 전자, IT 부문이 40%

를 넘고 있습니다. 스마트시대는 웨어러블이 추가되어야

하고 당연히 스마트팩토리에 맞는 기계가 만들어져야 합

니다. 최근엔 이런 과제를 선행하면서 미래 시장에 대비

하고 있습니다.

졸업 후 지금까지 걸어온 길은 어떠했으며 삶의 좌우

명으로 여기는 것은 무엇인지요?

졸업 후에 거대한 기계에 하나의 톱니바퀴가 되는 것이

싫어서 병력특혜도 포기하고 포니를 출시하여 잘 나가던

현대자동차를 뛰쳐나와 현역으로 병역의무를 마치고 나

니 너무나 막연한 현실에서 어려운 젊은 시절도 있었지

만 군에서 배운 ‘안 되면 되게 하라’는 해병대의 가르침이

가장 큰 힘이 되었고 대학을 못 나왔기 때문에 핸디캡 극

복을 위한 종로 교보문고에서의 독학이 많은 도움이 되

었습니다. 또한 항상 ‘나는 자랑스러운 국립부산기계공고

출신이다’는 자부심이 기술에서 지는 것을 용납 못하고

자신을 채찍질 하게 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남다른 동문애로 재경동문회 고양파주 지부장과 9회

동기회 회장직을 맡아 성실과 봉사정신으로 재경동

문회와 동기회 발전에 초석을 다졌고 특히 재경동문

회 기금 조성에 기여한 바 크다고 들었는데 어떤 마

음으로 참여했나요?

하고 있는 사업이 그렇게 시간적 여유가 많지 않기 때문

에 동문을 위한 일을 열심히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열일

제쳐두고 열심히 봉사하시는 지금의 이성순 재경회장님

과 역대 회장님 그리고 동문님들께 항상 미안한 마음입

니다. 그 미안한 마음 때문에 그렇습니다^̂ ;

학창시절의 당선자는 어떠했는지요?

학창시절로 돌아가니 갑자기 마음이 즐겁습니다.

실습 제일 잘하는 평범하게 착한 그런 학생이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당시 기계과 내 10명 정도의 특수기계과 학

생이었으니까 공부는 그런대로 하는 편이었고, 특활생으

로 뽑혔지만 특활하기 싫어서 기숙사를 탈출하여 특수기

계과 선생님께 혼났던 일도 있었고...김기태 담임선생님,

조약래 실습선생님 죄송합니다^̂ ;

그렇지만 너무 가난해서 복싱을 해서 돈을 벌 생각에 밤

늦게 도장에 다녔던 일과 기숙사에서 친구들과 복싱하다

사감 선생님께 발각되어 혼났던 일,  아무리 먹어도 배고

픈 시절이라 식사 때 마다 두 번씩 배식을 받아먹었던 그

런 학생이었습니다. 

끝으로 동문과 동창회에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와 우리 동문님들은 조국근대화의 기수라고 자부합니다!

그 어려웠던 시절을 회상해보면 친구들이 지금의 대기업

에 나가서 공장을 짓고 일을 하는 모습을 봐왔고 그렇게

일한 결과 그 회사들이 글로벌기업으로 성장하면서 나라

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자랑스럽습니다! 쑥쑥

성장할 시기에 발은 자라는데 돈이 없어 신발을 자주 못

바꿔 신어서 발가락이 못 생긴 우리 동문들이 정말 자랑

스럽습니다! 실습시간에 사용했던 버니어켈리퍼스의 시

리얼넘버를 아직도 외우고 있는 우리가 자랑스럽습니다!

지금 이 순간 어렵고 힘든 동문님들도 계시겠지만 우리

는 조국근대화의 기수였고 그 전통을 이어가면서 어려움

을 극복해 나가셨으면 합니다.



● 동창회 소식

34 국립부산기계공업고등학교 동창회보 제37호

동창회 소식

모교 50년사 편찬 감수위원회 개최 개교 50년을 준비하는 동창회와 모

교는 2016년 3월 11일 개교50년을

맞아 「국립부산기계공업고등학교

50년사」를 편찬하기로 합의하고 50

년사 발간 MOU를 체결하고 2016

년 4월 50년사 발간을 목표로 준비

해 오고 있다. 각 동기회와 지역동문

회를 통해 원고와 추억의 사진 등을

수집하고 있으며 모교와 동창회 역

사가 알차게 기록될 이번 자료는 우

리의 자긍심을 높이는 기회가 될 것

으로 보인다. 

사실에 입각한 정확한 기록을 위해

동창회는 7월 7일 1차 감수회의를

열고 감수위원장에 제6대 강선보 교

장선생님을 위촉하였고, 감수위원

에 1회 어재선 (제5대 동창회장 역

임), 6회 이진평(현 부산자동차고 교

감), 8회 김문현(현 모교 역사자료

실) 동문을 위촉하였다. 7월 21일 오

후 5시에 2차 감수회의를 교토일식

에서 개최하였다. 8월 31일 12시에

해운사계에서 3차 감수회의를 개최

했고 모교 이중순 교장 선생님이 참

석하여 모교 부분에 대한 감수를 진

행하였고, 4차 감수회의는 11월 10

일 1차 가제본을 가지고 해운대 동

백섬 횟집에서 진행하였다.

2015 동문명부 발행 및 배포

2002년 동문명부 발행 이후 최근 도

로명 주소 전환과 잦은 정보 변경 등

으로 인해 정확한 정보 확인 작업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이를 위해 제

35대 동창회는 동문 커뮤니티 활성

화의 일환으로 동문명부 발행 계획

을 세웠고 4월에 전 동문을 대상으

로 주소 확인 작업을 시작하였다. 동

문명부는 1회부터 47회까지 기재되

어 있으며 본책과 [직장·지역·직

능별 명부] 2권으로 발행하였다. 개

인별 프로필 확인 및 각 동기회의 교

정 후 10월 중순 발행하여 구입을 희

망하는 동문에게 발송하였다. 이번

동문명부 발행을 계기로 동문 간 활

발한 교류와 결속과 화합을 다지는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보인다.

개교50년 기념사업 추진
1967년 개교 이후 현재까지 28,000

여 동문이 교문을 나섰고 각계각층

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며 자랑스

러운 부산기공인으로서의 역량을

펼치며 생활하고 있다. 2016년 3월

11일 제50회 신입생이 입학하면 명

실공히 50년 역사를 자랑하게 된다.

이에 동창회와 모교는 지나간 역사

를 반추하고 앞으로 다가올 100년

을 준비하는 출발점으로 삼기 위하

여 개교50년 기념사업을 기획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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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장단회의의 승인을 거쳐 추진하

고 있다. 그 첫 삽으로 동문명부를

발간하여 10월 말 1차 배포하였으

며, 매년 개최해오고 있는 동문등산

대회를 내년에는 개교50년 기념행

사와 함께 진행할 예정이며, 4월 24

일 해운대 장산에서 동문과 가족 및

재학생과 함께하는 대규모 기념행

사를 개최하기로 했다. 또한 4월 24

일 개교기념 행사와 작품 전시회 등

다양한 행사를 기획하고 있다.  

개교50년 기념 상징탑 복원 추진회의

개교50년 기념 상징탑으로 1982년

태풍의 위험으로 안전문제로 철거

되었던 현재의 도서관 앞에 위치해

있던 아치를 복원하는 계획을 갖고

현재 기본설계와 기초설계를 마치

고 구조설계 단계에 들어갔다. 완벽

의 뜻인 100을 상징하는 현재의 도

서관 앞 아치는 20만 개의 쇠파이프

토막을 연결하면서 1.5톤의 용접봉

과 시멘트 120포가 소요되어 1972

년 9월에 건립되어 1982년 그 생명

을 다하여 철거되었다. 전 동문의 사

랑을 받아 온 ‘완벽의 100’상징탑 복

원을 위한 3차 회의가 개최되었다.

이번에 복원할 때는 조명등을 설치

해 야간에 모교 학생들이 기숙사에

서 탑을 바라보며 미래의 꿈을 키우

는 장치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후 동창회와 모교는 기념 상징탑

의 이름을 공모하기로 했다. 

자문위원단 간담회 개최

제35대 동창회 김태영 자문위원장

과 이용재 동창회장은 3월 30일 오

후 6시, 부산 사상의 <도피안>에서

역대 동창회장을 역임한 자문위원

들을 초청하여 1차 간담회를 개최한

이후 8월 31일 오후 6시에 도피안에

서 2차 자문위원 간담회를 개최하였

다. 이 자리에서는 내년 개교50년

행사사업 계획에 대해 자문위원들

의 자문을 구하고 성공적인 행사를

준비하는 자리를 가졌다. 그 외에 동

창회 주요 사업에 대한 자문과 발전

적 토론을 하는 시간을 가졌다.

제3차 확대회장단회의 개최

4월 3일 제3차 확대회장단회의가 파

라곤 호텔에서 산하동문회 회장단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되었

다. 이날 회의는 4월 24일 거제 계룡

산에서 개최되는 동문등산대회를 앞

두고 전체적인 진행상황 점검과 많

은 동문 가족이 참여하는 성공적인

개최를 위한 열띤 토론이 이어졌다. 

제4차 회장단회의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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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19일(화) 제4차 회장단회의가

파라곤 호텔에서 회장단 약 30여 명

이 참석한 가운데 있었다. 이날 회의

안건은 2015 동창회장배 동문등산

대회 결산의 건과 6월 15일 개최되

는 2015 동창회장배 동문골프대회

개최의 건이었다. 올해 동문골프대

회는 메르스 여파로 일정대로 진행

할 지 여부에 대한 열띤 토의가 이어

졌고 동문가족의 건강을 위한 대비

책을 마련한 다음 일정대로 진행하

기로 의결하였다.

제5차 회장단회의 개최

7월 7일(화) 제5차 회장단회의가 모

교 중회의실에서 개최되었다. 안건

은 동문골프대회 결산의 건과  50년

사 편찬 진행상황 보고의 건, 동문명

부 편찬 진행상황 보고의 건 및 모교

상징탑 복원사업 보고의 건이었다. 

제6차 확대회장단회의 개최

9월 9일 오후 6시에 확대회장단회

의가 파라곤호텔 그랑프리홀에서

개최되었다. 10월 18일 제43차 기

능탑제전을 앞두고 추진기수 21회

(동기회장, 최진권) 행사준비 상황

보고가 있었고 행사프로그램 및 동

문들의 이동 동선 등에 대한 토의가

이어졌다. 또한 내년 개교 50년 행

사를 앞두고 진행 예정인 사업에 대

한 설명이 있었다.

제7차 회장단회의 개최

10월 17일(토) 오후 4시부터 제7차

회장단회의가 동창회사무국에서 개

최되었다. 안건은 제43차 기능탑제

전 추진 최종 점검 및 (재)박정희대

통령기념재단 방문에 따른 후원금

책정 등에 관한 토의가 있었다.

동창회-동문장학재단 
기금통합 TF회의

7월 10일(금) 오후 7시부터 부산 사

상 소재 <미조리초밥>에서 동창회

관 건립기금과 동문장학재단 기금

통합에 대한 회의가 있었다. 동창회

와 동문장학재단에서 모두 8명의

TF팀이 구성되었고 기금 통합에 대

한 배경 설명과 법적인 검토 등에 대

한 논의가 있었다. 차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회의에서 신중하게

검토하기로 했다.

이용재 동창회장 모교 특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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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재 동창회장은 4월 10일(금) 모

교 해송문화홀에서 재학생 대상으

로 특강을 개최했다. 학창시절의 이

야기와 사업초기의 어려움, 그리고

동창회장으로서 느끼는 소회 등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또한 동

창회의 역할과 주요 활동을 알리고

사회에 진출했을 때 동문 선배들이

든든한 울타리가 되어 줄 것이며 언

제든지 서로 교류하고 동문의 정을

느낄 수 있도록 서로 서로 챙기는 사

이가 될 것을 당부했다. 

스승의 날 기념 선물
스승의 날을 맞이하여 동창회에서는

교사와 직원에게 감사의 마음을 담

아 소정의 선물을 제공하였다. 이에

앞서 개교기념일에는 축하의 의미로

모교 학생들에게 떡을 선물하였다.

3학년 학생 도장 선물
동창회는 취업을 앞둔 3학년 학생들

에게 졸업 후 동창회와의 관계를 긴

밀하게 하는 취지로 동창회 입회와

동시에 도장을 선물하였다. 졸업과

동시에 사회에 첫발을 내딛는 사회

인으로서 주인공이 되는 학생들에

게 본인 소유의 도장을 선물하는 의

미도 있다. 입회비는 동창회관 건립

기금으로 적립된다.

자랑스런기공인상 선정
심사위원회 개최

사회의 다양한 분야에서 사회발전

과 국가 산업발전에 기여한 동문을

찾아 격려함으로써 국립 부산기계

공업고등학교 동문으로서의 자긍심

을 높이자는 취지로 2003년 자랑스

런기공인상을 제정한 이래 현재까

지 사회부문과 기술부문에서 모두

18명을 선정하였다. 올해도 동기회

와 지역동문회로부터 추천을 받아 9

월 9일 심사위원회를 개최하였다.

공정한 심사를 위해 심사위원회 개

최 전 사전 자료를 배포하여 충분한

검토의 시간을 가졌고 심사 당일 기

준에 따른 엄격한 심사가 있었다. 올

해는 사회부문에서는 아쉽게도 대

상자가 선정되지 않았고, 기술부문

에서 9회 이철 동문이 선정되었다.

자랑스런기공인상 수상자는 10월

18일 제43차 기능탑제전에서 시상

식을 개최할 예정이다. 수상자에게

는 금1냥이 부상으로 주어진다. 동

창회와 모교를 위한 일에도 앞장서

참여할 것으로 보인다.

2015 동창회장배 
동문등산대회 개최

4월 24일(일) 10시부터 거제시 계룡

산에서 개최된 「2015 동창회장배 동

문등산대회」는 약 1,000여 명의 동

문 및 가족이 참가한 가운데 화창한

날씨 속에 개최되었다. 산과 바다가

조화롭게 어우러진 환상의 섬 거제

에서 각 지역동문회와 동기회에서

21대의 버스를 나누어 타고 거제지

역 동문들의 열렬한 환호를 받으며

집결지에 도착하였고 선·후배 간

인사와 안부를 묻는 풍경이 마치 학

창시절 소풍가는 날의 설레임을 느

낄 수 있었다. 거제 지역에는 대우조

선해양동문회(회장, 12회 장병하),

삼성중공업 동문회(19회 김성도),

한울회(회장, 14회 심태명) 등 3개

의 동문회가 결성되어 동문화합을

다지고 있다. 거제동문회에서 준비

한 다양한 해산물과 먹을거리를 가

운데 두고 동기회별로 모여 앉아 즐

거운 시간을 가졌다. 

이어진 시상식에는 부산동문회가

최다 참가 인원으로 우승상금 100

만 원을 받았고 10회 동기회가 최다

참가 동기회로 상금 50만원, 5회 동

기회가 원로기수 최다 참가상 수상

동기회가 되었다. 부산동문회는 전

년도에도 우승을 하여 이번에는 창

원동문회로 우승을 양보해 훈훈함

을 자아냈다.

재경동문회 14회 박광열 사무국장

의 맛깔스런 진행솜씨로 선배와 후



● 동창회 소식

38 국립부산기계공업고등학교 동창회보 제37호

동창회 소식

배가 한데 어우러져 노래자랑과 장

기자랑 무대를 빛내주어 일상의 스

트레스를 한 번에 날리는 시간을 보

냈다. 작년에 이어 올해도 모교의 학

부모와 재직동문 교사가 함께 참가

하여 동창회-모교-학부모가 하나

로 뭉쳐 더욱 의미 있었고 부산기공

인으로서의 결속을 다지는 기회가

되었다.

이번 행사를 위해 장병하 거제동문

회장을 비롯하여 대우조선해양, 삼

성중공업, 한울회 소속의 거제 동문

들이 여러 차례 사전답사와 회의를

갖는 등 소홀함이 없도록 풍성하고

다채로운 행사를 마련했고 동문 모

두가 즐거운 하루를 만끽했다. 2016

년 대회는 해운대 장산에서 개교50

년 기념으로 더욱 많은 동문 가족이

참가하는 대규모 행사를 개최할 예

정이다.

2015 동창회장배
동문골프대회 개최

6월 15일(월) 양산 통도파인이스트

CC에서는 동문과 가족 27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5 동창회장배 동

문골프대회가 개최되었다. 올 봄

예기치 않은 메르스 사태로 인해 전

국이 단체행사 취소 및 무기한 연기

등의 어수선한 상황 속에서 동문골

프대회 준비위원회는 사태의 추이

를 신중하게 지켜보면서 차분하게

준비를 이어갔고, 동문가족의 건강

을 책임져야 하는 동창회는 상황에

따라 연기 또는 취소를 결정할 수밖

에 없는 상황이었다. 이용재 동창

회장은 4차 회장단회의에서 최종적

으로 예정대로 행사를 진행하기로

결정하고 막바지 준비를 했다. 대

규모 취소사태를 우려하였으나 예

상과 달리 취소한 동문은 많지 않았

고 오히려 작년보다 많은 인원이 참

가하여 행사가 성황리에 끝났다. 1

회용 마스크와 손소독제를 찬조한

동문 덕분에 각 참가자 모두에게 2

개씩의 위생마스크를 제공하여 참

가한 동문과 가족 모두 개인위생 관

리를 철저히 할 수 있었다. 또한 본

행사를 위해서 통도CC 측에서도

각별히 신경을 쓰는 등 세심한 배려

를 아끼지 않았고 모두가 철저히 대

비한 결과 행사를 무리 없이 잘 마

무리할 수 있었다. 

이번 대회 성적은 동기회 대항전에

서 12회 동기회가 작년에 이어 우

승을, 9회 동기회가 준우승, 8회 동

기회가 3위를 차지하였다. 또한 부

기회 대항전에서는 재경부기회가

730타로 압도적인 우승을 차지하

였고, 창원부기회가 760타로 그 뒤

를 이었으며 부산부기회가 776타

로 아쉬운 3위를 차지했다. 

동문 개인전에서는 12회 김준태 동

문이 우승, 8회 정재송 동문이 메달

리스트, 22회 윤명권 동문이 준우

승, 23회 배식한 동문이 3위를 차지

하였다. 10회 이중효 동문이 3m로

남코스 니어리스트로, 10회 정학종

동문이 4m 29cm로 북코스 니어리

스트를 차지했다. 15회 김도형 동

문이 270m로 남코스 롱기스트, 17

회 김평국 동문이 역시 270m로 북

코스 롱기스트로 각각 선정되었다.

동문 가족전에는 9회 황병득 동문

가족 임미자 님이 우승을 차지했고,

메달리스트는 15회 정종길 동문 가

족 박미숙 님, 준우승 17회 김만성

동문가족 이미선 님, 3위는 9회 이

진두 동문가족 이정옥 님이 각각 차

지했다. 동문가족전 니어리스트에

10회 안장원 동문가족 김윤희 님이

3m 95cm, 15회 김명수 동문가족

이승미 님이 205m로 롱기스트에

올랐다. 

이용재 동창회장은 대회사를 통해

메르스라는 악재가 있어도 큰 동요

없이 행사에 참가하신 동문과 가족

께 감사를 피력하였고, 어려운 상

황에서 끝까지 대회를 준비하여 추

진한 박봉경 골프대회 집행위원장

과 집행부에게도 감사를 전했다.

대회 집행위원회는 행사 수익금 중

500만 원을 동창회관 건립기금으

로, 300만원을 도움이 필요한 동문

에게 지원하기로 하고 300만원은

동문장학재단에 기금으로 지원하

기로 했다.

2016년 동문골프대회는 동창회 주

관으로 창원부기회가 개최하기로

하였다.

고교동문골프최강전 개최 
부산·울산·경남 지역의 고교동

문이 겨루는 「제9회 파크랜드배

KNN 고교동문골프최강전」 예선전

이 2015년 10월 8일 부산아시아드

CC에서 치러졌다. 2014년 우승팀

으로서 모교 장학금 1천만 원을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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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장학재단을 통해 기탁하였으나,

올해는 아쉽게도 결승에 오르지 못

했다. 이용재 동창회장은 바쁜 일정

을 미루고 동창회를 위해 대회에 참

가한 8회 정재송, 12회 최기열, 16

회 조충래 동문에게 감사를 전했다.

제43차 기능탑제전 개최
10월 18일(토) 오전 9시부터 21회 동

기회가 주관하고 동창회 주최한  제

43차 기능탑제전이 모교 일원에서

개최되었다. 맑고 화창한 가을 날씨

에 천 여 명의 동문과 가족은 동문화

합 축제의 장인 모교로 모여 들었고

족구와 풋살 등 운동경기와 노래자

랑, 레크레이션 등 다채로운 행사가

펼쳐졌다. 21회 최진권 제43차 기능

탑제전 추진위원장은 ‘동문 선배들

께서 물려주신 유산과도 같은 자랑

스런 부산기공인 동문 문화 축제의

장’을 준비하면서 선·후배 간, 동기

간의 끈끈한 정과 부산기공인으로서

의 자부심을 더욱 키우는 계기가 되

었다고 소감을 피력했다. 이용재 동

창회장은 행사를 추진하기 위해 수

고한 최진권 추진위원장과 집행부에

게 감사를 전했다. 또한 넓고 쾌적한

환경인 모교에서 체육행사와 문화행

사를 즐길 수 있도록 배려하신 모교

이중순 교장선생님과 재직 동문 선

생님께도 감사를 전하고 행사에 참

가하여 함께해준 동문과 동문 가족

들께도 감사함을 표했다.

금번 기능탑제전에는 선임기수 동

문들이 많이 참석하여 훈훈한 모습

을 보여주었다. 또한 2부 공식행사

를 마친 후 이어진 축하 공연에는

기존의 외부 초청가수에 치중하지

않고 동문과 가족이 직접 마련한 무

대로 흥겨움이 배가되어 즐겁고 행

복한 시간을 보냈다. 

(재)朴正熙 대통령 기념관 방문

제35대 동창회 회장단과 재경동문

회 임원 30여명은 2015년 11월13

일 朴正熙대통령기념관(서울 마포

구 월드컵로 386）을 방문했다. 동

창회는 개교 50년을 앞두고 본교

설립을 지시했던 朴正熙 대통령의

뜻과 업적을 되새기고 다가올 100

년을 준비하는 시발점을 마련하려

는 의도로 이번 견학을 기획했다．

이용재 동창회장은 “朴正熙 대통령

은 우리학교의 설립자나 다름없는

분이다. 개교를 지시했고 5차례나

방문해 격려하는 등 각별한 관심과

사랑을 보내줬다. 우리 동문들이 70

년대 輸出韓國의 성공신화를 쓴 主

役으로 産業現場에서 제 역할을 하

고 있는 것은 朴正熙 대통령의 수출

주도형 경제정책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고 방문 이유를 밝혔다．

기념관에는 조국근대화에 일생을

바친 朴 대통령이 국민과 더불어 이

룩한 치적과 위대한 지도자를 추모

하는 국민의 염원, 새 역사 창조를

이룩한 기록 등이 전시되어 있다．

회장단은 서일호 기념관 사무처장

의 안내로 전시실의 다양한 사진，

영상물, 기록 등을 1시간에 걸쳐 4

개의 전시실을 둘러봤다. 특히 기

념관 측이 발간한  대통령 업적 소

개책자에 본교 방문사진이 실려 있

는 것을 보고 모두 감격스러워 했

다. 책자에는 朴 대통령이 본교를

방문해 실습실에서 전천수 교장선

생님으로부터 설명을 듣고 있는 사

진이 실려 있고, ‘기술인력 양성을

위해 부산한독기계공고를 순시하

고 있다’고 설명을 곁들이고 있다．

이성순(9회）재경동문회장은 “가난했

던 조국을 선진국가 대열로 이끈 朴

대통령의 열정에  다시 한번 머리를

숙이게 되었고, 조국근대화에 일익

을 담당한 동문으로서 자부심과 자

긍심을 더욱 갖게 됐다.”고 말했다．

동창회에서는 제7차 회장단회의의

의결로 기념재단에 1천 만 원의 후

원금을 동문의 뜻을 담아 후원하기

로 의결하고 이날 전달식을 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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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장·감사 추천위원회

2016년 제36대 동창회를 이끌어

갈 회장과 감사를 추천하는 추천위

원회가 김태영 추천위원회 위원장

주재로 12월 2일 5시, 파라곤호텔

에서 자문위원단, 동창회장단 및

산하동문회 회장단이 참석한 가운

데 진행되었다. 추천위원회는 차기

동창회장에 현 이용재 동창회장을

추천하기로 만장일치로 합의 하였

고, 감사에는 현 김재문 감사와 조

성한 자문위원(제31대 동창회장 역

임)을 추천하였다. 추천된 후보는

제40차 임시총회에서 선출한다.

제40차 임시총회 개최

12월 2일 제40차 임시총회가 파라

곤호텔에서 6시부터 자문위원단,

동창회장단, 산하동문회장단이 참

석한 가운데 개최되었다. 이날 안

건은 제36대 동창회장 및 감사 선

출의 건, 회칙개정의 건이었다.

2016년 제36대 동창회를 이끌어갈

동창회장에는 추천위원회에서 추

천된 12회 이용재 현 동창회장이,

감사에는 9회 김재문, 현 동창회 감

사와  조성한 (제31대 동창회장 역

임) 자문위원이 참여한 동문들의 뜨

거운 박수와 함께 만장일치로 선출

되었다. 추천위원회는 이용재 동창

회장이 열정과 헌신적인 노력으로

제35대 동창회를 잘 이끌어왔고,

내년 개교 50년 기념행사의 성공적

인 준비와 개최를 위해 한 해 더 봉

사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또한 추

천된 김재문, 조성한 감사는 오랜

기간 동창회 발전에 많은 애정과 열

정이 있는 분으로 흔쾌히 수락하여

선출되었다. 이용재 동창회장은 차

기 동창회 수석부회장으로 12회 홍

병호 동문을 추천하였고 이를 수락

하여 차기 수석부회장으로 내정되

었다. 제36대 동창회장 취임식과

정기총회는 2016년 1월 23일(토)

오후5시 파라곤호텔 그랑프리홀에

서 개최될 예정이다.

자매학교 히로시마 공고 방문 후기

11월 16일~19일 모교와 자매학교

인 히로시마공고를 이용재 동창회

장님, 이중순교장선생님, 조선자

학부모회장님, 유영애 학부모 차기

회장님, 최병헌 담당부장선생님,

이정관 담당선생님, 김소영 전기전

자선생님, 홈스테이 학생 12명과

함께 방문하여 양교 15주년의 뜻깊

은 행사를 가졌다. 히로시마공고는

118년의 전통 있는 학교로 3만 5천

명의 졸업생, 900명의 재학생이 수

학하고 있다. 토목과, 건축과, 기계

과, 전기과, 화공과로 구성되어 있

고, 야구부, 궁도, 유도를 비롯한 다

양한 예체능 취미생활을 하고 있었

다. 체육관에서 북을 치며 교가를

부르는 모습은 전쟁터에 나가는 병

동창회 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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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처럼 진지하고 우렁찼으며 여학

생도 몇 명 보였다. 내년 우리 모교

50년 기념행사에 동창회장님과 교

장선생님께 참석을 부탁하였고, 우

리는 2017년 히로시마공고 120주

년 행사에 답방해야 할 것 같다. 동

창회장 85세, 사무국장 77세 등 노

장들의 투혼과 히로시마현의 적극

적 지원으로 100% 취업이 되며

90%가 현내에 근무하고 있다고 한

다. 함께 간 우리 모교의 후배 학생

들도 함께 실습하는 모습이 진지해

보였으며, 이번에 동기부여와 좋은

경험이 되어 훌륭한 마이스터가 될

것으로 생각된다. 글로벌 활동으로

세계화에 대응하며, 벤치마킹과 혁

신적 변화 등을 통해 학생의 성장과

모교 발전을 위해 애쓰는 교장 선생

님과 학교 측에 감사 드린다.

(글 : 김주일 50년사 - 동문명부 담

당선임부회장)

동문자녀장학금 수여식 동문장학재단(이사장 2회 김광환)

은 12월 14일(월) 18시 부산 파라곤

호텔에서 동문자녀장학금 수여식

을 개최하였다. 각 동기회장과 지

역동문회장, 직장동문회장, 고액기

부자 등으로부터 동문자녀로서 성

적이 우수하거나 생활환경이 어려

운 동문 가족의 추천을 받아 공정한

심사를 하여 모두 14명의 동문 가

족을 선발하였고 1,500만 원의 장

학금을 수여하였다. 앞서 동문장학

재단은 올해 모교 입학성적 우수 장

학생 8명에게도 1,500만원의 장학

금을 수여한 바 있다. “사람을 키우

며, 사랑을 나누며, 더불어 함께하

는 아름다운 동문”이라는 설립이념

에 따라 매년 동문자녀와 모교에 장

학금을 전달하고 있다. 동창회에서

도 작년에 이어 올해도 1천 만원을

장학기금으로 기탁하였다.  

| 장학기금기탁 계좌 |
부산은행 056-13-001553-1 

예금주 : (재)부산기계공업고등학교

동문장학회 김광환

박동활 (17회, 동기회장)

지점장 / 리스사업부

50948 경남 김해시 구지로 26, 성보빌딩 701호 (내동)
TEL. 055-901-2048 FAX. 0505-021-8068
Mobile. 010-3871-8898
E-mail. dong056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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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NG생명보험(주)
47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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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문님의 가업승계 플랜, 상속증여 플랜 기업의 절세 플랜을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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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대 동창회장단 동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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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차) 2015년 3월 30일(월) 도피안
제3차 확대회장단회의 2015년 4월 3일(금) 파라곤호텔
부산동문회 정기총회 2015년 4월 3일(금) 파라곤호텔
동창회장 모교 특강 2015년 4월 10일(금) 모교 해송문화홀
50년사 편찬 사전회의 2015년 4월 22일(수) 부산, 미진횟집
2015 동창회장배 동문등산대회 2015년 4월 26일(일) 거제시, 계룡산
동문골프대회 준비 회의 2015년 4월 29일(수)
재경동문회 한마음체육회 2015년 5월 5일(화) 안양천 축구장
13회 동기회장배 골프대회 및 단합대회 2015년 5월 16~17일(일) 양산통도CC,청소년수련원
24회 동기회 체육대회 2015년 5월 17일(일) 모교 체육관
19회 동기회 체육대회 2015년 5월 17일(일) 울산 무거초 체육관
제4차 회장단회의 2015년 5월 19일(화) 파라곤호텔
중국동문회 제7회 골프대회 2015년 5월 23~24일(일) 천진, 북경
대한항공동문회 춘계행사 2015년 5월 29일(금) 장유
부산동문회 체육대회 2015년 5월 30일(토) 모교, 체육관
10회 동기회 동창문집 ‘해운대’ 출판기념회 2015년 5월 30일(토) 모교, 도서관
창원동문회 체육대회 2015년 5월 31일(일) 창원동읍 실내체육관
동문골프대회 추진위원회의 2015년 6월 5일(금) 가야CC
20회 동기회 한마음체육대회 2015년 6월 14일(일) 진영체육센터
2015 동창회장배 동문골프대회 2015년 6월 15일(월) 통도CC
모교 상징탑 복원 현장조사 2015년 6월 30일(화) 모교 
50년사 편찬 감수위원회 (1차) 2015년 7월 7일(화) 동창회 사무국
제5차 회장단회의 2015년 7월 7일(화) 모교 중회의실
동창회-장학재단 기금통합 TF회의 (1차) 2015년 7월 10일(금) 부산, 미조리초밥
17회 동기회장배 골프대회 2015년 7월 11일(토) 밀양 리더스CC

행사명 날 짜 장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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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사명 날 짜 장 소
김해동문회 호프데이 2015년 7월 15일(수) 김해, 연필과지우개
50년사 편찬 감수위원회 (2차) 2015년 7월 21일(화) 부산, 교토일식
11회 동기회 정기총회 및 졸업35주년 2015년 8월 15~16일(일) 모교, 기숙사 일원
8회 동기회장배 골프대회 2015년 8월 29~29일(일) 충주 킹스데일CC
50년사 편찬 감수위원회 (3차) 2015년 8월 31일(월) 부산, 해운사계
선임부회장단 회의 2015년 8월 31일(월) 부산, 도피안
자문위원단 간담회 (2차) 2015년 8월 31일(월) 부산, 도피안
16회 동기회 졸업30주년 2015년 9월 5일(토) 경주, 코모도호텔
자랑스런기공인상 심사위원회 2015년 9월 9일(수) 부산, 파라곤호텔
6차 확대회장단회의 2015년 9월 9일(수) 부산, 파라곤호텔
부산동문회 사무실 개소식 및 현판식 2015년 9월 19일(토) 지백빌딩
전국기능경기대회 모교 선수단 발대식 2015년 10월 2일(금) 해운대 비봉상황삼계탕
전국기능경기대회 모교 선수단 환영식 2015년 10월 5일(월) 울산, 원터가든
KNN 고교동문골프 최강전 예선전 2015년 10월 8일(목) 부산, 아시아드CC
제43차 기능탑제전 사전점검회의 2015년 10월 13일(화) 모교, 중회의실
모교 기능축전 2015년 10월 16일(금) 모교
제7차 회장단회의 2015년 10월 17일(토) 동창회사무국
26회 동기회 홈커밍데이 2015년 10월 17일(토) 모교 체육관
6회 동기회 졸업40주년 기념행사 2015년 10월 17일(토) 해운대, 그린나래호텔
21회 동기회 졸업25주년 기념행사 2015년 10월 17일(토) 해운대, 글로리콘도
제43차 기능탑제전 2015년 10월 18일(일) 모교 일원
15회 동기회 체육대회 2015년 11월 1일(일) 모교 체육관
모교50년사 편찬 4차 감수회의 2015년 11월 10일(화) 해운대, 동백섬횟집
(재)박정희대통령기념관 방문 2015년 11월 13일(금) 서울, 상암동
자매학교 일본 히로시마공고 방문 2015년 11월 16~17일(화) 일본, 히로시마공고
12회 동기회장배 골프대회 2015년 11월 21일(토) 창녕 CC
솔밭모임 (모교 전·현직 교사 모임) 2015년 11월 25일(수) 해운대 더파티 센텀점
회장·감사 추천위원회 2015년 12월 2일(수) 파라곤호텔 사파이어홀
제40차 임시총회 2015년 12월 2일(수) 파라곤호텔 사파이어홀
부산동문회 송년의 밤 2015년 12월 4일(목) 서면 골든뷰뷔페 컨벤션홀
10회 동기회 회장 이·취임식 2015년 12월 5일(토) 사상 르네상스호텔 대연회실
21회 동기회 회장 이·취임식 2015년 12월 5일(토) 사상 늘봄가든
대전동문회 정기총회 및 송년의 밤 2015년 12월 8일(화) 샹젤리제웨딩홀
울산시내분회 송년회 2015년 12월 8일(화) 울산 롯데호텔 제이드룸
창원동문회 정기총회 및 송년의 밤 2015년 12월 9일(수) 창원 리베라컨벤션
15회 동기회 정기총회 2015년 12월 12일(토) 엄궁 플라밍고호텔
동문장학재단 동문자녀장학금수여식 2015년 12월 14일(월) 파라곤호텔 사파이어홀
대구동문회 정기총회 및 송년의 밤 2015년 12월 16일(수) 웨딩알리앙스 시엘B홀
삼성중공업동문회 송년의 밤 2015년 12월 18일(금) 거제하나로컨벤션웨딩홀
12회 동기회 송년회 2015년 12월 18일(금) 대한통운웨딩홀
17회 동기회 송년회 2015년 12월 19일(토) 장유 벨메종웨딩홀 대연회장
대우조선해양동문회 정기총회 2015년 12월 28일(월) 고현 웨딩블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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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기회 소식

1회 동기회
1회 동기회(회장, 오성주)는 7월 10일

(금)~11일(토) 1박 2일로 1회 동기회 모

임을 통도환타지아 콘도에서 개최했다.

2회 동기회 
[춘계 나들이]

재경 2회 동기회는 4월 18일(토)

~19일(일) 1박 2일 일정으로 동해안

춘계 나들이를 다녀왔다. 서울을 출

발해서 → 동해 → 설악동 신흥사 →

낙산사 → 속초 → 주문진 → 금강산

전망대로 돌아오는 일정이다. 

[제43차 기능탑제전 참가]
2회 동기회는 10월 17일(토) 서울에

서 출발하여 해운대에서 하룻밤을

보낸 뒤 18일 기능탑제전에 부부동

반으로 참가하였다. 

[재경 제2회 동기회 송년회]
일시 : 11월 28일(토) 18시

장소 : 고기굽는 삼촌집

(서울 중구 필동2가 34-1)

참석대상 : 재경 2회 부부동반  

6회 동기회 

[동문등산대회참가]
6회 동기회(회장, 백광훈)는 2015

년 4월 26일(일) 동문등산대회에

참가하고 거제 시민운동장에서 단

합의 시간을 보냈다. 거제 계룡산

등산과 운동장에서 이어진 공식행

사에 1,300여 명의 동문들이 참석

하여 즐거운 하루를 보냈다. 우리

동기는 열서너 명이 참석하여 그

동안의 안부를 물으며 정겨운 시간

을 가졌다. 공식행사가 끝날 때쯤

거제 친구들이 석별의 아쉬움을 줄

이기 위해서 마련한 자리에서 40

주년 행사관련 좋은 안들이 나왔

다. 저녁 식사와 부산 오는 차비를

거제친구들이 부담해서 미안하고

고맙기고 했다. 

(글 : 6회 신기찬)

[6회 졸업40주년 기념행사]

6회 동기회(회장, 백광훈)는 10월 17

일(토) 오후 7시부터 해운대 그린나래

호텔에서 졸업40주년 기념행사를 가

졌다. 졸업한 지 어언 40년이 되는 해

에 그동안 열심히 살아온 시간을 돌아

보고 동기들도 많이 찾아 안부를 전하

고, 하루쯤 일탈하는 여유와 함께 이

번 기회가 새로운 활력의 하루가 되길

바라는 마음에서 동기 임원들이 모여

행사를 진행하기로 결정하였다. 이용

재 동창회장과 35대 동창회 임원들이

참석하여 선배 기수의 졸업40주년의

뜻깊은 시간을 함께 축하하였다. 본

격적인 행사 전에 모교 기념식수동산

에 졸업40주년 기념식수를 했다.

8회 동기회 



www.bmths.org 45

8회 동기회(회장, 정재송)는 8월 29

일(토)~30일(일) 동기회장배 골프

대회를 60여 명의 동문이 참가한 가

운데 문경CC와 충주킹스데일CC에

서 개최하였다. 수상자는 우승 백한

기, 메달리스트 이재천, 니어리스트

김중곤, 롱기스트 조현술(사람과 먹

거리 대표)동문이 차지했다.

둘째날 문경 CC에서 이어진 대회에

는 하창수 동문이 홀인원하여 참석

자 전원이 홀인원 기념패를 제작 증

정하였고, 하창수 동문이 답례로 참

석자 전원에게 볼빅 골프공 한타스

증정하였다. 

이용재 동창회장이 참석하여 축하

하였고, 내년 개교50년 기념사업과

관련한 안내와 8회 동기회의 적극적

인 참여를 당부했다.

9회 동기회 

9회 동기회(회장, 황병득)는 8월 28

(토)~29일(일) 양일간 제4회 9회 동

기회장배골프대회를 창녕 힐마루 CC

에서 동기와 부인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하였다. 서울, 목포, 거제, 울산

등 전국 각지에서 참석하여 성황리에

행사가 마무리되었다. 1회 대회에 85

명, 2회 대회에 78명, 3회 77명, 금번

4회에 67명으로 해가 거듭될수록 참

석이 점점 줄어 안타까움은 있었지만

모처럼 함께 한 시간을 즐기며 보냈다.

10회 동기회 

10회 동기회(회장, 정정환)는 4월

23일(목)부터 1박 2일로 거제도에서

동기 우정의 밤 행사를 갖고 4월 24

일(금) 동창회장배 동문등산대회에

참가하여 뜻깊은 시간을 보냈다.

[동기회장 이·취임식 및 제28차
정기총회 개최]
12월 5일(토) 18시 부산 사상 르네상

스 호텔 대연회실에서 10회 동기회

장 이·취임식 및 제28차 정기총회

가 개최되었다. 지난 2년간 제14대

정정환 동기회장이 동기회의 발전을

위해 수고하셨으며 제15대 동기회

장으로서는 최동옥 동문이 선출되었

다. 신임 최동옥 동기회장은 10회 동

기회의 발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

기로 약속했으며 이어진 정기총회에

는 약 60여 명의 동기들이 참석하여

반가운 모임을 가졌다. 10회 동기회

장 이·취임식에 이용재 동창회장과

동창회 임원들이 참석하여 축하와

격려하는 뜻깊은 자리가 되었다.

11회 동기회 
[졸업35주년 기념행사]
11회 동기회(회장, 정삼모)는 8월

15일(토)~16일(일) 1박 2일 일정으

로 졸업35주년 기념행사 및 정기총

회를 모교에서 개최하였다. 정기총

회 행사 후 학창시절로 돌아가 기숙

사에서 점호와 함께 하룻밤을 보냈

다. 다음날 해운대 해변과 동백섬 산

책으로 행사를 마무리했다.

13회 동기회 
[13회 동기회장배 골프대회 및 동기
가족 단합대회]

13회 동기회(회장, 이종필)는 5월

16(토)~17일(일) 동기회장배 골프대회

및 동기가족 단합대회를 각각 통도CC

와 통도해운청소년수련원에서 개최하

였다. 이용재 동창회장이 참석하여 축

하하였고 6월에 개최예정인 동창회장

배 동문골프대회에 13회 동기회에서

많이 참석하여 선전하도록 당부했다.

15회 동기회 
[15회 동기회 의견수렴의 장 마련]
15회 동기회(회장, 정재일) 12기 집

행부는 2014년 동기회 30주년 큰 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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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를 치른 후, 첫 해인 만큼 향후 동

기회의 큰 그림을 그려나갈 방향을

서로 간에 격의 없이 제시하고 취합

하는 토론의 장을 마련해 보고자 4

월 16일(목) 7시에 장유 초원복국에

서 진지한 토론의 자리를 가졌다.

[15회 동기회 체육대회]
15회 동기회(회장, 정재일)는 11월

1일(일) 동기 가족과 함께 모교 체육

관에서 동기가족한마음체육대회를

개최했다.

[정기총회 및 동기회장 이·취임식]
15회 동기회(회장 정재일)는 12월

12일(토) 18시에 호텔 플라밍고 남

경홀에서 정기총회 및 12대 회장단

의 이임식과 13대 회장단의 취임식

을 동기들의 많은 참석으로 성황리

에 치뤘다. 13대 정종길 동기회장과

권광호 사무국장의 헌신과 봉사로

15회 동기회는 힘차게 이끌어 갈 것

을 다짐했다. 동기들은 수고한 12대

정재일 동기회장과 여승익 사무국

장의 노고로 원활히 운영되었기에

힘찬 박수를 보냈다. 제35대 이용재

동창회장과 회장단에서 참석하여

축하하였다. 

16회 동기회 
16회 동기회(회장, 양재원)는 경주

코모도호텔 대연회장에서 졸업30주

년 기념행사를 개최하였다. 이용재

동창회장이 참석하여 축하하였다.

17회 동기회 
[동기가족 골프대회]
17회 동기회(회장, 박동활)는 7월 11

일(토)~12일(일) 17회 동기가족 골

프대회를 밀양 리더스CC에서 개최

하고 이어서 단합대회를 개최하였다.

[송년회]

17회 동기회(회장 박동활)는 12월

19일(토) 18시 김해 장유 벨메종뷔

페에서 송년회 행사를 개최했다. 이

날은 2016년 졸업30주년 행사를 4

월 23일 치르기 위한 안내도 함께 하

면서 부부 동반 350명을 목표로 홍

보와 동참을 독려하였다. 이용재 동

창회장, 노용만 총무선임부회장, 이

찬희 재정선임부회장이 참석하여

축하하였다.

19회 동기회 
5월 17일(일) 10시, 울산 무거초 실

내체육관에서 19회 동기회 체육대

회를 개최하였다.

20회 동기회 
20회 동기회(회장, 김종희)는 6월

14일(일) 진영체육센터에서 20회 동

기회 한마음체육대회를 개최했다.

21회 동기회 
21회 동기회(회장, 최진권)는 7월 25

일(토)~26일(일) 1박 2일로 제43차 기

능탑제전 추진위원단 워크숍을 부산

학생교원 한빛마루에서 개최하였다.

22회 동기회
22회 동기회(회장, 박준석)는 5월

16일(토) 금정산성에서 동기 등반대

회를 하였다.

24회 동기회 
[24회 동기회 가족 한마음 체육대회]
24회 동기회(회장, 김진성)는 5월

17일(일) 10시 모교 체육관에서 김

진성 동기회장을 비롯해 117명의

동기 및 가족들이 체육행사를 개최

하였다. 이날 행사를 축하해주기 위

해 이용재 동창회장과 이중순 교장

이 참석하여 더 의미있는 체육행사

가 되었다. 특히 동기들끼리 모은 물

품으로 동문 최초로 바자회를 열어

남는 수익금은 전액을 동기회 기금

으로 적립해 동문회를 위한 봉사활

동에 사용하기로 뜻을 모았다.이날

행사는 동기들에게 자신감을 아이

동기회 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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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에게 희망을 주는 멋진 추억이 되

었다. 앞으로 24회 동기회는 동문회

의 자부심을 가지고 모교발전을 위

한 봉사활동 지원 및 후배양성에 모

범이 되는 동기회로 앞장설 것이다.

[24회 동기회 하계 가족야유회]
24회 동기회(회장, 김진성) 하계가

족 야유회가 7월 17일(금)~18일(토)

남해와 하동 사이 유인도 대도 파라

다이스에서 개최되었다. 행사 하루

전까지 태풍 때문에 많은 걱정을 했

지만 다행히 하루 전 태풍이 사라져

걱정이 기우에 그치면서 동기 및 동

기가족 80여 명이 이번 하계야유회

참석했다. 정말 화창한 날씨와 멋진

풍경 그리고 섬에서의 워터파크 물

놀이 맛있는 음식에 음악까지 대도

파라다이스는 지상낙원이었고 그동

안 쌓인 스트레스를 다 날려 버렸던

것 같다. 이번 하계 야유회를 통해

24회 동기 및 가족들은 다시 한번 화

합과 친목을 도모하고 동기회의 끈

끈한 정을 확인하며 계속 발전하고

모범이 되는 동기회가 되고자 다짐

하였다.

[송년회]

24회 동기회(회장 김진성)는 12월 5

일(토)~6일(일) 1박 2일 일정으로

진하해수욕장 하늘바다펜션에서 송

년회를 진행했다. 70여 명의 동기

및 가족들이 모여 한 해를 마무리하

는 의미있는 시간을 가졌다. 10월

선출된 8대 집행부(회장 지창범, 사

무국장 박형준)와의 인수인계 및 7

대 집행부 김진성 동기회장 및 박성

욱 사무국장에 대한 공로패 수여식

이 있었다. 

26회 동기회 
[26회 홈커밍데이]

26회 동기회(회장, 박종현)는 10월

17일(토) 오후 6시부터 모교 체육관

에서 은사님과 동기, 내외빈을 모시

고 졸업20주년 홈커밍데이 행사를

개최했다. 성공적인 행사를 위해 26

회 동기회 임원진은 지역별로 동기

들의 동향을 확인하고 여러 차례 졸

업20주년 홈커밍데이 행사 준비를

위한 추진위원회를 개최하였다. 

[송년의 밤]

26회 동기회(회장, 박종현)는 12월

11일(금) 19시 거제시 고현동 해조

횟집 20여 명의 동기들이 모여 한해

를 마무리하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

다. 차기 회장으로 선반과 박영배 동

기를 2016년 회장으로 추대하였다.

26회 동기회는 10월 17일(토) 모교

체육관에서 학창시절 은사님을 모

시고 동기와 가족이 함께 자리한 가

운데 동창회의 전통인 홈커밍데이

행사를 성공적으로 치른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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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동문회 소식

광주동문회
[송년의 밤]
광주동문회(회장 12회 최봉민)는 12

월 7회 선배부터 28회 후배까지 함

께 한 즐거운 시간을 가졌다.

김해동문회
[김해동문회 신어산 산행]
김해동문회는 10월 26일(일)에 동문

선후배님들과 가족분들을 모시고 깊

어가는 가을에 멋진 추억을 만들고

친목을 도모는 산행 행사를 가졌다.

대구동문회 
[동문 한마음 봄 산행]

[정기총회 및 송년의 밤]

대구동문회(회장, 9회 김상우)는 12

월 16일(수) 18시부터 웨딩알리앙스

에서  동문 및 가족 90명이 참석한

가운데 정기총회 및 송년의 밤 행사

를 성황리에 마무리했다. 제35대 동

창회 이용재 동창회장과 노용만(12

회) 총무담당 선임부회장이 참석하

여 축하하였다. 함께한 동문과 가족

은 한 해를 마무리하며 흥겨운 시간

을 가졌다. 아울러 차기 집행부를 선

출하여 더욱 화합하고 발전하는 대

구동문회가 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

하기로 다짐했다.

2016년 대구동문회 조직 구성

대구동문회장 윤선규(11회), 부회장

이세진 (11회), 사무국장 이종일(17

회), 사무차장 배희원(29회)

대전동문회
[무주 적상산 가을 단풍나들이]

대전지역 동문회에서는 2015년 10

월 24일(토)에 단풍절경으로 유명한

무주 적상산으로 가을 단풍나들이

행사를 가졌다. 오색찬란한 가을 풍

경을 만끽하며 장수 한우가 곁들인

점심식사와 윷놀이, 제기차기 그리

고 족구경기를 통해 가족같은 따뜻

한 정으로 하나되는 시간을 보냈다.

[대전동문회 송년의 밤]

12월 8일(화) 샹젤리제웨딩홀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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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여 동문 및 가족들이 참석한 가운

데 대전동문회 송년의 밤 행사가 열

렸다. 1부 정기총회를 통해 황헌연

(11회) 동문을 제10대 회장으로 하

는 새로운 집행부를 구성하고 동문

회 발전에 공로가 있는 동문들에게

포상을 하는 등 다채로운 행사로 참

석한 동문 및 가족들과 훈훈한 정을

나누는 시간이 되었다. 특히 제35대

동창회에서 이용재(12회) 동창회장

과 김주일(12회)  선임부회장, 강학

만(12회) 선임부회장이 멀리 부산에

서 축하차 참석하여 더욱 뜻깊은 행

사로 마무리할 수 있었다. 

부산동문회
[부산동문회 정기총회]

부산동문회(회장, 9회 황재천)는 4

월 3일(금) 파라곤호텔에서 정기총

회를 개최하였다.

[동창회 거제동문 등산대회]

부산동문회는 동문회장배 동문 등

산대회에 황재천 동문회장을 비롯

하여 동문 141여 명이 참석하여 최

다참가상을 수상했다.

[체육대회&가족노래자랑]

부산동문회는 5월 30일(토) 모교체

육관에서 체육대회를 개최하였다.

60여 명의 찬조와 동창회장단에서

참석하여 자리를 빛내주었다.

[사직 야구경기 관람]

5회 남중우 고문님과 동문가족 120

명이 사직야구장에 모여 함성이 울

려퍼져라 응원했다.

[동문회사무실 개소식 및 현판식]

9월 19일(토) 부산동문회가 개소식

및 현판식을 가졌다. 동창회장과 20

여 동문이 참석하였다.

주소 : 부산광역시 유통단지1로 58

번길 48 지백빅딩 103동 208호 

연락처 : 부산동문회사무국장 김창원

(15회, 010-5664-2714)

[승학산 산행]

회장을 비롯하여 30여 명이 참석했

고 멋진 산행 후 뒷풀이를 가졌다.

[부산동문회 송년의 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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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동문회(회장, 9회 황재천)는

2015년 12월 4일(금) 오후 6시 30분

부터 서면 골든뷰 뷔페에서 부산동

문회 송년의 밤 행사를 성대히 개최

하였다. 이번 행사에는 1회 어재선

고문위원장, 2회 최금식 고문위원,

2회 김광환 동문장학재단 이사장,

10회 이중순 교장, 12회 이용재 동

창회장을 비롯하여 120여 동문과

가족이 참석하여 화기애애한 행사

가 진행되었다. 부산동문회 김창원

(15회) 사무국장은 현재 8천 여 동문

이 거주하는 부산동문회의 활성화

를 위해 부산동문회 밴드 개설, 문자

홍보 등 다양한 방법으로 부산지역

동문의 결집을 추진하고 있다. 현재

부산동문회 밴드에 800여 명이 가

입되어 있고 그 숫자는 앞으로 계속

늘어날 전망이다. 부산동문회는 그

외에도 동문회 활성화를 위해 5월

30일(토) 모교에서 개최한 부산동문

회 체육대회에 60여 동문이 참가하

였고, 8월 30일(일)에는 5회 남중우

고문과 동문가족 120여 명이 모여

사직야구장에서 야구 경기를 관람

하였다. 지난 9월 19일(토)에는 강

서구 지백빌딩에 부산동문회 사무

실 개소식 및 현판식을 하고 동문의

참여를 독려하고 있다. 10월 25일

(일)에는 황재천 회장을 비롯하여

30여 명이 승학산 산행을 다녀오는

등 활발한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네이버에서 [국립부산기계공고 부

산동문회] 밴드명을 검색해서 가입

할 수 있다.

http://band.naver.com/n/aba9Od

PeUfU9o 

삼성중공업동문회
[삼성중공업 동문회 정기총회 및
송년의 밤]

삼성중공업동문회(회장, 16회 황성

환)는 12월 18일(금) 17시 30분 거

제 축협 컨벤션센터 웨딩홀에서 거

제 삼성중공업 재직 동문과 내·외

빈 18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정기

총회 및 송년회를 개최하였다. 1부

정기총회에서는 경과보고와 결산보

고, 회장 취임 인사가 있었고, 2부

화합의 장에서는 축하공연, 동문 노

래자랑, 행운권 추첨 등 다채로운 행

사가 이어져 참여한 동문 모두가 하

나가 되는 흥겨운 시간으로 마무리

하였다. 이날 행사에는 이용재 동창

회장과 홍병호 수석부회장, 김주일

선임부회장, 강학만 동문산악회장,

그리고 장병하 대우동문회 회장, 심

태명 거제 한울회 회장 일행이 참석

하여 축하하여 더욱 뜻깊은 자리가

되었다. 

중국동문회
[중국동문회 제7회 골프대회 개최]

중국동문회(회장, 10회 최봉재)는 5

지역동문회 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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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3일(토)~24일(일) 1박 2일 일정

으로 2지부 북경·천진 지역동문회

주관으로 천진시에서 한국의 동문

가족과 중국 동문가족이 함께 참여

하는 제7회 중국동문가족 친선골프

대회를 진행하고 이어서 천진. 북경

관광을 하였다. 제8회 대회는 2016

년 5월 3지부 강소성 지역동문회 주

관으로 절강성 황산에서 개최 예정

이며 이때는 한국의 동문산악회 동

문가족과 골프가족을 초청하여 황

산 등산을 위주로 행사를 진행할 계

획이다. (글 : 12회 이형로 중국동문

회 사무국장)

[모교 3학년 재학생 중국 방문]

7월 15일(수)부터 5박 6일간 모교 3

학년 35명과 교사 6명은 중국에 진

출한 동문기업체를 탐방하고 문화

체험행사도 함께 진행했다. 7월 15

일(수) 방문 첫날, 중국동문회 2지부

북경천진동문회에서 중국총동문회

장(10회 최봉재)과  2지부 회장(14

회 김홍우) 및 지역동문 15명의 열

렬한 환영회와 만찬을 가졌다. 16일

에는 김홍우 지역회장이 경영하는

천진민우전자와 23회 이원욱 동문

이 경영하는 천진 찬금전자 견학을

한 후 야간열차를 타고 17일 아침 상

해에 도착하였다. 상해에서는 18회

김서홍 동문이 법인장으로 있는 ㈜

현대모비스를 견학하였고 저녁에는

상해 香世家호텔에서 중국동문회 1

지부 상하이 지역동문회에서 동문

가족 20여 명이 마련한 환영회와 만

찬회에서 인솔교사와 재학생 그리

고 동문가족이 함께 어울렸다. 이명

관 (20회) 동문의 사회로 진행된 환

영회에서는 힘차게 교가를 부르며

시작을 알렸고 조태함(14회) 상하이

동문회 회장의 환영사, 이중순(10

회) 교장의 감사 인사가 이어졌고 기

념품 증정식도 있었다. 이 자리에서

중국동문회 사무국장을 맡고 있는

이형로(12회) 동문은 중국동문회를

소개하며 동문의식 함양을 위해 즉

석에서 재학생에게 학교와 동창회

에 대한 반짝 퀴즈를 내 푸짐한 선물

을 전달하였으며, 중국동문회에서

는 이날 참석한 모든 동문가족과 학

생 교사에게 기념품을 전달하였다.

모교에서는 중국에서 동문의 위상

을 드높인 ㈜상해모터테크 (14회·

조태함 대표) ㈜천진민우전자 (14

회·김홍우 대표) 동문기업 대표에

게 〔동문CEO기업〕현판을 전달했다.

이번 행사를 통해 학생들은 해외에

서 중국동문과 가족이 재학생들에

게 베푼 사랑을 직접 체험하였고 졸

업 후 사회에 진출해서도 오랫동안

기억 할 것이며 동문에 대한 더 큰

관심과 더 큰 사랑이 싹텄을 것으로

기대한다. (글 : 12회 이형로 중국동

문회 사무국장)

창원동문회
[창원동문산악회 시산제]

창원동문산악회(회장, 8회 김문성)

는 1월 창원동문산악회 시산제를 창

원 천주산에서 창원동문회 정재일

회장과 동문 선후배가 함께 참여하

여 2015년 안전한 산행을 위한 제를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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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태백산 산행]

2월 태백산을 다녀왔다. 창원에서

새벽부터 준비한 점심은 하얀 눈밭

에서 다 함께 맛있게 먹었다.

[3월 연화도 산행]

[동창회장배 동문등산대회 참가]

[창원 동문산악회 정기산행
(장산)]

[정기총회 및 송년의 밤]

창원동문회(회장, 15회 정재일)는

12월 9일(수) 18시 리베라컨벤션에

서 동문과 가족 약 200여 명이 참석

한 가운데 정기총회를 개최하였다.

제35대 동창회에서 이용재 동창회

장과 강학만(12회) 선임부회장, 김

준태(12) 동기회장 등이 참석하여

축하하였다. 

지역동문회 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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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동문회

5월 29일(금)~30일(토) 대한항공동

문회 춘계행사가 오후 5시 30분부

터 개최되었다.

대우조선해양 동문회
[정기총회 및 동문의 밤]

지난 2015년 12월 28일(월) 거제 부

산기공 대우조선해양(주) 동문회

2015년 정기총회 및 동문의 밤 행

사가 거제 고현 소재 웨딩블랑에서

동문 및 가족, 내·외빈 (본 동문회

이사회 김해연(7) 의장 외 다수, 동

창회 이용재(12) 회장 외 5명, 삼성

동문회 김성도(19) 회장 외 2명, 한

울동문회 류재호(15) 회장)등 약

28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대하

게 개최되었다.

행사는 1·2부로 나뉘어 1부 저녁

식사 및 소통의 시간, 18대 동문회

총 결산 보고, 우수회원 감사패 증

정, 정년퇴직 동문 재직기념패 전달,

공로패 증정 그리고 19대 신임회장

인준서 전달 순으로 약 2시간 동안

진행하였으며, 1부 행사 중 본 동문

회 장병하(12) / 이병우(14) 신·구

회장님의 인사말씀과 이용재 동창

회장님의 축사도 있었다.  

2부 행사는 초빙 전문 사회자 진행

으로 가족 장기자랑, 행운권 추첨 등

푸짐한 상품을 놓고 약 2시간 동안

즐거운 동문화합의 시간을 보냈으

며, 참석 동문의 적극적인 동참으로

시종일관 아무 사고 없이 행사를 마

칠 수 있었다. 그리고 참석 동문 전

원에게 고급 와인 세트도 선물로 전

달되었다. 

(글 : 16회 이상홍)

동호회 소식

울산부기회
[울산부기회 송년회]

울산지역 골프서클 부기회 40여 명

이 모여 한해를 마무리하였다. 울산

부기회는 전체 회원 50여 명으로 구

성되어 있다. 오성훈(5회) 회장, 문성

일 총무(11회), 경기간사 김성태(28

회) 회원이 수고하고 있다. 신임 이종

목 경기간사(3회)께서 앞으로 함께

수고해 주시기로 했다. 울산부기회

는 매월 3째주 목요일 울산 마우나

CC에서 7~8팀을 구성해서 정기모

임을 갖고 있다. (글 : 19회 김상태)

직장동문회 ●   



동호회 소식 News

일공회
일공회는 재경 10회 골프 동호회이

며 2007년 10월 결성되었으며, 매월

1회씩 정기 모임을 통하여 친목을

도모하고 있다.

[2015년 계획]
신년회 모임 : 1월 8일(금) 18:30 

(장산도 횟집/시흥시 정왕동 1859-9)

월례회 모임 : 3월~10월 매월 첫째

주 목요일 12:40 부터

회장배 대회 : 11월 첫째주 목요일

12:40 부터

장소 : 발리오스CC(구 발안CC)

| 골프 회원모집 |
국립부산기계공고 10회 졸업생 가운

데 골프를하는 친구들은 누구나 회원

이 될 수 있습니다. 친구들과 함께 즐

거운 라운딩을 통하여 쌓였던 스트레

스도 날려 버리고 건강도 챙기고 우

정을 다지며 희로애락을 함께하는 본

일공회에 관심이 있으신 친구들은 아

래 연락처로 연락 바랍니다.

회장(한경수) 010-6303-0098 

총무(안동흥) 010-6296-2571

천안아산골프 동호회
[11월 2일]
천안아산 골프모임

ABB FC-곰솔(천안) 친선경기

동문산악회
[6월 정기산행]
산행지 : 경북 상주 도장산 (828m)

이동시간 : 3시간

산행시간 : 4시간 

산행코스 : 

A팀- 용추교→심원사입구→706고지

→도장산 →724고지 →헬기장 →심원

사→용추교(시계방향으로 원점회귀)

B팀- 용추교 →용추폭포 →심원사 →

심원폭포 →용추계곡(물놀이)

[7월 정기산행]
산행지 : 남해 망운산 (해발:786M)

일시 : 2015년 7월 12일(일)

위치 : 경남 남해군 고현면 일대

산행코스 : 

A구간- 대곡고개 →화방사 →망운산

→삼거리 →관대봉 →장군봉 →신촌)

B구간- 대곡고개→화방사→산닥나무

자생지→망운암→화방사 : 왕복구간)

시간 : A구간(3:40), B구간(2:30) 소

요 예상

[9월 정기산행]

산행지 : 백운산 (경남 밀양, 885M)

구간 : 제일관광 휴게소 →구룡소폭

→삼거리 →백운산 →백운슬랩 상, 중

단 →삼거리 →휴게소

[11월 정기산행]

산행지 : 황악산 (경북 김천)

● 동호회 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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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기계공업고등학교 

이미지 통합프로그램 안내

이미지 통합프로그램(CIP)이란?

CIP(Corporate Identity Program)란 시각을 통하여 이미지의 통일화를 꾀하는 것. CI(Corporate Identity)

란 단체의 사회에 대한 사명, 역할, 비전 등을 명확히 하여 이미지나 행동을 하나로 통일시키는 역할을 하

며, 외적으로는 동일 단체의 것인가 아닌가를 상대에게 식별시키고 내적으로는 단체의 존재를 인식시킴.

내년에 개교 50년을 맞이하는 역사와 전통을 가진 모교에서 사용하고 있는 교표와 교명이 표준화되어 있지 못함을 안타까워 하

던 모교(교장 이중순, 10회)에서는 우리학교를 상징하는 마크와 교표 및 캐릭터를 표준화하여 사용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모교교장이 국제기능올림픽 미술도장부분 메달리스트 출신으로 현재 부산에서 관련분야의 사업을 하고 있는 서무성(디

자인글꼴 대표, 18회)동문에게 해당 내용을 설명하고 재능기부를 요청한 바, 흔쾌히 모교만이 사용할 수 있는 C.I(이미지 통합)

폰트와 교표를 개발하여 무상으로 제공받게 되었습니다. 본 내용을 알게된 디자인 전문가인 본교의 김성룡 교감선생님이 폰트

와 교표 외에 모든 학사 영역에서 사용할 수 있는 각종 서식과 교명 및 학교의 캐릭터를 좀 더 친근감있고 활용을 다양하게 할

수 있는 형태로 개발, 완성함에 따라 교내에서 선포식을 갖고 활용하기로 하였습니다.

자료는 모교 홈페이지(http://bmt.hs.kr/) → 학교소개 → 학교CIP/교가 폴더에 탑재되어 있으니 동창회 산하 동문회에서는 홍

보자료를 제작할 때에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모교 교가 반주와 기능탑 교가 동영상파일 및 교가 PPT도 탑재되어 있으니

동문여러분께서는 각종 동문회 행사에 적절히 사용하시길 기대합니다.

한글, 영문좌우
(칼라)

한글,영문좌우
(흑백)

한글좌우
(칼라)

한글좌우
(흑백)

한글, 영문상하
(칼라)

한글, 영문상하
(흑백)

한글, 영문 국립 상하
(흑백)

한글, 영문 국립 상하
(칼라)

| 기본 시스템(Basic System)



● 동창회 소식

56 국립부산기계공업고등학교 동창회보 제37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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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부산기계공업고등학교

동문장학회 

안녕하십니까? 동문여러분 

본 장학재단은 ‘사람을 키우며, 사랑을 나누며, 더불어 함께하는 아름다운 동문’이라는 이념을 가지고, 후배 재학생 및

동문가족을 위해 설립되었습니다. 매년 약 30명 이상의 동문자녀와 재학생을 선발하여 장학금을 수여하고 있습니다.

또한 적극적인 후배양성과 모교의 위상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부산기계공업고등학교 동문장학회입니다. 이에

동문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장학기금 기탁계좌 안내

•문의전화 : 051-628-0047
•계좌번호 : 부산은행 056-13-001553-1 •예금주 : 부산기계공업고등학교동문장학회 김광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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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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3. ‘14년 사업실적 요약 및 ‘15년 사업계획

■ 장학금 지급액 81,600,000원 (단위 : 원)

■‘15년 사업계획 총괄표 (단위 : 천원)

구  분 일 반 지정장학금 합 계
모교우수신입생장학금 15,000,000 15,000,000

동문자녀 장학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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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산액 구 분 예산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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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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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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자캠프에 참여하고

모자캠프에 처음 지원하게 된 동기는 평소 어머니와 관

계가 멀어진 것 같기도 했고 기숙형 학교라는 이유로 어

머니와 몸뿐만 아니라 마음도 멀어지는 듯한 느낌도 들

어서 이 기회에 관계를 원활하게 만들어 보자는 생각에

참여하게 되었다. 어머니는 직장을 다니셔서 피곤함에도

불구하고 모자캠프라는 말에 선뜻 동의하셨다. 교내 식

당에서 급식을 먹는데 너무 오랜만에 단둘이 먹어서 그

런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모자는 서로 말이 없었다. 그러

다 어머니께서 먼저 말을 꺼내주시면서 우리의 이야기는

이어져나갔다. 어머니와 함께 밥을 먹다보니 기뻤고 앞

으로는 더 많은 시간을 어머니와 가져야겠다고 생각했다.

밥을 먹고 학교 체육관으로 가서 프로그램이 시작되었는

데, 다들 초면이라 그런지 말이 없고 정적만이 흘렀다. 하

지만 강사님이 재치있는 입담으로 분위기를 풀어주셨다.

그 뒤에 조별로 모둠발표 활동, 교장선생님의 인사말씀,

영상시청 등으로 프로그램이 진행되었다. 여러 가지 프로

그램을 하다보니까 어머니와 점점 사이가 가까워지는 걸

짧은 시간에도 느낄 수 있었다. 가장 기억에 남는 활동은

어머니에게 편지쓰기와 세족식이었다. 먼저 편지쓰기는

서로 다른 장소에서 편지를 쓰고 서로 읽어주는 활동이었

다. 참가한 아들과 어머님들은 서로의 편지를 주고 받으

며 눈시울이 붉어졌다. 편지 속에는 어머니가 나에 대해

생각하는 모든 것이 진정으로 담겨있었고, 읽으며 울컥하

면서도 기뻤다. 그 후에 각 조마다 모자 1조씩 나와서 서

로 편지를 읽어주는 활동이 있었는데, 나와 어머니가 발

표하게 되어서 당황했던 장면과 눈시울을 붉히던 우리 모

자도 생각난다.

마지막 활동인 세족식은 어머니의 발을 깨끗이 씻겨드리

는 것이었다. 물은 추운 날씨 탓에 차가웠지만, 어머니와

같이 있다는 점과 뿌듯한 활동 덕에 물이 전혀 차갑지 않

았고 오히려 따뜻하게 느껴졌다. 어머니의 발은 나의 부

드러운 발과 달리 삶에 치여서 굳은살 투성이었다. 어머

니가 날 키우느라 얼마나 힘드셨는지 깨달았고, 앞으로

못한 효도는 차츰차츰 해나가야겠다고 생각했다. 행사가

예상과 달리 10시가 넘어서 끝나 몸은 고달프고 힘들었

지만, 마음은 모자 사이가 더 끈끈해지고 치유된 느낌이

었다. 이런 활동이 더 있다면 앞으로 적극 참여할 것이다.

그리고 친구들에게도 추천할 것이다. 모자 간의 모성애

와 효도심을 더욱 더 느끼게 해준 이 프로그램에 감사하

고, 프로그램을 이끄신 선생님과 자원봉사단 ‘아버지’들

께도 감사하고 또 감사하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다.

(글 : 1학년 15반 최재창)

전주문학기행으로 감성충전
한옥마을, 혼불문학관 등 방문 

부산기계공업고등학교(교장 이중순) 학생, 교직원 45명은

10월 28일(수)부터 29일(목)까지 문화충전 프로그램의 일

환으로 전주 문학기행을 다녀왔다. 전라도 일대의 전주,

남원 등의 문화예술 공간을 탐방하는 이 프로그램은 가

슴 따뜻한 인성을 갖춘 영마이스터의 행복한 학교생활에

큰 도움이 되었다. 학교 전용 버스로 숙소인 전주한옥마

을 황실문화재단의 승광재에 도착하여 황손(고종의 손자)

인 이석님으로부터 ‘젊고 순수한 우리학생들이 우리의

자랑스러운 역사를 올바르게 인식’하라는 강연과 승광재,

홍예원의 전통 한옥에서의 숙박을 통해 한옥의 멋을 체

험해 보았다. 저녁에는 ’전통 한옥에 나타난 금속재료 찾

기’프로그램을 통해 한옥 속에 숨어 있는 옛 선조들의 기

계 금속 재료를 찾아보기도 하였고, 한옥을 거닐며 모처

럼의 가을밤과 젊은 날의 사색을 즐기는 여유를 만끽하

였다. 또, 친구들과 함께 사진을 찍으며 행복한 추억을 저

장하였고 전주를 대표하는 전주 비빔밥, 전주 콩나물 국

밥도 풍성하게 맛 볼 수 있었다. 둘째날은 최명희 문학관

에서 ‘언어는 모국어의 지문’이라는 선생의 문학 정신과

모국어에 대한 천착, 평생 한땀한땀 빚어낸 질곡의 문학

혼을 배울 수 있었다. 대표작인‘혼불’에서 정겨운 서정성

과 예스러운 정취를 지향하는 문장은 우리말의 보고로써

주술적인 힘과 기운마저 갖고 있었고, ‘혼불’은 우리 겨

레의 풀뿌리 숨결과 삶의 결을 드러내는 풍속사이며 깊

모| 교 | 소 | 식



www.bmths.org 59

은 울림이 있는 노력의 결정체임을 배울 수 있었다. 문학

관에서 주관한 ‘1년 뒤의 나에게 편지쓰기’ 프로그램에

참여한 유우종 학생은 “글을 쓴다는 것은 나를 깊은 생

각에 빠지게 하고, 또 나를 가만히 두지 않고 더욱 채찍

질하는 것 같아 괴로웠지만 함께 한 여고생이 있어서 가

슴 설레게 좋았다.”는 만족감을 표했다. 본교는 교육부 인

성교육 우수학교로 선정되었으며 학생들의 가슴 따뜻한

인성함양을 위해, 주독야경 프로그램, 문학기행 프로그램,

재능 기부활동, 명사특강, 지역 탐방 등의 다양한 프로그

램을 진행하고 있다. 바쁜 일정 속에서도 행사에 함께 한

김성룡 교감선생님은 “학생의 자율적 참여와 학교의 적

극적인 지지, 마음껏 교감하는 학생들의 모습에 크게 만

족”한다며 향후 지속적으로 이 행사가 이어질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글 : 국어과 강미경)

선후배 함께 하는 기능축전
부기공 축제에 선배 동문도 함께

가을이 성큼 다가 온 10월 셋째 주, 부산기계공고(교장

이중순) 교정에서는 학생들의 재능을 펼치는 <기능축전>

이 열렸다. 지난 10월 16일(금) 개막식을 시작으로 오전에

는 창조설계센터에서 기능전과 동아리전이, 오후에는 체

육관에서 장산축제마당이 펼쳐졌다. 기능전과 동아리전

은 선배 동문들의 참여로 일요일까지 계속되었다. 본교 4

개 학과별로 부스를 설치해 지난 1년 동안 작업해 온 다

양한 작품들을 전시하고 체험하는 기능전은 총 12개 부

스를 설치 어느 해보다 많은 전시 및 행사를 가졌다. 동

아리들이 주체가 되어 체험 및 판매활동을 하는 동아리

전도 많은 동아리가 흥미롭고 다양한 전시 및 판매활동

을 펼쳤다. 학부모회에서도 해송홀 앞 광장에서 먹거리장

터를 열어 학생들에게 저렴하면서도 맛있는 먹거리들을

제공하여 학생, 학부모, 교직원이 함께 하는 축제 분위기

를 고조시켰다. 오후에 열린 장산축제에서는 학생들과 교

사의 장기자랑이 펼쳐졌다. 악대반 69명의 웅장한 관악

합주에 이어 교사들의 플루트 연주가 이어졌다. 특히 장

산축제 예선전에서 떨어졌지만 학급의 단합된 분위기가

너무 좋아 특별 공연을 펼쳤던 1학년 6반의 ‘카레’합창

은 깜찍한 안무와 화음으로 관객들의 열광적 호응을 이

끌어냈고, 교장선생님께서 즉석에서 20만원의 상금을 선

물하시기도 했다. 연극반도 소년원에 재소하는 학생이 부

모님과 다시 화해하는 과정을 그린 창작 연극 ‘방황하

는 별들’을 올려 많은 박수를 받았다. 본교는 전통적으

로 <기능축전>과 함께 <홈커밍데이>와 졸업25주년 기념

<기념탑제전>을 실시한다. 17일 토요일에 실시한 이번

<홈커밍데이> 행사는 졸업20년이 되는 26회 졸업생이 주

관하여 재학 당시 은사님을 모시고 가르침에 대한 감사

와 동기들 간의 우정을 나누었다. 제43차 <기능탑제전>

은 동창회에서 주최하고 졸업25주년이 되는 21회 동문회

가 주관 하였는데, 부산기공 동문 문화 축제의 마당으로

전국 각지 1,000여 명의 동문이 하나 되는 축제의 장이

되었다. 이번 행사에서도 동창회원들의 장학금 기부가 이

어졌다. 21회 동창회에서 학교발전기금 500만 원, 동창

회관건립기금 500만 원, 장학재단기금 500만 원을 쾌척

했고, 26회 동문회는 학교발전기금 200만 원을 냈다.  

(글 : 국어과 강미경)

글로벌현장학습사업단 선정
올해 학생 6명 독일 파견

부산기계공고(교장 이중순)가 교육부에서 주관하는 글로

벌 현장학습 사업단에 올해도 선정되었다. 특성화고/마

이스터고 글로벌 현장학습은 학생들이 글로벌 역량과 직

무능력 향상을 통해 능력 있는 글로벌 기술 기능인재로

성장하기 위한 비전과 경로를 제시하는 사업이다. 올해

는 전국에서 총 27개 사업단, 19개의 학교가 선정되었다.

그동안 1·2차 학교 평가와 3차 업체 면접을 실시하여

본교에서는 총 6명의 학생 선발이 완료되었다. 학교에서

는 학생 파견 전 사전 심화 교육으로 안전교육 20시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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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함, 총 221시간의 연수를 실시할 예정이다. 즉 6월 말

부터 9월 초까지 독일어, 영어회화, 글로벌빌리지 영어심

화교육, 글로벌 에티켓, 전공영어, 산업체 직무 연수 등을

실시한다. 이후 학생들은 9월 28일부터 12주간 독일 마

팔 ACADEMY로 파견되어 현장 실습 및 어학교육, 문화

체험 등을 하게 된다. 이 프로그램 참여 학생은 한국 마

팔HTT(주) 정규사원 자격으로 독일 본사 교육 출장 형태

로 파견되므로 현장실습 후 곧 바로 한국 마팔HTT(주)에

취업을 하게 된다. 

교육부는 2011년부터 특성화고/마이스터고 3학년 학생

들을 대상으로 특성화고 글로벌 현장학습 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는데, 작년에는 9개 교육청 21개 학교 총 371명의

학생이 독일 스위스 호주 등 12개국에 파견되어 해외 현

장학습을 수행하였다. 현장실습 종료 후 참여 학생 371명

중 262명(총 참가자 대비 70.6%)이 국내·외 기업에 취

업했고 이 중 66명(총 참가자 대비 17.8%)은 해외 현지

에 취업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특히 지난해는 국가 간 정

부협약을 계기로 독일·스위스 사업단을 지정 공모해 독

일·스위스에서 도제교육 및 훈련을 이수한 본교 학생 8

명 전원이 독일 초정밀 절삭공구 제조업체인 마팔

HTT(주) 한국지사에 정규직으로 채용되는 등 4개 사업단,

29명의 학생들이 각자의 꿈을 실현하고 해외로 진출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다. (글 : 국어과 강미경)

학부모, 교사와 함께 한 통영문학기행
통영의 속살을 보듬다

부산기계공업고등학교(교장 이중순) 학생, 학부모, 교직

원 40명은 5월 15일(금)부터 16일(토)까지 문화충전 프로

그램의 일환으로 통영 문학기행을 다녀왔다. 가족과 함

께 통영의 문화예술 공간을 탐방하는 이 프로그램은 가

슴 따뜻한 인성을 갖춘 영마이스터의 행복한 학교생활에

큰 도움이 되었다. 학교 전용버스로 도착한 통영 옻칠 미

술관에서는 나전칠기를 옻칠로 채색한 회화 작품을 감상

하였고 곧 이어 도착한 망일동 기슭의 청마 문학관에서는

청마의 작품 세계와 청마의 유품, 각종 문헌 자료 또 이영

도 여사에게 5000통의 연서를 보냈다는 청마의 일화와

생명에 대한 탐구, 무위의 세계를 추구하며 허무의 세계

를 극복하여한 청마의 원시적 의지를 배울 수 있었다. 

동피랑 벽화 마을에서는 가족과 함께 사진을 찍으며 행

복한 추억을 저장하였고 통영을 대표하는 멸치회와 굴

요리도 풍성하게 맛 볼 수 있었다. 저녁에는 모교 동문

선배인 조양상 시인의 ‘청년이 문학에 임하는 자세’와 학

교에 얽힌 추억을 듣는 시간을 가졌고, 조충호 동문선배

들이 제공한 푸짐한 간식을 먹으며 즐거운 대화의 시간

을 가졌다. 

둘째날은 박경리 기념관에서 “생명의 자리에서 비애라

하여 체념할 일도 아니요, 환희라하여 미래지향도 아니

다. 서구 지향의 사대의식은 없었는지 넓게 보아도 깊게

보아도 결국은 생명이 아니겠는가.”라는 선생의 문학 정

신과 지역에 대한 애정을 바탕으로 한 문학 혼을 배울 수

있었다. 또 한국 전통의 오방색을 서구 현대 미술과 접목

한 전혁림의 예술 세계, 김춘수유품 전시관에서 몇 번씩

고쳐 쓰고 고쳐 쓴 그의 육필 원고를 통해 치열한 작가

의식과 무의미로 채색된 선명한 이미지의 시 세계를 감

상할 수 있었다. 동행했던 박수진님은(2학년 5반 안강민

어머니) “학생들이 자연스러운 분위기 속에서 통영의 문

화를 느끼는 것이 참 좋았고, 개인적으로 학창시절의 잔

잔한 추억들이 되살아나는 듯해서 몸과 마음이 힐링되는

느낌을 받았다.”면서 매우 행복한 미소를 지었다. 

행사를 주관한 박미숙 선생은 “학부모의 자율적 참여와

동문들의 적극적인 지지 마음껏 교감하는 학생들의 모습

에 크게 만족”한다며 향후 지속적으로 이 행사가 이어질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글 : 국어과 박중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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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수업의 성과, 토론대회로 열매
프로젝트 시간 이용 활발한 토론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권리인 생존권을 보장하기 위해

북한에 대한 인도적 식량지원은 정치적 상황과는 무관하

게 중단 없이 추진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북한은

통일이 되면 한반도를 함께 이끌어갈 같은 민족임을 잊

지 말아야 합니다. 이상 북한에 대한 식량지원은 인도적

차원에서 조건 없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찬성 측의 최종

반론을 마치겠습니다.” 1학년 5반 박하준 학생은 자신 있

는 목소리로 최종반론을 마쳤다. 

지난 9월 시작된 부산기계공고(교장 이중순) 토론대회의

한 장면이다. 본교는 학생들의 논리적이고 합리적인 사

고를 향상시키기 위해 토론수업을 확대하고 있다. 또 그

결과를 수렴하고 토론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올해는 우

선적으로 1학년을 대상으로 토론대회를 실시하고 있다.

전공교과의 프로젝트 수업 시간을 활용해 학급별로 토론

대회를 준비하고, 학급별 대표를 뽑아 반 대항 예선과 본

선을 거쳐 결선에서 최종 한 팀을 뽑는다. 동물실험, 복

지를 위한 증세, 인공지능, 원격진료제, 생물복제, 어린이

스마트폰 사용. 시급 6,030원 등의 토론주제를 갖고 학

생들은 지난 9월 14일부터 10월 7일까지 토론대회를 이

어가고 있다. 

토론대회에서 논제에 대한 찬성과 반대는 학생들이 임의

로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추첨으로 정해진다. 때문에 학

생들은 자신의 생각과 다른 논제가 나왔더라도 거기에

관련된 주장과 논점, 사례들을 찾아보는 과정에서 다양

한 관점에서 생각해 볼 기회를 가진다. “저는 애초 원격

진료제도에 대해 찬성하는 입장이었습니다. 도서벽지에

사는 사람이나 거동이 불편한 노인들에게도 의료혜택이

갈 수 있다는 생각이었지요. 그러나 반대 입장에서 자료

를 찾아보다보니 원격진료를 받기 위해서는 일정한 비용

이 들고, 가난한 사람들은 또 돈이 없어서 그런 진료를

받을 수가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1학년 2반 김주영 학생의 말처럼 학생들은 이번 토론대

회를 통해서 구체적인 사례와 증거자료 들을 통해서 자

기의 생각을 다져나가고 입장을 바꿔보는 새로운 경험을

할 수 있었다.  

낮엔 수업, 밤엔 야구 관람
행복한 주독야경(晝讀夜競)
1학년생들 사직야구장서 열띤 응원전

부산기계공업고등학교(교장 이중순)는 2015년 8월 27일

(목) 오후 6시 사직야구장에서 학생이 행복하고, 학교가

즐거운 주독야경(낮에는 공부하고 밤에는 야구 경기 관

람)문화 충전 프로그램을 실시했다. 이 프로그램은 1학년

학생 전체와 교직원이 동참하여 스포츠 관람을 통해 학

업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교우간의 협동과 단합, 사제 간

의 친밀한 교감을 형성하여 가슴 따뜻한 인성을 갖춘 영

마이스터를 육성하기 위해 추진되었다. 사직야구장에 질

서정연하게 자리 잡은 1학년 학생들은 롯데와 넥센의 프

로야구 경기를 관람하고 열심히 응원에 동참하였다. 장

내 아나운서가 전광판에 본교 학생들의 방문을 여러 차

례 알렸고, 학생들은 그때마다 열성적인 환호로 답례하

였다. 교복을 단정히 차려입은 본교 학생들의 질서정연

한 모습과 친구와 함께 열정적으로 응원하며 웃고 즐기

는 모습, 응원단장이 본교 학생들 틈에 섞여 함께 응원을

리드하는 모습이 텔레비전에 비춰지기도 했다. 

수업시간에 무기력한 모습을 많이 보이고 수동적이었던

1학년 안겸주 학생은 “처음 야구장에 와 봤는데 초록색

잔디가 마음을 탁 틔게 하고 전광판의 조명이 나를 비추

는 것 같아 기분이 참 좋았다. 친구들과 어깨동무하고 부

산갈매기를 부르니 가슴속 스트레스가 다 날아가는 것

같아 정말 신나고 즐거웠다.”며 상기된 표정을 지었다. 

본교는 올해 인성교육 우수학교로 선정되었으며 ‘가슴

따뜻한 마이스터 육성’을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계발

하여 진행 중이다. (글 : 국어과 강미경)



62

개요
인생이나 전공분야와 관련하여 해당분야의 전문가나 선배 경험자 등을 초청하여 그들
의 경험이나 조언을 듣고 서로의 소통을 통해 학생들은 자신의 삶, 학교생활, 혹은 전
공분야에 대하여 새로운 지식을 얻거나 자신을 성찰할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한다. 또
한 본교를 졸업한 선배들의 특강을 통해 애교심과 자신감 있는 학교 생활을 영위하고
도전하는 학창 생활을 설계한다.

목적
- 신입생들의 학교생활 적응, 자격증 취득, 전공분야에 대한 지식의 증대와 폭 넓은 판
단력을 갖게 한다.

- 전공 관련 전문 기업인의 특강을 통하여 해당 분야의 이해를 높이고 전공과 관련된
진로를 모색하게 한다.

- 다양한 분야의 명사들의 삶의 철학을 듣고 자신의 삶에 대한 성찰과 주변에 대한 이
해를 높일 수가 있다. 

운영 개요
- 운영 형태 : 강연
- 일자 : 2015년 4월 3일(금)부터 1년간
- 대상 : 신입생 및 교직원

세부 실행 계획
가. 일자 : 2015년 4월 3일(금)부터 1년간 매주 금요일 4교시 
나. 장소 : 해송문화홀
다. 계획 및 전체진행 :  이병호 선생님
라. 프로그램 운영 계획

기대 효과
- 취업과 미래를 설계하고, 나도 성공할 수 있다는 신념 고취
- 나와 친구를 사랑하고, 학교, 회사,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 함양
- 원만한 교우 관계, 자신 있는 학교생활, 도전하는 미래사회 마인드 고취 
- 전공에 대한 애착심, 나의 비전 제시, 더불어 사는 사회 조성

강사 주제 비고

3월 동창회장 및 동문 CEO 성공한 사람들의 자존심 동문
4월 강소기업 CEO 도전정신, 꿈은 이루어진다 동문 및 비동문
5월 대기업 임원 어떤 시각으로 바라볼 것인가? 동문 및 비동문
6월 외부 강사 고등학생을 위한 금융이야기 동문 및 비동문
7월 학부형 아들아! 이렇게 자랐으면 좋겠다 동문 및 비동문
9월 공기업 임원 및 동문 CEO 내 인생의 주인공은 나, 꿈을 가져라 동문 및 비동문
10월 중견기업 연합회 중견기업 바로알기 동문 및 비동문
11월 대기업 임원 현장에서 길을 찾아라 동문 및 비동문
12월 강소기업 CEO 나도 CEO가 될 수 있다. 동문 및 비동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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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4. 10. 이용재 동문(12회) 총동창회장

국립의 자부심으로 부상하는 동창회

2015. 4. 17. 김주일 동문(12회) 기능한국인

준비된 자신만의 기술로 성공의 기회를 잡아라

2015. 4. 24. 이종인 RTB 네트웍스 대표

HOW TO DREAM

2015. 5. 1. 조상영 웃음치료사

인생을 바꾸는 웃음의 힘

2015. 5. 8. 정유미 한겨레신문 기자

읽고 쓰고 생각하기

2015. 5. 29. 김평래 KBS 아나운서

찾아가는 바른 우리말

2015. 6. 5. 정상옥 부울경 벤처협회 이사

Dream & Venture

2015. 6. 12. 홍종필 동문(22회) 행복한 치과의원 원장

어떤 학생이 될 것인가?

2015. 6. 19.  이숙례 재능 시낭송협회 부산지회 회장 외

‘조국의 혼을 노래하다’ 시연극

2015. 6. 26. 송신근 동문(6회) 기능한국인

기능인으로서의 Vision과 자세

특색 사업 | 매주 1시간 명사 특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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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7. 3. 조무호 동문(14회) 아동문학가

아이와 산책

2015. 7. 10.  조선자 학부모 회장

엄마 말 좀 들어라

2015. 8. 21. 구봉심 한국저작권위원회 교육강사

청소년이 알아야 할 저작권

2015. 8. 28. 구정숙 BNK 차장

고등학생들을 위한 금융이야기

2015. 9. 4. 최이순 한국도박문제 관리센터 부산센터장

청소년 사이버게임 도박중독예방 연극

2015. 9. 11. 윤재경 동문(46회) 前 학생회장 

나는 중소기업에 취업했다

2015. 9. 18. 홍성기 동문(17회) 교토일식 대표

기능인이 살아남는 길

2015. 9. 25. 이우달 동문(8회) 남제주 화력발전소장

우리나라 화력발전소의 전망과 관리

2015. 10. 23.이상렬 동문(14회) 정선아라리 전통식품 대표

실패에서 희망으로

2015. 10. 30 임오강 부산대교수(공학입문 저자)

공학입문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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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회 이효환 동문
창원기계공업고등학교장, 

2015 전국공업고등학교장회 회장 당선

8회 이효환 창원기계공업고등학교장,
전국공업고등학교장회 회장으로 당선
되어 2015년 10월 1일 취임하였다.
지금까지 회장을 수도권에서 역임했
는데 전임 고 손수혁 신라공고 교장선
생님을 이어 남부권에서 맡게 되어 우

리나라 공업교육의 획기적인 일대 전환이 기대되고 있다.
이효환 교장은 20여 년간 창원기계공업고등학교 외 6
개교 교사, 2000년 9월 1일부터 8년간 경남교육청의 직
업교육담당장학사, 중등인사담당장학사 등 역임했고
2008년 9월 1일부터 4년 간 삼천포공업고등학교장에
부임하여 4개월 만에 마이스터고를 직접 만들어 현재 최
상위 학교로 거듭 발전시켰다. 2012년 9월 1일부터 1년
간 김해생명과학고 교장, 2013년 9월부터 2015년 11월 현
재 창원기계공업고등학교장, 2013년 9월 17일 중소기업

기술혁신대전 인재육성분야 단독 대통령 단체표창 수상
하였다. 2015년 브라질 상파울로 제43회 국제기능올림
픽 메카트로닉스 직종 금메달 수상, 2014, 2015년 2월
졸업생 취업율 77.7% (467명), 82.2% (470명)로 대한민
국 최고의 특성화고로 성장시켰다. 현재 3학년은 500명
알자취업 목표로 맞춤교육을 하고 있다.

[정부사업 등 참여]

2015. 제1기 마이스터고 운영성과 평가위원

2015. 교육개혁추진협의회 일학습 병행 확대 분과위원[도제교육]

2015. 5. 1.~2017. 4. 30. 교육부 자체평가위원회 위원

2015. 9. 23. 전국공업고등학교장회 회장 당선, 10월 1일부터

회장으로 취임(2년)

15회 진영철 동문 
함안경찰서장 취임

“경찰 본연의 임무에 충실하면서도 지역 정서를
고려한 치안행정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제66
대 함안경찰서장에 진영철(49·총경·사진) 전
울산지방경찰청 보안과장이 취임했다. 고성 출
신으로 고성 대성초, 고성중학교, 부산기계공고
와 부산외국어대 법학과를 졸업한 진 서장은
1994년 경위로 임용, 서울 방배경찰서 조사주임을 시작으로 경찰에
입문했다. 경찰간부후보 42기 출신이다. 신임 진 서장은 2003년 하
동서 정보생안과장, 김해·창원경비과장, 경남지방청 교통안전계장,
112 종합상황실장 등을 역임했다. 가족으로는 부인 구경희(43) 씨와
1남 1녀가 있으며, 함안 가야읍이 처가다. 취미는 등산이다.

14회 김행곤 동문 
싱글PPM 품질혁신

전진대회에서 
국무총리 표창장 수상

- 동원과학기술대학교 자동차과 
겸임교수 

- (주)한국기술 대표이사

대한상공회의소 싱글PPM 품질혁신
추진본부 주관 2015년 싱글PPM 품
질혁신 전진대회에서 국무총리 표창
장을 받았다.

동문동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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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회 정재송 동문 
12월 기능한국인 선정

‘물칼로 세계를 베다’… 정재송 AST젯텍 대표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인력공단이 12월 ‘이달의 기능한
국인’으로 선정한 ㈜AST젯텍 정재송 대표(만57세). 정 대
표는 유압 관련 고유기술을 바탕으로 반도체 후공정 세정
장비 및 도금장비 분야를 통해 세계에 이름을 알렸다. 레
이저 장비 및 디스플레이 장비 사업으로 영역을 확장, 경
쟁력을 인정받고 있는 42년 경력의 숙련기술인이다. 
정 대표는 고등학교 졸업 후부터 20년 가까이 쌓아온 기
술력을 바탕으로 1995년 젯텍을 설립하고 워터젯 기술을
응용한 ‘부채꼴 워터젯(Fan Type Water Jet) 디플래싱
머신’을 세계 최초로 개발해 이름을 알렸다.
워터젯은 초고압의 물을 바늘 구멍만 한 노즐을 통해 초
음속으로 분사하는 기술이다. 디플래싱 머신(Deflashing
machine)은 반도체 생산 과정에서 발생하는 표면의 이물
질을 물을 분사해 제거하는 장비이다.
정 대표가 만든 디플래싱 머신은 우수 제품으로 해외에서
각광받기 시작했으며, 세계적인 반도체 기업인 페어차일
드, 필립스 등에 연이어 납품을 성사시키며 단숨에 세계
반도체 세정장비 시장을 석권했다.
현재 AST젯텍은 수출이 매출의 약 70% 비중을 차지하고 있

으며, 최근 성진하이메크 인수와 함께 직원 390명, 매출액

1천억 원 규모까지 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 대표는 청년들에게 “최고라고 내세울 수 있는 단 하나의

기술을 반드시 갖춰야 한다”며 “기술인에게 잘 갈고 닦은 기

술 하나는 사회에서 자신을 지켜주는 자신감이 되고, 그 자신

감은 새로운 기술 개발에 끊임없이 도전할 수 있는 용기를 줄

것”이라고 말했다.

2006년 8월부터 시작된 이 달의 기능한국인은 10년 이상 산

업현장 숙련기술 경력이 있는 사람 중 사회적으로 성공한 기

능인을 매월 한 명씩 선정, 포상하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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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회 김영구 동문  
400억 들여 개발 완료·전기분해 방식으로 정화 

유지비용 적어 경쟁력 높아

조선기자재 업체 한라IMS 김

영구 사장(사진)은 22일 “신사

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선박용

폐수처리장치(BWTS)에 지금

까지 400억 원을 투자했다”며

“이를 통해 수천억원대 매출을 올리는 중견기업으로 성장

하는 게 목표”라고 말했다. 한라IMS는 선박용 계측기 분

야 세계 1위 업체로 발광다이오드(LED) 조명 등으로 사

업 다각화를 추진하고 있다.김 사장은 “계측기와 LED로

작년 매출이 400억 원을 넘어섰지만 이것만으로는 비약

적 성장이 불가능하다고 봤다”며 “5년간 연구개발을 통

해 선박용 폐수처리장치를 개발했다”고 설명했다. 선박용

폐수처리장치는 배의 무게중심을 유지하기 위해 밑바닥

이나 좌우에 설치된 탱크에 채워 넣은 바닷물(평형수)을

버리기 전에 정화해주는 것이다. 국제해사기구(IMO)는 평

형수를 통해 다른 국가로 미생물과 오염물질이 이동할 수

있다고 판단해 정화해 버리는 것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추

진하고 있다. 김 사장은 “10월께 IMO 회의에서 의무화

조항이 통과되면 새로 만드는 선박뿐 아니라 운항 중인

모든 선박에 이를 장착해야 해 새로운 시장이 열린다”고

말했다.한라IMS는 최근 제품 개발을 마치고 국토교통부

로부터 승인을 받았다. 한라IMS는 기존 사업 확대와 정

화장치 양산을 위해 최근 경남 김해에 6,600㎡ 규모의

공장을 매입했다. 그는 “조선 관련 리서치 회사인 클락슨

은 향후 BWTS 시장이 약 60조~80조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다”며 “현재 제품 개발을 마친 회사는 세계적으로

20여개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BWTS 가격은 크기 등

에 따라 개당 1억 5000만 원에서 15억 원에 이른다. 

한라IMS가 만드는 제품에 대해 김 사장은 “자외선이나

약품을 사용해 살균하는 방식 대신 전기분해 방식을 활

용하는 제품”이라며 “충분히 경쟁력이 있다”고 강조했다.

자외선을 사용하는 제품보다는 전기 사용량이 적고, 약품

을 사용하는 방식에 비해서는 유지비용이 적게 든다는 설

명이다. 1995년 설립된 한라IMS는 2007년 코스닥에 상

장했다. 지난해 매출 421억원, 영업이익 21억 원을 기록

했다. 

6회 황한길 동문 
제17회 대한민국백제서화공모대전

대상 수상

제17회 ‘대한민국백제서화공모대전’출품 공모 입상작에 대한 휘호대회가 한국백
제서화협회(회장 이현자) 주최로 10월 15~17일까지 3일간 백제의 왕도인 공주에
서 시상식이 거행되었다. 대상에는 6회 황한길 동문이 시상을 하였다. 오시덕 공
주시장으로부터 심천 황한길(오른쪽)(6회, 배관과)이 한문 행초서 부문 대상을 받
고 기념촬영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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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회 공경열 동문 
기득산업이 개발한 ‘수평절곡기’

IR52 장영실상 수상

8회 공경열(경원벤딩공업사/(주)기득산업(주) 대표이사)
동문이 해양플랜드 전문업체 기득산업이 개발한 ‘수평절
곡기’가 2015년 40주차 IR52 장영실상을 수상했다. 
대형 선박은 길이 10~20m, 두께 17~40㎜의 두꺼운 철
판을 절단한 뒤 용접해 지그재그 형태로 만드는데, 용접
부위 불량이 늘 문제였다. 이후 업계에서는 프레스 기기
로 철판을 내려 찍어 두꺼운 철판을 구부리는 방식으로
조선용 철판을 만들었다. 철판은 평평하게 있는 것보다
조금 구부렸을 때 강도가 높아진다. 기득산업은 조선해양
용 철판 프레스 기기를 기존 수직형에서 수평형으로 바
꾸는 데 성공했다. 

이 회사 박성진 차장은 “이번에 개발한 장비는 철판을 수
직 방향으로 성형해야 한다는 발상의 전환으로 지하 공
간을 이용해 후판을 수평 방향으로 성형한다”고 말했다.
박 차장은 “지상형 수직 절곡기에 대한 고정관념을 깨고
치수 정밀도 향상, 생산성 20% 향상, 뒤틀림 감소, 지상
위 구조물 최소화에 의한 공간 효율성 극대화 등 효과를
얻었다”고 말했다. 또 기득산업은 철판 길이 방향 증가에
따른 확장 가능, 안전성 향상, 친환경 성형공정 효과도 나
타났다고 덧붙였다.
프레스 기기를 수평으로 만들 수 있는 만큼 철판 크기에
상관없이 제작·성형이 가능해 시설 투자비를 획기적으
로 줄였다는 평가를 받았다. 기득산업은 2008년부터 생
산설비 40여 기를 연구소에서 자체 개발하는 과정을 거
쳐 2013년 수평절곡기 개발에 성공했다. 연구개발(R&D)
비 총 10억원가량이 투자됐다. 공경열 기득산업 대표는

“경쟁사 대비 높은 생산경쟁력을 확보한 만큼 향후 시장
점유율이 증가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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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회 최상문 동문 
2015년 무역의 날을 맞아 

1천만 불 수출탑과 철탑산업훈장을 수상

최상문 8회 안양지부장 지에스알(주) 대표이사 2015년 무역
의 날을 맞아 1천만 불 수출탑과 철탑산업훈장을 수상했다. 
경기도 광명시 소하동에 위치한 지에스알(주)은 지난
2006년 3월에 창립해 꾸준한 성장을 이뤄 온 중소기업
으로, 휴대폰 및 전자제품에 사용되는 기능성 부품과 특
수테이프, 필름 등과 같은 특수원단을 가공하고 실리콘(액
상 및 고상) 부품을 생산하는 전문 벤처기업이다. 기계공
학을 전공한 지에스알(주)의 최상문 대표는 20여 년간 엘
지전자에서 제품개발과 구매업무를 담당했던 엔지니어링
출신이다. 창립 당시 그는 ‘엘지전자 디스플레이’와 거래
를 시작해 현재 80%의 물량을 삼성의 갤럭시 시리즈, 노
트 시리즈를 취급하는 핵심적인 1차 벤더사에 납품하고
있으며, 나머지 20%의 제품은 엘지전자의 1차 벤더사에
납품하고 있다. 사업부문은 크게 제판사업부, 컨버팅사업

부, 실리콘사업부의 세 영역으로 나눠진다. 제판사업부는
LCD모니터에 사용되는 필름제품을 노광 및 현상해 공급
하고 있으며, 컨버팅사업부는 스마트폰과 태블릿 PC용
백테이프(back tape), 메인윈도우 테이프와 각종 시트를
합지하고 타발하는 정밀가공을 담당하고 있다.
또한 실리콘사업부는 LCD램프 홀더, 자동차부품 및 전자
제품에 사용되는 각종 오링 및 부싱, 캡실리콘 제품 등을
생산하고 있는데, 특히 액상실리콘제품은 중국 전자시장
에 대단위 프로젝트를 준비하고 있는 유망한 아이템으로
서, 까다로운 생산 공정으로 인해 상대적으로 진입장벽이
높아 GSR이 주력하고 있는 업종이다. 지난해에는 220억
원의 매출을, 올해는 300억원의 매출을 목표로 정진하고
있는 GSR은, 삼성전자와 엘지전자의 해외시장 진출에 따
라 생산품의 80% 이상을 수출하고 있으며, 주요 수출국
은 중국과 베트남이며, 폴란드에 진출해 있는 엘지전자 1
차 벤더사에도 계속적인 개발 참여를 추진하고 있다.
현재 개발하고 있는 새로운 제품모델은 올 하반기의 주력
매출 아이템으로서, 올 한해 성장에 상당한 비중을 차지
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이와 함께 신규업체 개발에
도 최선을 다하고 있다. 
좋은 기업이 좋은 사회를 만든다는 지에스알(주)의 최상
문 대표의 지론같이, 자발적인 참여와 봉사정신으로 지역
과 국가 인류사회에 기여해 신뢰받는 기업으로 우뚝 서기
를 기대한다.

17회 이재환 동문, 7천만 불 수출탑 수상

17회 설계과를 졸업한 (주)톱텍 대표이사 회장 이재환 동문이 수출의 날 기
념식에서 7천만 불 수출탑을 수상하는 영광을 안았다. (주)톱텍은 코스닥
상장기업으로 최근에 나노섬유 관련한 매출 성장으로 승승장구하고 있다.





계약학과 (가칭, 산업비즈니스학과)

모집안내(야간 과정)

본 학과는 국가정책(산학협력촉진법)에 따라 

대학수능시험 없이 산업체소속대표, 임직원을 

대상으로 무시험특별전형으로 입학하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입학자격 - 5인이상 고용 산업체 소속된 자(대표이사 및 임직원)
*개인사업장 대표에 대한 조건은 10월 중 미확정 상태

요건
- 창원대학교 해당학과를 통한 입학관련 협약
(등록금 약정 및 협약 : 10월~12월)

- (사)중소기업융합경남연합회 회원사 또는 추천업체 소속 임직원

전형일정 - 협약 신청된 당사자를 대상으로 12월말 또는 1월초 면접

모집인원 - 30명(등록인원 21명 미만 시 모집하지 않을 수 있음)

등록금 - 학기당 2,300,000원(산업체 50%, 학생 50%)

학기 - 4년 과정(경영학사), 야간학과임.

기타문의처 - 창원대학교 경영대학 산업비즈니스학과사무실 T. 055)213-3081

※위 사항은 관련법의 최종고시에 따라 변동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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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구좌 09 0908022 최춘섭 16 1613018 이칠석 17 1709007 이재환
50구좌 06 0601039 전중수 09 0902001 김향곤 09 0905052 고석재 12 1213002 이용재
40구좌 14 1404052 장태권
33구좌 11 1114024 강준구
31구좌 07 0702040 차성호
30구좌 09 0902022 황병득
28구좌 08 0806050 정현오
25구좌 17 1709037 방인복
21구좌 10 1015011 조성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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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1014034 정창희 10 1008030 구광모 10 1006005 이수열 10 1002006 이중효
11 1113054 이영배 11 1106040 문광욱 11 1112004 오봉환 11 1107011 이근호
11 1112010 신달식 12 1202052 김경협 12 1212017 이순기 16 1614032 박철성
16 1614038 김정배 17 1710018 장성혁 17 1715037 정현철 17 1706002 황상규
18 1804042 주승용 20 2008043 김성훈
01 0104020 김용휘 02 0205004 양현수 03 0305004 오근수 05 0505009 김광오
05 0505008 안부훈 06 0602006 박재성 07 707029 김형일 08 811030 박성훈
08 0804012 김기진 08 0809048 진용근 08 0801044 정종훈 08 0801013 윤진근
08 0806016 박주석 08 0804003 최 철 08 0805021 정재송 08 0811034 신용수
08 0813029 진경규 08 0809035 류만열 08 0812023 곽동일 09 0901045 정동락
09 0912048 박승찬 10 1006037 정옥윤 10 1008037 김호경 10 1005010 하상호
10 1014036 김천수 10 1005020 장은주 10 1002023 배석태 10 1008057 정대길
10 1002033 이중순 10 1005018 유천준 10 1008041 김영옥 10 1012002 문승석
10 1013002 정정환 10 1002009 강기환 10 1006014 최동옥 10 1011026 조충호
10 1013013 이진영 11 1115021 유영욱 11 1113024 김태영 11 1107039 김송태
11 1101036 이점수 11 1112039 김용수 11 1106046 정삼모 11 1109009 백선일
11 1104044 이균백 11 1107037 김창규 11 1109016 안 혁 11 1111012 김일배
11 1111018 이해봉 11 1113006 최명흠 11 1113007 김종곤 12 1213003 김주일
12 1215030 박봉경 12 1212001 최기열 12 1210050 임쌍근 12 1207042 노용만
12 1202048 탁용주 12 1215010 김무용 12 1210001 김태봉 12 1212025 남용우
12 1210002 윤진수 12 1206016 정종권 12 1211028 강대성 12 1205042 이광배
12 1208035 허권도 12 1211009 서태열 12 1211030 김준태 13 1307029 유점용
13 1314039 이상명 13 1309043 이기한 14 1414056 박재업 15 1512026 송방철
15 1513004 이동용 15 1514004 정태옥 16 1614009 홍의삼 16 1615015 박학제
16 1603051 조충래 16 1613009 박근식 16 1601049 전오수 16 1601047 양재원
17 1710054 임춘섭 17 1701044 이선목 17 1712027 박종덕 17 1715055 김익수
17 1704003 이형갑 17 1715048 박노식 18 1806034 김유성 18 1812017 김광수
19 1912044 심상정 21 2105033 양 직 23 2307031 김상수 23 2306033 이동하
23 2315011 서희식 23 2303048 박순일 24 2411024 안형태 24 2413004 김태복
24 2413049 장진희 24 2406023 임복규 27 2709007 정윤만

7구좌 11 1107050 안희태
06 0607020 김수명 07 0701029 김호주 10 1011009 최병철 10 1010012 최정환
10 1009051 심재철 10 1006036 김종진 10 1010008 박정숙 10 1004058 이현재
10 1007007 장준홍 11 1113030 오세욱 15 1515047 신재형 15 1515012 김길환
17 1712006 김만성 17 1714019 김종철 17 1703034 박경복 17 1708004 이병도
17 1710022 정성수 17 1705018 조성래 17 1715003 김성호 17 1707057 이정환
21 2104005 조상환 27 2701049 강동건
02 0202006 김의근 03 0303015 김강호 05 0502009 문득철 05 0508001 이구식
05 0508028 오동진 06 0602030 권태근 06 0605031 강귀영 06 0601023 조약래
06 0607023 박말용 07 0703007 정영록 08 0815006 안극섭 08 0803018 최순민
08 0803027 정진호 08 0808004 신외진 08 0809006 김석구 08 0813017 송형덕
08 0811050 김영태 08 0810003 김영호 08 0814049 윤하원 08 0801024 안성균
08 0803025 이재신 08 0812009 정삼술 09 0913056 조성록 10 1006020 신현범

● 동창회비 납부자 명단 | 2015년 3월 1일 ~ 2015년 12월 31일 납부자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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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1012012 조영준 10 1015037 정군석 10 1008052 박중호 10 1010005 남영현
10 1007020 김호용 10 1011023 김규동 10 1001032 유명호 10 1006017 배종주
10 1007046 김장수 10 1003018 양승도 10 1013054 서동국 10 1005027 김홍걸
10 1008009 김동수 10 1009045 진철기 10 1012013 이상배 10 1002019 고상규
10 1004002 정순로 10 1014014 이영건 10 1012053 윤재석 10 1009011 곽삼룡
10 1014039 정호진 10 1015046 박재열 10 1013008 곽종문 10 1003054 류철기
10 1013006 강호행 10 1014008 이동옥 10 1004007 김홍춘 10 1003052 방현석
10 1007005 박주현 10 1010047 김문학 10 1011035 이재구 10 1014030 김장래
10 1014043 윤광열 11 1108015 정윤규 11 1110035 임윤식 11 1112034 김한지
11 1110041 백이용 11 1109057 박재경 11 1103009 김익동 11 1101056 김문천
11 1113022 이선룡 11 1115009 김채국 11 1105001 김선영 11 1105053 황용태
11 1110009 박진기 12 1203017 이찬희 12 1202022 최창규 12 1208041 박옥균
12 1211021 이일수 12 1207050 이일권 12 1209050 남궁담 12 1213033 박재영
12 1209045 유창남 12 1215035 홍병호 12 1206043 서영수 12 1209057 최이우
12 1201029 최재용 12 1206049 정영덕 12 1203039 정형종 12 1209006 김재우
12 1212037 김동찬 13 1314030 장영호 13 1304007 이채덕 13 1307017 정이윤
13 1315032 김종현 13 1303045 박희준 13 1310026 박영대 13 1309041 김재식
13 1309012 조현근 13 1315046 강석점 13 1304013 남선희 13 1303009 박진서
13 1309016 이평열 13 1314014 김 영 13 1315008 김동환 13 1315044 이종필
13 1306023 김해식 13 1308007 손옥진 14 1410057 양희구 14 1408042 강주택
14 1409031 이금재 14 1410023 문인호 14 1403051 박재남 14 1408045 김수복
14 1410008 안용희 14 1410022 위호용 14 1409027 이재구 15 1508020 정재일
15 1507002 류재호 15 1504028 이봉제 15 1507023 정종길 15 1509001 장진섭
16 1609019 손영호 16 1611047 이훈교 16 1615026 김태윤 16 1604039 서희원
16 1609050 장봉근 16 1610022 성호철 17 1713040 구정문 17 1713010 전수호
17 1713016 이형주 17 1708015 최현호 17 1707026 정철우 17 1702014 김용두
17 1701053 이규열 17 1706010 권세진 17 1710033 김영만 17 1706049 김자운
17 1704049 배재일 17 1713032 차영복 17 1702045 정순필 17 1706028 박철수
17 1713025 황규부 17 1705042 하진성 17 1714055 김창섭 17 1702020 박준수
17 1713050 안희태 17 1712038 서인종 17 1709028 김영욱 17 1701031 한천수
17 1715019 윤한규 17 1713015 오윤택 18 1814034 방용식 18 1802046 김진수
18 1811027 차기수 18 1801050 이재화 18 1809029 박태갑 18 1810032 서무성
18 1808003 배근한 18 1809021 황인복 20 2004032 차동입 20 2007012 김종희
20 2004053 조성화 21 2115030 김영욱 21 2109055 이승희 21 2107034 김해철
21 2110037 정병호 21 2105053 안병환 21 2104052 유승훈 21 2113015 이점만
22 2213002 김효용 22 2212017 박준석 23 2302006 김승철 23 2307013 김승태
23 2301031 이철규 24 2413045 강기원 24 2402047 김진성 25 2503031 서재억
25 2504034 강동율 26 2609048 박형기 26 2612010 백민곤 26 2613013 박종현
26 2611006 설언동 26 2612006 이찬기 26 2606045 한석원 26 2614035 안동진
26 2612034 김상국 27 2709034 김명중 27 2712031 김동규 29 2905050 최창균
30 3004036 윤용태 35 3507012 박봉한
01 0104027 김만규 08 0807052 김명환 10 1015029 장근준 10 1013036 정홍진
10 1005025 성동열 10 1006053 이정용 10 1003049 황석식 12 1215044 신용철
12 1208023 최종현 13 1311052 김경식 15 1513050 최병안 15 1510047 이승기
15 1515028 최임근 15 1514045 김홍중 15 1506013 변주섭 17 1704001 김종문
17 1715006 신현창 24 2413033 지창범 25 2505005 노재민
01 0105015 이철규 01 0105021 홍정희 02 0204001 이용판 05 0505026 최성덕
05 0506034 김정호 05 0506029 김용학 05 0508027 강예경 05 0507033 박병수
05 0506036 송동찬 05 0505020 박수병 05 0506012 이철문 05 0502024 이근우
05 0505019 김동환 05 0505027 김원찬 05 0508011 김덕길 05 0506026 한웅수
05 0507009 안도곤 05 0507011 이상근 05 0501025 이효만 05 0505010 서수길
05 0502005 신대수 05 0506007 정기영 06 0603016 서병조 06 0605026 정명진
06 0602029 김하영 06 0601004 강병구 07 0705035 이수록 07 0701026 김종인
08 0812049 황상석 08 0811027 김석준 08 0804029 이종문 08 0806008 이학용
08 0811048 정진성 08 0813025 김기만 09 0914012 김병영 09 0903056 박이환
09 0914037 김응덕 09 0904028 오근석 09 0908004 성태근 09 0908009 배종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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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 0911045 류순복 09 0905035 정운곤 09 0915022 이점섭 09 0912008 양광윤
10 1001044 양기보 10 1006010 지준우 10 1002021 강원기 10 1004056 김지왕
10 1015044 김병수 10 1013005 이오석 10 1012030 서진학 10 1012001 이상균
10 1010033 최중식 10 1005019 장영덕 10 1008015 양경열 10 1010025 임재철
10 1012042 김판근 10 1002025 임춘택 10 1009013 문병철 10 1008013 강종표
10 1015030 이상순 10 1013046 박홍주 10 1006041 차상중 10 1001055 조용문
10 1014041 노재민 10 1011010 김화기 10 1007024 김근오 10 1001026 주우식
10 1003020 김현수 10 1004057 이병호 10 1007015 김용만 10 1007037 강성구
10 1007041 강병훈 10 1009003 임병호 10 1013035 박평운 10 1015016 박용문
10 1015018 이상용 10 1012045 이헌동 10 1001051 홍승교 11 1103023 양용배
11 1113043 김성근 11 1112031 전천석 11 1115045 배정로 11 1106038 강수곤
11 1112035 성원경 11 1106015 고진성 11 1102039 이효열 11 1112001 김계식
11 1102010 문상석 11 1114023 이종본 11 1111005 김원섭 11 1106047 윤선규
11 1108018 최호현 11 1111028 문우길 11 1112032 정연대 11 1103047 전영남
12 1201043 윤명원 12 1210012 김동주 12 1209018 제해덕 12 1205003 신광호
12 1211005 강학만 12 1212033 이만순 12 1208004 이기회 12 1210017 곽희종
12 1214008 강철희 12 1205053 안진수 12 1213023 손경철 12 1207040 안동수
12 1206024 정특화 12 1214017 최봉민 12 1212006 서성곤 13 1314051 김인제
13 1308039 김익수 13 1314036 김광호 13 1304034 김병수 13 1314025 황용철
13 1307023 이석주 13 1302009 이봉석 13 1305032 유춘근 13 1303056 권해진
13 1301050 정태회 13 1301004 송동학 13 1307007 이용수 13 1308018 권광수
13 1302010 권혁범 13 1314034 최성진 13 1304006 김태수 13 1305056 공효규
13 1309003 김용형 13 1309019 김성우 13 1305016 김현택 14 1402048 이태재
14 1412022 김종철 14 1409052 이원출 14 1414038 박용성 14 1406038 정영일
14 1401027 여영국 14 1415002 이봉권 14 1406023 강능규 14 1409007 정희화
14 1409045 김상곤 15 1513017 심종화 15 1504035 이영주 15 1512010 문을석
15 1512003 이기세 15 1508052 이호준 15 1511007 오경호 15 1502022 여승익
15 1511026 최희섭 15 1513032 김호영 15 1505053 최부훈 15 1508033 이진호
15 1506034 권광호 15 1506012 신석동 15 1508042 임성섭 15 1512032 이관호
15 1512021 김춘호 15 1505032 정현태 16 1609049 곽남민 16 1608053 이흥원
16 1611026 김현호 16 1602032 정재해 16 1602051 하강섭 16 1612026 서상식
17 1701034 권영태 17 1704047 김길곤 17 1712010 임경만 17 1705028 문치훈
17 1701035 홍수성 17 171305박 박준묵 17 1707011 박경태 18 1805004 주한희
18 1809008 양선용 18 1803008 이외철 18 1803016 박진규 18 1814055 이부원
18 1809053 박정식 18 1814004 예재운 19 1906032 조종민 19 1913050 최홍석
19 1906035 정찬규 19 1915029 박희준 19 1904035 허 경 19 1902034 김종한
19 1902026 노중현 19 1911018 최규현 19 1913016 전주현 19 1910009 박무희
19 1902015 남일권 19 1909035 조인호 19 1902006 김성배 19 1911034 송성조
19 1912035 김승연 19 1914033 박성숙 19 1914053 김동화 20 2015052 정주태
20 2002019 이동욱 20 2007016 강정훈 20 2006021 윤후철 20 2010014 김 일
20 2015-06 장길희 21 2104045 김현수 21 2104031 정일수 21 2105003 박홍호
21 2103016 구대형 21 2103049 권오병 21 2113010 천경호 21 2107031 안병석
21 2109054 박창대 21 2110026 홍진이 22 2204030 강경모 22 2202003 조삼래
22 2212041 장남식 22 2202028 이영화 22 2209040 김민기 22 2205015 강성곤
22 2211022 고광득 22 2215035 추석종 23 2312043 염창영 23 2312019 박순옥
23 2313015 고상철 24 2410020 이상화 24 2402031 최영권 24 2407037 염종섭
24 2413034 고우석 24 2415038 이동호 25 2513035 남도형 25 2513041 송재원
25 2504024 박승욱 25 2503012 이래찬 25 2509008 조종열 26 2612044 박부승
26 2603012 김건동 26 2610038 도현국 26 2614037 배태환 26 2604023 허진수
27 2711012 김형진 27 2702036 김정운 27 2703002 김충환 27 2711013 신대훈
28 2814003 김상겸 28 2808012 이한철 30 3011042 정상종 32 3210029 이대성
32 3210026 오승환 33 3305021 오동국 33 3313012 김지홍 34 3411013 김종헌
34 3402020 박성권 37 3707025 이찬영 37 3714009 김진우 37 3704028 전성규
42 4208014 김효재 42 4204001 고영우 42 4204018 원현준
03 0301026 이동극 05 0504021 문홍조 05 0502027 서재욱 05 0503019 김종만
05 506019 한봉화 05 0507032 박은실 05 0508025 백죽엽 06 0608030 최영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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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 0703037 장지록 07 0702047 이우환 08 0806001 박주옥 08 0806052 송선근
08 0802038 김성표 08 0805048 김의현 08 0812045 김동춘 08 0806006 유상범
08 0811015 오언택 08 0806018 장수룡 08 0806022 정연일 09 0909050 신영화
09 0905050 양서규 09 0911031 유구열 09 0903030 김현준 09 0901052 배종용
09 0907007 전상국 09 0912024 황재천 10 1002001 정병철 10 1015045 최규택
10 1012043 임성춘 10 1014042 임성철 10 1012019 노경우 10 1013050 정오연
10 1011030 최병락 10 1013042 곽은석 10 1002044 권오성 10 1002018 장기석
10 1007051 김길종 10 1014033 류순철 10 1014012 송하종 10 1010022 정장섭
10 1003056 나학주 10 1011051 이창엽 10 1013056 안 혁 10 1011007 김동식
10 1004040 최근동 10 1010037 김순진 10 1011017 김재희 10 1005013 이상동
10 1007018 손상익 10 1003025 송덕룡 10 1013032 현성호 10 1006001 이병태
10 1002037 김시호 10 1001007 김달성 10 1003055 정진호 10 1007013 황용환
   10 1007058 문금식 10 1008038 김재찬 10 1009015 조진배 10 1009037 조양상
10 1007045 이규열 10 1010048 김우진 10 1014001 진호구 11 1111038 이용호
11 1113039 임이규 11 1109043 장권섭 11 1111045 김영권 11 1113036 김경신
11 1102025 김득규 11 1102035 이용두 11 1106005 서일식 11 1106058 방인수
11 1109018 김용진 11 1108013 권상신 12 1214012 이수희 12 1204043 이상무
12 1207056 박인권 12 1210007 이왕하 12 1201040 송명호 12 1205026 백운수
12 1209010 김용수 12 1209003 홍상헌 12 1212029 김택수 12 1214031 정순학
13 1310046 강창원 13 1312030 최은호 13 1315022 최연도 13 1304021 김운철
13 1301030 강일영 13 1301006 권수오 13 1304035 강순근 13 1305004 오민세
13 1302032 김용호 13 1313014 손병진 14 1409014 오정환 14 1410030 장현탁
14 1414016 박찬훈 14 1413010 정광조 14 1408010 김행곤 14 1405033 김상호
14 1403013 여종한 14 1408052 정기철 15 1503029 양대갑 15 1513026 강창동
15 1511042 이영훈 15 1509030 김태현 15 1510032 이상민 15 1514012 김용석
15 1509036 인진태 15 1509003 김충식 15 1509035 이영한 15 1508046 김성연
15 1511052 허동해 15 1512053 김용환 15 1506041 차만식 15 1512016 변태현
15 1506027 김진수 15 1513043 한천수 15 1510039 정성현 15 1503051 민장식
15 1508039 신병철 15 1508041 유한덕 15 1508045 김일안 15 1509055 이광효
15 1510011 이용경 15 1510028 손우영 15 1510038 김진문 15 1512019 정영철
15 1512031 류종섭 15 1515018 노명고 16 1607051 이승도 16 1606046 정진찬
16 1607008 유병출 16 1613045 김봉수 16 1608054 남종희 16 1607054 박용석
16 1612017 홍성탁 16 1604024 이종한 16 1608006 이종섭 16 1608038 서양환
17 1705038 이흥근 17 1708057 정원용 17 1702051 홍석규 17 1711038 차현주
17 1712046 이진우 17 1709032 김덕수 17 1712035 허완시 18 1809012 홍백락
18 1815039 이영수 18 1815015 배점수 18 1809028 한영철 19 1901007 김명욱
19 1911014 이도원 19 1913021 김철식 19 1905026 이수일 19 1906045 하창명
19 1912018 최상석 19 1906017 양기협 19 1913035 최진길 19 1913027 이형철
19 1913014 전한명 19 1911051 이광준 19 1906015 이진석 19 1903053 이인석
19 1906033 심영일 19 1903027 한승수 19 1911005 엄만봉 19 1904029 김종권
19 1901043 정인철 19 1915019 조정흠 20 2012007 최문수 20 2004037 정경훈
20 2002056 박동조 20 2001039 서문철 20 2013001 박호기 20 2015030 길연석
21 2107014 정원상 21 2110018 최진권 21 2112031 정승모 22 2211047 이헌길
22 2202002 신용욱 22 2208028 김호진 22 2208009 이상길 22 2209030 성창용
22 2207015 김종호 23 2304024 원주식 23 2302046 고재일 23 2306044 최대봉
23 2307046 이성윤 24 2411006 신균태 25 2503021 김봉열 25 2515033 김영길
26 2609008 김봉주 26 2601045 강기훈 26 2611028 전현호 27 2701002 이성배
28 2811046 장성일 29 2910007 권종수 31 310052최 배성기 33 3306028 윤충원
35 3501008 김택균 35 3501019 윤덕용 36 3611006 김성문
01 0102006 정인식 01 0104013 이상부 01 0101018 김문수 01 0101012 김수홍
01 0101006 변석갑 01 0104024 오성주 01 0103020 장윤규 01 0102017 김광식
01 0104012 어재선 01 0103006 김성재 01 0102022 정영효 02 0202004 윤학현
02 0201009 김문구 02 0204025 이순호 02 0204005 박언세 02 0203006 문익주
02 0202008 정선일 02 0202013 이선망 03 0302022 이흥도 03 0303002 서종수
03 0301013 강구봉 03 0305007 이판수 04 0403002 최광재 04 0405007 오상진
04 0403018 백순삼 04 0499024 김영철 05 0505007 문덕준 05 0503024 고성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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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 0501012 오성훈 05 0506021 김성식 05 0504006 임근호 05 0507002 구윤덕
05 0503030 김부경 05 0504023 박노활 05 0501037 이영배 05 0502017 조중래
05 0501017 진원태 05 0501035 황길호 05 0505028 예석수 05 0501005 황철환
05 0501011 김용필 05 0501007 윤한재 05 0501030 임정길 05 0501031 김형수
05 0501033 김 일 05 0502029 이희건 05 0502032 강위수 05 0503004 마영준
05 0506015 정소규 05 050630 박  정 05 0506005 강동수 05 0507025 김창래
05 0506030 박  정 06 0605016 김유겸 06 0601015 홍인욱 06 0606034 이종복
06 0603013 정만수 06 0602040 임종복 06 0601018 이창렬 06 0602018 표세균
06 0601014 강영은 06 0605014 한수택 06 0606015 이상현 06 0604035 김작지
06 0603009 김덕만 06 0606009 문정선 06 0605011 이상칠 06 0605020 이해득
06 0605037 이선재 06 0607012 김명길 06 0603021 이정렬 06 0605015 이양희
06 0602024 국춘원 06 0607032 조휘섭 06 0602015 최현호 06 0601001 박회선
06 0602028 김영수 06 0606007 신기찬 06 0603027 윤석중 06 0606004 김성기
06 0605010 김윤열 06 0608007 공상규 06 0606019 강호석 06 0604026 김형규
06 0601028 백성혁 06 0601036 김영목 06 0601024 이진평 06 0603020 김규호
07 0702009 김영태 07 0702044 정정길 07 0706009 정영렬 07 0702049 김해연
07 0706033 신유식 07 0705031 김충욱 07 0703001 최태경 07 0702031 김대겸
07 0703016 임영호 07 0701011 김석환 07 0702008 이창우 07 0702032 김외호
07 0704004 강상식 07 0701043 김보환 07 0799018 허경동 07 0704038 한성구
07 0701021 차화준 07 0704027 윤강조 07 0701047 김대윤 07 0706036 박영택
07 0702019 조근수 07 0706034 우한진 07 0702039 이윤수 07 0702037 백남달
07 0704041 김채진 07 0701014 김진수 07 0702001 권기철 07 0705023 서주영
07 0706018 이성용 07 0702026 박태화 07 0703014 김관식 07 0706013 김인수
07 0707037 성재규 07 0705034 노해석 07 0704028 이천석 08 0803056 이홍순
08 0814054 정창생 08 0813047 박준화 08 0807049 공진군 08 0805019 김소식
08 0804049 이순립 08 0804051 이규삼 08 0815018 신현정 08 0810013 신영호
08 0802051 강민석 08 0815010 이우달 08 0810041 김영관 08 0801008 하대일
08 0801058 김재근 08 0804028 임유택 08 0814042 조용관 08 0812056 이재만
08 0814004 이근희 08 0811013 김경수 08 0806026 김영학 08 0801032 주쾌식
08 0812025 최무윤 08 0808023 김기락 08 0813016 김재권 08 0803047 박성규
08 0807053 조성열 08 0804023 이주희 08 0803015 문성곤 08 0806013 김영곤
08 0810037 정창진 08 0812050 정성열 08 0803049 강병열 08 0805013 김기태
08 0803014 김만곤 08 0813046 김철수 08 0804032 박광식 08 0811039 이진호
08 0808030 한창구 08 0815021 이성훈 08 0804026 방중배 08 0808049 박동민
08 0810020 곽정환 08 0806011 조상근 08 0802015 김영만 08 0803006 이광섭
08 0806034 정택화 08 0815047 김종근 08 0801022 조현술 08 0811003 이상업
08 0812034 김단현 08 0814032 오정택 08 0803057 유승조 08 0801023 이부섭
08 0802020 배병권 08 0806030 김용권 08 0807031 구광수 08 0809014 김중철
08 0803040 김진극 08 0808025 김주봉 08 0814043 신종욱 08 0814034 오후기
08 0812021 김윤기 08 0803022 김문성 08 0805045 문승학 08 0807011 이효환
08 0807014 주태원 08 0808028 강옥수 08 0810034 박이걸 08 0810048 김국현
08 0813030 신익수 08 0813033 이명환 08 0813049 최석수 08 0814044 손덕수
08 0815043 최홍대 08 0815045 이해균 08 0809038 김용진 08 0802008 황해구
08 0809041 김재기 08 0801042 김용명 08 0802033 김문현 08 0811024 정찬교
09 0913042 김문철 09 0913039 김일두 09 0903008 이길수 09 0914044 김복겸
09 0904001 임대욱 09 0911011 우종수 09 0913049 박철권 09 0912002 최철곤
09 0903015 이 철 09 0909034 김재경 09 0903029 김춘섭 09 0905005 김종연
09 0901040 김영식 09 0905043 권성렬 09 0910033 심기성 09 0902019 김현규
09 0914038 정경태 09 0901016 이성희 09 0905028 최원택 09 0902012 전영구
09 0905023 노학문 09 0910040 전동수 09 0906034 박춘원 09 0905014 권오운
09 0907027 신세용 09 0910016 김상영 09 0906024 신영우 09 0906019 양정식
09 0915034 박성규 09 0907040 박순석 09 0908045 김광하 09 0914032 박영규
09 0902033 김영철 09 0904056 김준연 09 0905040 윤용한 09 0911040 김성수
09 0913025 고영주 09 0913037 박동철 09 0906047 강명돌 09 0909006 홍순표
09 0913026 최창일 09 0901053 윤병성 09 0910054 이종권 09 0914016 최상일
09 0914040 진봉선 09 0915052 김은수 09 0912051 백남도 09 0902050 서명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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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 0911022 유상선 09 0915014 최부림 09 0908005 곽병희 09 0910003 송승호
09 0914047 진규목 09 0906041 박찬엽 09 0910051 송인영 09 0909033 박무범
09 0901030 이상문 09 0914004 강인식 09 0911057 음세진 09 0911009 김부균
09 0907024 이현우 09 0908012 차광현 09 0908002 성대경 09 0906031 강진철
09 0908014 조기준 09 0904016 신주섭 09 0903034 김만근 09 0913048 백남금
09 0902049 최삼출 09 0907008 김병광 09 0907047 권창수 09 0910037 심재환
09 0913047 이상수 09 0913050 배남부 09 0913053 배재윤 09 0914014 김 철
09 0915040 김황운 09 0914029 김병억 09 0902004 오동근 10 1003023 강채훈
10 1009040 오세진 10 1012032 전병익 10 1003046 전병식 10 1004032 류지웅
10 1010032 백영만 10 1014018 변석환 10 1003036 서동준 10 1001031 박기영
10 1005023 박승하 10 1001035 김병일 10 1013009 김봉권 10 1011043 박용남
10 1004038 장태영 10 1003021 고동선 10 1003010 임종호 10 1004017 김평도
10 1008039 박영복 10 1010029 이종광 10 1006047 이철규 10 1003001 오상섭
10 1003011 김춘식 10 1005008 정학종 10 1002005 이영우 10 1002013 이문갑
10 1004046 유달근 10 1010041 김동진 10 1010011 백동기 10 1011033 박남성
10 1014057 임길환 10 1010058 어민수 10 1002020 정태영 10 1010051 오장근
10 1005051 전병택 10 1008050 박창윤 10 1012011 박정균 10 1002054 임동기
10 1015040 이재신 10 1015020 신환섭 10 1002052 김병설 10 1014013 김형수
10 1013037 김용복 10 1014055 김종상 10 1012020 이상식 10 1005033 오영근
10 1009016 손현웅 10 1013055 이동춘 10 1014027 김재일 10 1004016 박광율
10 1010035 이호재 10 1014005 이한원 10 1009001 황  진 10 1004034 김도균
10 1011008 윤병우 10 1003022 김범래 10 1001023 김종찬 10 1003041 신현찬
10 1002022 권기옥 10 1005012 여준모 10 1002015 이상호 10 1003048 이태헌
10 1008029 조경현 10 1010009 조동석 10 1014006 이병로 10 1004029 허대유
10 1007008 서봉환 10 1014046 안동흥 10 1010024 서응수 10 1009046 정진호
10 1002014 김종원 10 1006012 송주용 10 1008017 이흥구 10 1001057 김종규
10 1002031 이익희 10 1003015 이황영 10 1004013 강순준 10 1004019 주동원
10 1004022 구의회 10 1004053 문병문 10 1005014 김태욱 10 1006013 오진희
10 1006023 이병주 10 1006040 김병곤 10 1008025 전엽수 10 1009019 공광규
10 1009048 안재덕 10 1011031 김기대 10 1011056 임춘석 10 1012015 오화성
10 1013001 이현구 10 1013010 조정선 10 1014053 김재욱 10 1015002 이광노
10 1015014 조근래 10 1015041 신광환 10 1015049 이윤식 10 1015052 이철호
10 1015055 임학수 10 1099035 류윤영 10 1099048 권기용 10 1005009 정병하
10 1004021 김진한 10 1002026 신성하 10 1099019 김용환 10 1013012 박대환
10 1012005 김경윤 10 1015013 이효성 10 1012044 성훈경 11 1111035 서대봉
11 1115043 강래철 11 1109032 주웅일 11 1105024 손민기 11 1111025 김성환
11 1109020 주영태 11 1110034 최영태 11 1101059 김억환 11 1104054 박희정
11 1112055 박춘호 11 1103017 이상연 11 1104022 손만용 11 1112027 박현웅
11 1104035 안수철 11 1102057 최수식 11 1112020 성백구 11 1115031 옥기종
11 1111027 김타곤 11 1110013 성홍국 11 1115019 정화섭 11 1111008 정철규
11 1114052 함영선 11 1112028 김찬일 11 1107012 김동윤 11 1112011 강휘석
11 1109040 안세곤 11 1114022 이귀봉 11 1104046 국형호 11 1114031 이승화
11 1113033 최동익 11 1111055 남상칠 11 1109025 정재운 11 1107034 김정영
11 1105044 김한식 11 1113009 서영신 11 1105007 임인교 11 1101001 유철재
11 1114035 오세준 11 1104057 하성룡 11 1101058 박두곤 11 1102048 김한곤
11 1103018 이종두 11 1104016 김남섭 11 1106016 조공현 11 1107029 김기철
11 1108005 황헌연 11 1109002 윤인구 11 1109046 하일호 11 1111006 이세진
11 1112022 한덕수 11 1104024 정봉길 11 1111033 최정학 11 1109019 김종득
11 1106004 고재승 12 1204054 이준호 12 1212003 손석근 12 1211056 김성주
12 1201008 박원주 12 1201041 이호근 12 1207001 양용철 12 1201054 김태종
12 1206046 이우면 12 1201016 이호봉 12 1204045 지영태 12 1206007 이석원
12 1212042 이수홍 12 1203044 이광범 12 1209028 양온규 12 1213029 태남석
12 1202034 강신필 12 1203012 이상갑 12 1204042 김종환 12 1207003 박종수
12 1201044 노인호 12 1208007 김장훈 12 1206022 박종화 12 1208026 한병삼
12 1210043 김원배 12 1201010 이칠호 12 1204010 이한신 12 1210040 서광수
12 1211013 박성락 12 1207013 강재신 12 1206028 류종목 12 1203010 이우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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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1211015 류상현 12 1212049 최홍열 12 1210019 이종수 12 1214051 노요섭
12 1201009 박천석 12 1214028 임연하 12 1206050 정팽진 12 1207007 하병철
12 1205049 김명실 12 1213010 이승주 12 1202040 양호명 12 1214016 조상민
12 1211001 이갑용 12 1213048 정도경 12 1211027 조길용 12 1202032 김형환
12 1211050 원계복 12 1208005 문병근 12 1204049 오용범 12 1206025 정진섭
12 1206026 김성환 12 1209036 양진근 12 1201012 김동하 12 1202011 김준식
12 1202036 이기룡 12 1203041 김종명 12 1204001 김상화 12 1204014 김영보
12 1205006 김성하 12 1205057 김귀곤 12 1206015 임영록 12 1209016 김병열
12 1209019 김기재 12 1209024 조희상 12 1210005 정진영 12 1210036 문진호
12 1210037 장후식 12 1210044 김이주 12 1211029 송길수 12 1212044 이창길
12 1212121 최낙고 12 1213013 이상현 12 1213021 김종만 12 1213032 정권화
12 1213040 원창구 12 1214035 이학근 12 1214044 정성일 12 1215016 이근태
12 1215022 윤기현 12 1215041 이영환 12 1202025 김명한 12 1204015 이호구
12 1202058 김정호 12 1203032 하수용 12 1211023 황수천 12 1202044 김승철
12 1201013 박창열 13 1307033 조여주 13 1305038 장세선 13 1305050 박윤배
13 1315011 김길영 13 1308032 강승원 13 1302007 박성진 13 1301015 이경철
13 1311051 반성권 13 1311009 곽정우 13 1306018 한찬수 13 1310055 임윤효
13 1313032 김평연 13 1302033 선승규 13 1306039 권진석 3 1303023 조성범
13 1313009 박희준 13 1302052 심정원 13 1304025 김종문 13 1306045 이상인
13 1303018 이돈섭 13 1307041 유보희 13 1304055 이동안 13 1311029 안계준
13 1301044 조상현 13 1303001 김경철 13 1309053 신남선 13 1303036 이춘기
13 1302043 오광열 13 1311053 이정수 13 1305052 강금주 13 1308011 박현기
13 1308043 고태용 13 1314057 임철건 13 1314009 간진식 13 1315026 김영주
13 1311043 조연호 13 1311012 서석원 13 1313052 김기조 13 1307043 윤상찬
13 1305041 백수인 13 1302017 장중철 13 1307022 김명오 13 1312006 유영록
13 1310042 조진국 13 1304054 권용석 13 1312022 서도석 13 1314048 윤옥석
13 1301012 천광윤 13 1306044 김선용 13 1314042 김형균 13 1307015 강광민
13 1305031 이경수 13 1311023 신용덕 13 1312053 하재환 13 1310030 김천호
13 1303033 조영선 13 1309056 윤남중 13 1312012 김상동 13 1312028 우한명
13 1312040 박민철 13 1313029 박주삼 13 1309002 박승희 13 1306053 조경흠
13 1310024 박인식 13 1302049 박형길 13 1306036 이현정 13 1308038 황재민
13 1302021 김태준 13 1307013 최상익 13 1307020 송영철 13 1309011 최기석
13 1309052 류길희 13 1311028 김종호 13 1312034 진성정 13 1314043 강지권
13 1314045 김태곤 13 1314056 류성규 13 1315025 정호영 13 1305035 김영형
13 1307028 배준선 13 1312027 김창수 13 1305053 김성기 13 1310053 이희만
14 1403039 이근영 14 1404004 윤일현 14 1405024 장일권 14 1415044 하성일
14 1403002 양흔목 14 1412052 박광열 14 1407042 김홍구 14 1405013 이강호
14 1412014 이승래 14 1408033 천창열 14 1412027 신희화 14 1410012 오형곤
14 1403035 김순진 14 1413038 김효철 14 1402013 이상열 14 1402009 황영식
14 1407049 윤종훈 14 1409058 박한규 14 1414021 강광열 14 1411017 김동호
14 1414046 서주열 14 1414028 김규천 14 1413024 이장석 14 1411012 김중태
14 1409048 김영민 14 1410051 박도현 14 1411011 박도진 14 1414003 안희석
14 1411032 정의도 14 1402034 구봉근 14 1414053 박재근 14 1406044 조경환
14 1406041 김헌제 14 1408051 고민철 14 1412041 남성규 14 1414033 주재석
14 1402035 한은우 14 1408036 김기용 14 1404030 김연원 14 1410048 박운천
14 1411034 우영욱 14 1402022 임영택 14 1414054 김회길 14 1403014 박영흠
14 1409019 조무호 14 1403048 장장수 14 1407005 김종수 14 1411043 최종배
14 1411013 임기중 14 1408032 우경섭 14 1412042 김덕진 14 1413007 정형규
14 1402025 정홍식 14 1401051 조성신 14 1413035 김수동 14 1408008 박우준
14 1403041 강성수 14 1407004 김일건 14 1401008 강홍석 14 1413048 신규환
14 1401049 김대영 14 1413033 윤웅준 14 1401002 이태섭 14 1405018 이상환
14 1405037 정병학 14 1406039 김기주 14 1407011 곽병진 14 1408019 이재현
14 1408039 문경식 14 1408044 우봉환 14 1408049 김윤보 14 1409022 지영기
14 1410003 김은섭 14 1411041 정진곤 14 1411045 박운종 14 1413004 신영철
14 1413005 장인원 14 1413039 고윤호 14 1408053 이인혁 14 1409004 신현규
14 1410037 유상봉 14 1405045 배석수 14 1401053 김호동 15 1511013 권혁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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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1511036 김경석 15 1515043 강삼석 15 1515046 김기현 15 1510043 최만호
15 1504050 유상열 15 1512054 사순기 15 1514028 박진현 15 1506046 최희원
15 1505022 배종원 15 1512015 강명근 15 1504054 박재희 15 1502049 박희성
15 1508037 김환영 15 1508035 최상곤 15 1506029 최재용 15 1511047 김희중
15 1509024 장용익 15 1510045 정용우 15 1502033 김창원 15 1511041 진영찬
15 1599078 강기준 15 1504034 박철완 15 1515005 김유경 15 1507013 김재현
15 1507005 김석문 15 1510022 권정민 15 1503037 양태원 15 1514049 황원복
15 1513001 김경상 15 1509034 허우련 15 1513030 황호현 15 1515039 김태석
15 1511033 허재입 15 1508002 김종부 15 1501010 최재식 15 1509050 김정훈
15 1513011 정명호 15 1504006 이세기 15 1513047 김성식 15 1512025 최장식
15 1502053 장특종 15 1513025 염동재 15 1501049 선성규 15 1503013 김종만
15 1501051 박내춘 15 1511029 안민영 15 1506025 양효동 15 1511015 김종화
15 1512030 이상철 15 1507035 배정선 15 1513041 서경렬 15 1509047 이재수
15 1509052 차영수 15 1512044 김길수 15 1504041 변종필 15 1507030 차정석
15 1508016 주종찬 15 1508019 김익상 15 1508028 예병찬 15 1509007 박기철
15 1509020 송석현 15 1510012 강석연 15 1510037 박용규 15 1512045 이우형
15 1513054 박영대 15 1514020 이재범 15 1514050 김용운 15 1508051 박종화
15 1509027 천우룡 15 1512042 한상윤 15 1508014 정종일 16 1610048 김홍섭
16 1610040 김기은 16 1608031 김세철 16 1614046 정대근 16 1604018 최은석
16 1603043 류두현 16 1605042 홍석주 16 1609008 김인상 16 1609022 박종복
16 1613037 박재덕 16 1609016 김현영 16 1614003 정기진 16 1614026 성용만
16 1605006 황석일 16 1601042 지성기 16 1601041 박동훈 16 1604005 백광용
16 1605001 황길동 16 1606047 심재성 16 1611045 한정호 16 1605030 홍종석
16 1608025 홍용화 16 1606039 김태정 16 1607042 임재명 16 1608013 이규재
16 1615033 이영배 16 1611012 권기성 16 1614033 이명호 16 1612010 하상필
16 1608037 최춘택 16 1613013 전병우 16 1614050 박상규 16 1606040 김영현
16 1615008 이양환 16 1613034 이상구 16 1611035 서진호 16 1609052 정규동
16 1614037 김민기 16 1610009 김병찬 16 1615052 양해근 16 1615007 강관석
16 1608050 김삼수 16 1611051 김선태 16 1613016 김영길 16 1607036 노재근
16 1609037 오학근 16 1612003 임병준 16 1603021 전정일 16 1607019 정두권
16 1610032 조대규 16 1602017 김재경 16 1613028 김성호 16 1615021 김종수
16 1603008 하윤종 16 1604026 탁현대 16 1608011 전재홍 16 1606017 이유식
16 1609047 김승만 16 1612035 차순호 16 1613040 정욱수 16 1614031 황성환
16 1608005 정성삼 16 1602015 문성진 16 1610024 손부원 16 1606036 김현호
16 1612027 박석찬 16 1612051 안충열 16 1614004 한광희 16 1601024 최성식
16 1602011 한원조 16 1603007 서정표 16 1606004 김창현 16 1608016 오거성
16 1608042 김문석 16 1608045 유동광 16 1608051 김재준 16 1610002 양광석
16 1610005 김종혁 16 1610046 조규순 16 1610056 전창규 16 1611001 김원준
16 1611043 방충식 16 1612002 박상필 16 1612005 손웅렬 16 1613012 박승용
16 1613033 전대중 16 1604015 남구운 16 1608004 도경수 16 1613004 김해연
16 1606042 이교창 17 1712037 임종호 17 1715027 정동현 17 1707018 김성환
17 1706051 강신원 17 1713051 최관식 17 1712051 황상문 17 1705009 안채열
17 1705016 임종석 17 1713027 심기수 17 1706006 안철환 17 1706020 김병환
17 1709018 홍동식 17 1710029 이청희 17 1715016 유두한 17 1715020 이명수
17 1705029 정종영 17 1710002 오경익 17 1704013 경종균 17 1709050 장찬호
17 1704042 박경식 17 1701043 정인석 17 1712023 박정곤 17 1713030 박한식
17 1713013 김양곤 17 1701039 이종철 17 1711007 박칠용 17 1709033 박종문
17 1701004 이준호 17 1713043 하성목 17 1704057 장신도 17 1714007 유동우
17 1712043 정규환 17 1710034 박상수 17 1714004 천민호 17 1711055 천정기
17 1706025 박필웅 17 1707036 황인주 17 1709057 김태균 17 1706022 이종훈
17 1711046 홍광현 17 1707049 이인규 17 1704040 정세관 17 1705013 박경식
17 1711008 김봉수 17 1715015 연상우 17 1715039 한홍철 17 1715009 홍용식
17 1704026 조태래 17 1709051 김광영 17 1713045 변양식 17 1714058 박두주
17 1701020 박효열 17 1704024 공대식 17 1703018 손광락 17 1709036 심진철
17 1701024 백종우 17 1702050 김종봉 17 1709010 박경훈 17 1708008 김해관
17 1709020 이홍우 17 1705015 조현수 17 1701051 박일 17 1702037 박주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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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1711050 엄수현 17 1714051 오세원 17 1714001 이채민 17 1703025 강학범
17 1706043 안현국 17 1701049 이문희 17 1705046 이선호 17 1707046 김동열
17 1711009 손재명 17 1711011 김진호 17 1711048 김민철 17 1711049 최창제
17 1711056 송정희 17 1712001 윤영한 17 1712032 황충섭 17 1713022 윤영택
17 1714031 이은규 17 1714053 김성환 17 1713011 정인식 17 1707017 손성진
17 1712049 강종석 17 1711025 김성도 17 1710013 안정호 17 1713001 서영봉
17 1701054 김상기 17 1704027 홍성기 18 1805015 오헌록 18 1801029 여재규
18 1812033 김일수 18 1804021 이수복 18 1813049 남재현 18 1803023 원일수
18 1801036 김재흥 18 1804054 이성득 18 1812035 김봉균 18 1814019 박훈
18 1806051 오춘동 18 1812037 천명수 18 1814025 장세연 18 1803024 박주희
18 1807039 강성호 18 1806021 안재삼 18 1803022 이영득 18 1813032 김맹호
18 1815013 이종재 18 1801003 정호열 18 1807034 김대상 18 1804023 장원덕
18 1806038 김욱래 18 1811015 홍성국 18 1813054 이종원 18 1812041 김일태
18 1802029 이재윤 18 1804014 김경배 18 1812030 김기조 18 1805012 김승희
18 1812005 김진만 18 1811018 박동일 18 1811029 배문기 18 1803034 정춘식
18 1802013 박정도 18 1804003 김희철 18 1808014 이규장 18 1809011 유성관
18 1809040 최호준 18 1809047 임명술 18 1812007 최상욱 18 1814042 권오관
18 1806054 김종찬 18 1810024 장원술 18 1812036 정주성 18 1812039 강성갑
18 1802041 박오석 19 1907043 김기태 19 1901049 윤기우 19 1902046 김진술
19 1903019 이진우 19 1901033 김쌍곤 19 1901010 이세희 19 1915038 허종철
19 1902002 박명룡 19 1910015 김상태 19 1901044 한재현 19 1906054 정성진
19 1906037 정순관 19 1913040 이종주 19 1906019 김성도 19 1906028 박병훈
19 1904047 이정웅 19 1910013 최동근 19 1903012 전영병 19 1903024 김광운
19 1914044 이기탁 19 1907002 문병국 19 1910027 강정호 19 1908006 김종남
19 1908042 김진한 19 1902043 김치재 19 1903007 김은호 19 1901053 우주용
19 1904036 차재영 19 1903028 김재관 19 1901019 양호석 19 1912043 정문식
19 1915037 강창근 19 1904014 최창현 19 1901007 김명욱 19 1901028 정상윤
19 1901038 김철영 19 1908012 김복윤 19 1910043 남성해 19 1912042 조재두
19 1914016 이병규 19 1915045 구영두 19 1913028 박근도 19 1913042 강동진
20 2001026 정회동 20 2008020 권성현 20 2004014 임석규 20 2013053 김진삼
20 2008013 김병석 20 2001041 조영규 20 2003043 김호준 20 2005039 양재봉
20 2003027 임칠수 20 2004020 임광록 20 2003041 조인흠 20 2015009 정해필
20 2005047 정대현 20 2007032 황용석 20 2011013 류양규 20 2006006 천영삼
20 2004001 남규렬 20 2002016 정유승 20 2006047 배종원 20 2013049 오정욱
20 2012045 허상호 20 2004022 전종길 20 2011001 이준원 20 2003037 서덕용
20 2013044 배재도 20 2005013 김래옥 20 2005014 김영환 20 2012001 이현제
20 2008022 김천식 20 2013033 류장우 20 2012008 이필호 20 2005040 김재호
20 2001019 김도길 20 2015046 이영웅 20 2001033 이현규 20 2012051 천성관
20 2015037 장오성 20 2011014 김문수 20 2013012 류연진 20 2012016 주기덕
20 2004005 박희동 20 2011046 추외경 20 2011029 김경도 20 2003023 최병대
20 2003052 권필상 20 2003014 황상민 20 2015032 문수환 20 2013017 김용철
20 2002021 박문현 20 2002036 김호식 20 2004048 임유식 20 2001051 김종업
20 2011006 박윤근 20 2011044 방명훈 20 2011018 김성수 20 2005008 최홍섭
20 2003047 홍인덕 20 2012034 박영오 20 2001017 이신호 20 2002007 김해진
20 2005002 김재환 20 2005034 김남규 20 2005045 천병학 20 2011019 권오현
20 2011030 김현식 20 2012044 김대연 20 2013009 김종배 20 2013051 황보영태
20 2005044 김성근 20 2014041 이정재 20 2011032 윤충기 20 2015-04 전동환
21 2101043 박용호 21 2109032 양창용 21 2112044 문윤철 21 2104035 김병일
21 2105029 황갑원 21 2113036 김영구 21 2115052 조정기 21 2109011 황성환
21 2114044 유외주 21 2111031 김춘식 21 2104026 오종열 21 2112036 권장수
21 2107039 김오국 21 2106001 곽상훈 21 2107017 백승진 21 2104029 이영재
21 2102023 김무상 21 2111010 이철 21 2111003 이철범 21 2115007 이원중
21 2111025 강무보 21 2112018 홍점표 21 2113047 김정현 21 2102010 김기영
21 2102046 심동섭 21 2110002 탁상준 21 2103040 박철용 21 2110005 김승욱
21 2102045 이재걸 21 2110047 임행택 21 2104044 김형준 21 2103045 정권영
21 2109018 임사환 21 2105044 이병곤 21 2110041 류지철 21 2108003 최정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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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2109004 김금식 21 2105043 김조욱 21 2101018 이용관 21 2102042 최영호
21 2106016 김준유 21 2107012 문성수 21 2107051 이승호 21 2108011 이민래
21 2108016 변장산 21 2109013 하민기 21 2110009 박재택 21 2111033 강성복
21 2111039 이인석 21 2112003 이원태 21 2112006 김병주 21 2112014 이천수
21 2113007 윤창회 21 2113008 김철우 21 2113039 김영호 21 2113043 최윤대
21 2115054 한평재 21 2110043 심두섭 21 2199070 송영호 22 2203008 임채욱
22 2206028 이기철 22 2214049 김대희 22 2215004 김무윤 22 2214008 문성구
22 2202026 김맹동 22 2210008 윤명권 22 2212016 김용운 22 2202052 한상구
22 2203021 윤천용 22 2204005 김민곤 22 2210013 강수길 22 2203042 정용철
22 2205021 박태호 22 2207017 박덕용 22 2211037 손영희 22 2203007 이수원
22 2213037 정장현 22 2215022 천문관 22 2205008 조자룡 22 2211050 최필윤
22 2204010 최상훈 22 2206006 박재곤 22 2211006 김정기 22 2206027 김외현
22 2212031 이범수 22 2205036 최동식 22 2203051 이기욱 22 2206012 안상준
22 2204017 서상렬 22 2204025 나종한 22 2209051 정성웅 22 2211024 강대신
22 2207052 고상진 22 2211043 이상태 22 2202035 강호정 22 2206023 하재천
22 2201026 신도화 22 2207003 정우진 22 2202050 최민호 22 2214026 이준상
22 2214016 이제근 22 2212011 박정호 22 2212002 배진호 22 2202048 임칠윤
22 2206041 우정식 22 2205006 황의철 22 2203002 신승훈 22 2204046 정대식
22 2208016 김현구 22 2205042 신동근 22 2215043 정민혁 22 2213048 손호순
22 2201019 김춘국 22 2201024 박종민 22 2203014 정영기 22 2204043 윤종구
22 2205010 차상태 22 2205027 정재균 22 2205047 배정한 22 2208027 부기철
22 2209012 전성열 22 2209030 성청용 22 2209036 박계용 22 2212023 김만수
22 2215051 지정이 22 2214047 김용호 22 2215003 백인덕 22 2213036 신세원
23 2310011 이창열 23 2301046 배식한 23 2301011 박동찬 23 2309006 김치성
23 2309003 이준열 23 2315029 전세형 23 2302021 정기룡 23 2313022 우창윤
23 2308049 최철호 23 2307025 이병길 23 2311022 박종길 23 2302005 이익현
23 2304042 천영민 23 2304001 김진관 23 2311037 홍근수 23 2313035 박영문
23 2302030 홍경탁 23 2311046 전성호 23 2311030 김석노 23 2313028 김성철
23 2303028 김민수 23 2302047 이진석 23 2313046 방성원 23 2315043 이정만
23 2307003 정영종 23 2315044 고건재 23 2311048 이상문 23 2302010 이종호
23 2310039 김상규 23 2313030 강성환 23 2302039 박동기 23 2305005 박광수
23 2306020 문성한 23 2301003 최일식 23 2308005 김성욱 23 2301030 오명규
23 2302034 김성복 23 2303042 오형돈 23 2304037 안정주 23 2304046 이정우
23 2305026 김종환 23 2306034 최한기 23 2306046 김명완 23 2306051 오상현
23 2307035 이준수 23 2308023 이종택 23 2311001 하동청 23 2313039 김일환
23 2310037 김선후 23 2307008 임채원 23 2304009 강종인 24 2403028 황명동
24 2410036 강 현 24 2415001 박기덕 24 2405045 허승완 24 2412027 김만원
24 2411029 김노회 24 2405039 박한기 24 2413024 김태후 24 2411028 김태봉
24 2401044 김성훈 24 2413027 손정우 24 2413014 김기섭 24 2412008 장충동
24 2402001 정종삼 24 2403002 김동일 24 2406048 조태민 24 2411043 박금기
24 2412035 이상국 24 2413009 선병길 24 2405016 김순영 24 2411017 김영도
24 2406009 강선호 24 2407016 이강식 25 2512039 양현기 25 2502013 양대석
25 2508033 정규열 25 2502014 백현식 25 2513001 박순현 25 2515014 김기혁
25 2507004 정훈성 25 2511010 권영빈 25 2505012 김광희 25 2509026 박규태
25 2506024 김홍재 25 2506035 조영진 25 2502020 천명환 25 2508009 김경오
25 2513046 박상현 25 2509031 이상현 25 2501048 이정식 25 2510001 이진홍
25 2504039 강동호 25 2510014 윤경찬 25 2505028 박성철 25 2508030 김영대
25 2501030 이동권 25 2505014 최용석 25 2512012 이창훈 25 2501028 정성훈
25 2510022 오해천 25 2503034 최병철 26 2612039 김택균 26 2612029 노대화
26 2615041 정동원 26 2606007 정영환 26 2613031 양준성 26 2611024 송희영
26 2602030 이상웅 26 2611011 임성대 26 2604005 정대봉 26 2603038 손권일
26 2610002 도상식 26 2613019 정우진 26 2603041 옥영화 26 2612002 조성완
26 2604043 최연덕 26 2613018 염경원 26 2609009 이병철 26 2609015 박동호
26 2609039 배병진 26 2609042 이상규 26 2609043 심관영 26 2610005 윤성환
26 2610040 김동욱 26 2613009 고성석 27 2711045 조명원 27 2703012 방춘호
27 2708013 김진성 27 2712048 김봉기 27 2706020 이광일 27 2703015 박보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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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2713037 이 훈 27 2707044 송이영 27 2702031 김덕열 27 2711038 박달권
27 2714021 박재성 27 2710038 이병일 27 2701041 최희준 27 2704025 조진안
27 2706038 전국민 27 2714047 박정철 27 2710015 김경재 27 2715027 구민재
27 2706047 한기현 28 2808010 노병락 28 2810043 권동구 28 2806026 예종수
28 2807037 신민성 28 2811009 안광훈 28 2804009 예부진 28 2808014 배재복
28 2806015 이태준 28 2809048 최동현 28 2806019 김기준 28 2808032 윤경민
28 2814014 정승민 28 2803016 임기택 28 2804028 차범수 28 2805015 이상우
28 2807003 이영섭 28 2808044 조영민 28 2814008 이철원 28 2803002 조승환
28 2802017 유재승 29 2908026 서영섭 29 2914024 박현주 29 2915039 전승현
29 2909055 황재혁 29 2909033 이정석 29 2912044 이지능 29 2915005 김성엽
29 2901038 이창수 29 2903020 신정훈 29 2907027 이경홍 29 2909025 배정일
30 3011018 문경록 30 3010029 양형모 30 3003030 이동찬 30 3011010 김성동
30 3014020 박성철 30 3005004 구본석 30 3001047 진현호 30 3006023 송병길
30 3010018 박상호 30 3014003 김동현 31 3109001 강용재 31 3101040 정병곤
31 3109053 최영효 31 3108029 이대일 31 3110021 배민호 31 3113045 정성수
31 3101052 한영재 31 3112019 김태훈 31 3115034 이상훈 32 3202036 이상현
32 3202025 노현종 32 3213026 옥진성 32 3201017 류재옥 32 3206008 김동우
32 3208020 신영욱 32 3208023 안기회 33 3310002 공준호 33 3304012 김용진
33 3304009 김성찬 33 3310034 이인호 33 3303008 김상준 33 3312038 주선철
34 3403033 장재호 34 3406026 이성우 34 3405021 안민길 34 3409025 임현탁
34 3403001 강덕경 34 3403015 김지원 34 3403019 박윤수 34 3404034 진홍수
34 3410013 김창덕 34 3411038 최기성 34 3412013 박재영 34 3412028 이승민
34 3413025 이유송 34 3414010 김현익 34 3404018 송원태 34 3416019 옥문선
34 3402006 권상규 34 3416026 이지훈 34 3409004 김병주 35 3511029 조설영
35 3511002 권순식 35 3503029 진광호 35 3502032 정인철 35 3504005 김득종
35 3506004 김대우 35 3506009 김준우 35 3507016 박희성 35 3508027 임대환
35 3510017 류승민 35 3511007 김현민 35 3511019 이동철 35 3512009 남기욱
35 3505005 김덕준 35 3511011 박종석 36 3610014 김한주 37 3703021 옥원주
38 3809014 나영채 38 3813025 정지훈 38 3810009 김태형 39 3906004 김형준
39 3910009 김태관 39 3909023 정진화 39 3912013 박세원 40 4004007 김영한
40 4006022 이종진 40 4002012 박진홍 40 4006003 김대철 42 4204015 송보람
42 4207017 빈규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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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하면 표현하라

▶ 동문님들의 정성어린 회비납부에 감사드리며, 개인정보 변경시 홈페이지에서 직접 개인정보수정을 하시거나 동창회사무
국으로 연락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동창회 사무국 TEL.(051)742-6746  E-Mail samukuk35@hanmail.net

르노삼성직장동문회● 단체회비 납부 |

● 동창회비 납부방법

CMS출금이체 / 
휴대폰 소액 
자동 결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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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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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납부금액 1구좌 3,000원(구좌수와 금액은 자유롭게 선택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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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480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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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