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모교 개교 100주년 

기념사업회에 기탁된 

모금액 총액이 19억원

을 넘어섰다. 지난해 국

제고 전환을 둘러싼 동

문 간 갈등 여파로 상당

기간 총동창회와 기념사업회의 활동이 중단

되다시피한 것을 감안하면 놀라운 실적이 아

닐 수 없다. 실제로 모금 운동을 시작한 것은 

올해 1월부터로, 신현일(사진) 총동창회장 겸 

100주년 기념사업회장이 앞장 서 뛰고 각 기

별 회장·총무가 적극 호응하며 이루어낸 성

과다.

신 회장은 “총동창회와 100주년 기념사업

회가 상당기간 제 기능을 못해 사업 축소가 

불가피했던 상황을 감안하면 놀라운 결과”라

며 “동문 모두에게 감사드린다. 대능인의 자

부심에 누가 되지 않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이에 따라 기

념사업회는 행사 종류와 규모를 상향 조정하

고, 시일이 촉박한 만큼 준비에 더욱 정성을 

쏟아붓고 있다. 이동혁 총동창회 사무국장은 

“동문들의 참여가 100주년을 맞은 전국 어느 

명문고보다 많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모교 개교 100주년 기념행사가 한 달 남

짓 앞으로 다가오면서 준비에 가속도가 붙고

있다. 오는 5월 20일 모교와 충무체육관에서 

열리는 기념행사는 오전 11시 모교 100주년 

기념 조형물 제막식을 시작으로 본관 1층 로

비에서 민경갑(32회·대한민국 예술원 회장) 

동문의 ‘백년금화’ 기증식이 열린다.

이어, 강당(체육관)으로 자리를 옮겨 100

주년 기념 사료전시회 테이프 커팅을 한 뒤  

오후 1시 모교를 출발해 충무체육관까지 해

군 군악대와 함께 퍼레이드를 하게 된다. 기

념식은 오후 2시 정각에 시작돼 사전행사, 공

식행사, 축하공연 순으로 진행된다. 

해군 의장대 시범으로 기념식이 개막되면 

남성 보컬그룹의 축하공연과 내빈 입장, 모

교 100년 역사를 정리한 영상물 상영이 잇달

아 열리고, 이어 개회선언과 함께 레이저쇼

와 미디어 퍼포먼스, 기수 입장이 있게 된다.

다음 순서로 국민의례, 내빈 소개, 기념사, 

감사패 증정, 발전기금 전달, 비전 선포식을 

마치면 군악대의 피날레 팡파르와 함께 공식

행사가 모두 끝난다.

축하공연은 초청가수와 동문 합창단 대능

코러스 공연, 행운권 추첨 순으로 진행되며, 

군악대와 대능코러스의 합동공연으로 대미

를 장식한다.

특히, 이날 행사는 해군 군악대 연주와 의

장대 시범 외에도 레이저쇼 등 화려한 볼거리

가 많고, 대능코러스 등 동문가족이 참여하

는 프로그램으로 구성돼 가족이 함께 관람하

기에 좋을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대전고등학교총동창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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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교 100주년 기념 조형물 설치에 맞

춰 한모동산이 새로 단장된다. 교훈탑을 

제외한 나머지 시설물을 재배치하고, 전

체 경관과 어울리지 않는 해송은 조선소

나무로 교체할 방침이다. 좋은 나무를 고

르기 위해 신현일 회장과 이홍구 교장, 

이동혁 국장, 지동선 실장이 공주, 계룡, 

연무대, 청양의 조경수 농원을 수 차례 

답사하고 어떤 나무를 선택할지 고심 중

이다. 새로 조성될 한모동산에는 기념 조

형물 주변에 포토존을 설치해 휴식과 방

문객을 위한 명소로 가꿔 나갈 계획이다.

본관 앞 한모동산

새로 단장한다

해군 군악대 퍼레이드 오후 1시 모교 출발

2017년 4월 13일(제 170호)

5월 20일 충무체육관에서 만나요

모금 총액 19억원 돌파 (    )… 감사합니다4월 12일
자정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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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단한 51회 동창회, 개인기부 141명이 3천635만원 모아
51회 동창회(재경회장 배재문, 총무 한윤우 

대전회장 문윤성, 총무 손장현·김진태)가 100

주년 기념사업 기금 모금의 새 역사를 써 나가

고 있습니다. 개인기부(1구좌 5만원) 모금운동

을 펼치는 방식인데요, 아이디어가 기가 막힙니

다. 회장단에서 동기들한테 “이번 100주년 기

념행사에 찬조금을 안 내면 앞으로 100년 후에

나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점잖게 엄포(?)를 놓

았다는군요. 대고 출신은 뭐가 달라도 다르다더

니, 두뇌회전이 거의 A.I. 수준입니다.

첨언. 재경 총무 한윤우 동문의 전언에 따르

면 본래 3월 말까지 모금활동을 끝내려 했지만, 

미처 참여하지 못한 동기들에게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기회(?)를 주기 위해 4월 말까지로 연장했

다고 합니다. 대단한 회장단에 대단한 동기들입

니다^^

대전고동창장학회 장학금 수여식을 마치고 아성장학재단 장학금 수여식을 마치고

대전고동창장학회 장학금 수여식

대전고동창장학회(이사장 장영철·45회)

의 2017년도 1학기 장학금 수여식이 3월 22

일(수) 오후 7시 서울 명동 동보성에서 열렸

다. 장영철 이사장을 비롯해 송인준 상임고

문, 홍성표 간사, 김용덕 재경총동창회 사무

처장, 지동선 모교 행정실장과 장학금 수여

자 10명,  장영철 이사장이 고대교우회 장학

금을 유치해 주는 장학금 수혜자 3명을 포함, 

총 18명이 참석했다.

대전고동창장학회는 11회 송도용 선배님 

때 창립돼 지속적 활동을 하며, 2년 전부터 

서울로 진학한 모교 출신 우수 대학생에게 년 

300만원을 지원하고 있다.

◇장학생 명단 ▲김찬규(고려대 신소재공학

과 4년) ▲김동성(고려대 국어교육과 2년) ▲

김승준(고려대 신소재공학과 3년) ▲양수혁

(고려대 경영학과 3년) ▲신한철(고려대 사회

학과 2년) ▲정인용(고려대 보건환경융합과

학과 2년) ▲곽태현(고려대 기계공학부 1년) 

▲김민석(중앙대 공공인재학부 1년) ▲민욱

(성균관대 컴퓨터공학과 1년) ▲진호연(중앙

대 건축학부 1년)

◇고대교우회 장학금  ▲박희찬(고려대 의

학과 3년) ▲박성빈(고려대 기계공학부 2년) 

▲장시영(고려대 식품자원경제학부 1년)

사족. 이번에 고대 편중 현상이 두드러진 

것은 서울대, 연대, 한양대 등에서 선발된 장

학생이 군 입대 및 고시 준비로 휴학했거나 

다른 장학금 수령으로 자격 미달 등 요인이 

겹쳤기 때문이다.

아성장학재단 장학금 수여식

아성장학재단(이사장 권오상·49회)에서 

6년째 진행하는 장학금 전달식이 3월 23일

(목) 오후 5시 30분 서울 잠실 아성테크노 본

사 2층 강당에서 열렸다. 재단은 모교 출신 

수도권 대학 재학생을 선발해 년 400만원의 

장학금을 지원하고 있다.

이날 수여식에는 권오상 이사장과 신현일 

총동창회장 외에 이미 대학을 졸업한 1기 장

학생부터 올해 신입생인 6기 장학생까지 25

명이 참석했다.

특히, 이 자리에서 장학금 대상자를 대학원

생까지 확대하기로 결정했다는 발표가 있자 

참석자들이 환호를 보냈다.

신현일 회장은 이날 저녁 식사비를 부담하

고, 후배들에게 뒤풀이 용돈까지 쥐어주며 격

려했다.

아성장학재단은 올해 14명에게 장학금을 

수여하고, 재경총동창회의 일대일 결연장학

금에도 6구좌를 출연했다.

◇장학생 명단 ▲심재인(서울대 사회학과 4

학년) ▲김철진(고려대 정외과 3학년) ▲백승

철(서울대 의대 본과 3학년) ▲김기홍(서울대 

인문계열 3학년) ▲윤동재(고려대 경제과 3

학년) ▲이유한(고려대 물리학과 3학년) ▲정

민규(서울대 농경제사회학부 2학년) ▲이해

중(고려대 건축사회환경공학부 2학년) ▲김

학건(성균관대 자연과학계열 2학년) ▲신동

올해도 어김없이 찾아온 ‘후배사랑’ 장학금
대전고동창장학회 - 아성장학재단 전달식 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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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월 29일(수) 오후 6시 프레스센터 

20층 국제회의장.  모교 출신 언론인과 각 기

수 대표, 직능단체 대표 등이 모여 인사를 주

고받느라 분주했다.

대전고언론인회(회장 민병관·57회, 전 중

앙일보 편집국장, 휘닉스파크 대표이사)의 

신임 회장 취임식을 겸한 동문 신춘교례회에

는 대전대 총장을 역임한 31회 신극범 선배

부터 83회 김순신 기자(한국경제신문)까지 

약 200여명의 동문이 참석했다.

주요 참석자는 다음과 같다.

▲신현일(48회) 총동창회장 겸 100주년 기

념사업회장 ▲이홍구(55회) 모교 교장 ▲권

선택(53회) 대전광역시장 ▲권용현(58회·

여성가족부 차관) 공직자회 회장과 원로선배

로 ▲신극범(31회) 전 대전대 총장 ▲심상기

(34회) 서울문화사 회장 겸 시사저널 회장 ▲

이동호(35회) 전 내무부장관 ▲김시영(37회) 

회장 ▲김종구(38회) 전 법무부장관 ▲심대

평(38회) 지방자치발전위원장 ▲최준명(38

회) 고려대 교수(전 조선일보 편집국장) ▲박

석홍(40회) 대한언론인회 편집위원장 ▲정구

종(41회) 전 동아일보 편집국장 ▲장영철(45

회) 재경총동창회 명예회장 ▲윤여표(53회) 

충북대 총장, 정계의 ▲박병석(49회) 전 국회

부의장▲유민봉(55회) 의원 ▲최명길(57회) 

의원 ▲정용기(60회) 의원이다.

공직자로는 ▲여형구(56회) 평창동계올림

픽조직위 사무총장 ▲황명선(56회) 문화체육

관광부 관광정책실장 등이 참석했고, 직능단

체장으로는 ▲이길용(49회) 능금회 회장 ▲

김희중(51회) 과능회 회장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민병관 회장은 대전고언론인

회 명의로 100주년 기념사업 성금 200만원

을 전달했다.

언론인회-공직자회 초청 ‘동문 신춘교례회’ 좋아요!

원(고려대 경영학과 1학년) ▲양승우(연세대 

기계공학과 1학년) ▲이도경(경희대 한의예

과 1학년) ▲장태영(서울대 화학생물공학부 

1학년) ▲한선규(고려대 교육학과 1학년)

#첫 번째 미담

아성장학재단(이사장 권오상·49회)에서 

장학금을 받은 동문들이 ‘아성장학생 일동’ 

명의로 50만원을 100주년 기념사업회에 보

내왔다. ‘액수는 많지 않지만 저희 마음이 전

달되었으면 좋겠습니다’라는 쪽지와 함께.

액수가 문제인가요, 고맙습니다. 성금을 

기탁한 후배들은 ▲심재인(91회·서울대) ▲

김철진(92회·고려대) ▲윤동재(92회·고려

대) ▲이유한(94회·고려대) ▲정민규(96회·

서울대) ▲이해중(95회·고려대) ▲김학건

(95회·성균관대) ▲장태영(96회·서울대) 양

성우(96회·연세대) ▲한석규(96회·고려대) 

동문이다.

#두 번째 미담

이에 뒤질세라 대전고동창장학회(이사장 

장영철·45회) 장학생 12명도 십시일반 모금

한 60만원을 100주년 기념사업 기금에 보태

달라며 기탁해왔다. 자랑스러운 후배들은 ▲

양수혁(89회·고려대) ▲김동성(93회·고려

대) ▲김찬규(93회·고려대) ▲김승준(94회·

고려대) ▲박성빈(95회·고려대) ▲신한철

(95회·고려대) ▲정인용(95회·고려대) ▲곽

태현(96회·고려대) ▲김민석(96회·중앙대) 

▲민욱(96회·성균관대) ▲장시영(96회·고

려대) ▲진호연(96회·중앙대) 동문이다.

모교사랑으로 보답한 후배들

200여명 참석… 언론인회, 100주년 성금 200만원 기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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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교 개교 100주년 기념 공식행사로 첫 스타트(1월 7일 서울 국민

일보빌딩 영산아트홀)를 끊은 대능코러스(단장 성필호·44회)가 모교 

개교 100주년 기념식에서 그 동안 갈고 닦은 기량을 뽐낸다.

대능코러스는 44회 선배부터 93회 후배까지 49년을 뛰어넘는 선후

배 동문이 음악으로 하나가 돼 돈독한 우의를 과시하는 격조 있는 동

호인  모임이다. 이번 공연에서는 또 어떤 레퍼토리를 들려줄지 벌써

부터 기대가 크다.

대능코러스
100주년 기념식서 해군 군악대와 협연

총동창회와 재경총동창회가 주최하고, 대능골프회(회장 이종

철·48회), 대골회(회장 황성연·51회), 대동골(회장 류제일·64회)이 

공동 주관하는 개교 100주년 기념 총동창회장배 골프대회가 4월 22

일(토) 오후 1시 아산시 아름다운C.C.에서 열린다. 대회 사상 가장 많

은 51팀  204명이 참가하며, 최다 참가 기수는 56기로 7팀 28명이다.

100주년 기념 총동창회장배 골프
사상 최대 51팀 204명 참가

동문 축구 동호인으로 구성된 대전고FC가 주관하는 제15회 대전광

역시 고교동문 축구대회가 5월 7일 오전 7시부터 목원대 구장을 비롯

한 4곳에서 동시에 열린다.

14개팀이 출전해 자웅을 겨루는 봄 대회는 전 연령층을 망라해 기

량이 가장 뛰어난 선수들이 출전, 박진감 넘치는 경기를 펼치는 것으

로 유명하다. 모교 개교 100주년을 기념해 대전고FC가 대회 전반을 

주관한다.

대전고FC
대전광역시 고교동문 축구대회 주관

대능테니스회(회장 박용섭·50회)가 주관한 개교 100주년 기념 총

동창회배 테니스대회가 4월 9일 오전 9시 30분 충남대학교 테니스코

트에서 100여명의 동문이 참가한 가운데 열렸다. 이날 박중균(36회), 

전연송, 이인복, 이용만(이상 38회), 류태형(39회) 선배가 노익장을 과

시해 후배들의 감탄을 자아냈다. 입상자는 다음과 같다.

◇OB조 ▲우승 우승 장래식(48회)-송병직(52회) ▲준우승 김세진

(44회)-박관순(44회) ▲3위 김연태(47회)-이원혁(47회), 김병희(51

회)-나기현(51회)  

◇YB조 ▲우승 윤종빈(62회)-김성우(64회) ▲준우승 박창수(66회)-

이윤호(68회) ▲3위 김영길(55회)-김두일(55회), 정재규(58회)-송진

안(58회)

대능테니스회 주관
100주년 기념 총동창회장배 성황

대능인의 가슴이 뛴다…    100주년 기념행사 풍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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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일(48) 2억원
이의범(61) *2억원
이인구(31) *1억원
송재준(44) 1억원
오형근(44) 1억원
조동인(56) *1억원
이윤재(45) 3천만원
유병학(48) *2천만원
권오상(49) 2천만원
윤호일(40) 1천만원

성필호(44) 1천만원
김중기(46) 1천만원
목이균(48) 1천만원
이종철(48) 1천만원
홍종오(52) 1천만원
김경수(58) 1천만원
김대현(60) 1천만원
48회동창회 1천만원 
대고의사회 1천만원

기별 모금

 기수 분담금 납부액

 35회 500만원 -

 36회 500만원 50만원

 37회 500만원 250만원

 38회 500만원 300만원

 39회 500만원 500만원

 40회 1천만원 1천만원

 41회 1천만원 1천만원

 42회 1천만원 1천만원

 43회 1천만원 -

 44회 1천만원 500만원

 45회 1천만원 1천만원

 46회 1천만원 1천만원

 47회 1천만원 1천만원

 48회 2천만원 2천만원

 49회 2천만원 2천만원

 50회 2천만원 2천만원

 51회 2천만원 2천만원

 52회 2천만원 2천만원

 53회 2천만원 2천만원

 54회 2천만원 2천만원

 55회 2천만원 2천만원

 기수 분담금 납부액

 56회 2천만원 2천만원

 57회 2천만원 2천만원

 58회 2천만원 2천만원

 59회 2천만원 2천만원

 60회 2천만원 2천만원

 61회 2천만원 2천만원

 62회 2천만원 2천만원

 63회 2천만원 -

 64회 2천만원 1천만원

 65회 1천만원 1천만원

 66회 1천만원 1천만원

 67회 1천만원 1천만원

 68회 1천만원 1천만원

 69회 1천만원 1천만원

 70회 1천만원 1천만원

 71회 500만원 500만원

 72회 500만원 500만원

 73회 500만원 500만원

 74회 500만원 500만원

 75회 500만원 200만원

  계  5억3천만원 /4억6천8백만원

개인 모금

뉴욕지구 3,354,638원
대사모 300만원
대전고언론인회 200만원
청주지회 100만원
젊은대고회 100만원
재경육능회 100만원
옥천군동문회 100만원

삼금회 100만원
대전고FC 100만원
대능산악회 100만원
능덕회 100만원
세종지회 50만원
51회 중부지회 *50만원
51회 서해안지회 *50만원

▼500만원
조남용(48) 김순식(51) 무  명(51)* 류성렬(53)

▼300만원
윤영연(37) 천명운(40) 김각영(41) 장영철(45) 김영주(48) 남정수(48)* 
이규복(48) 이기재(48) 이신석(48) 임동구(48) 유재명(56)

▼200만원
김민철(40) 유창종(43) 김주필(44) 김보균(51)* 문윤성(51)* 배재문(51)* 
성진형(58) 김종철(60)

▼119.5만원
김상만(31) 최용식(44)

▼100만원
송갑호(28) 황긍연(29) 김시중(30) 성백전(31) 나웅배(32) 김도원(34) 
한만우(34) 어준선(35) 이동호(35) 김병익(36) 최욱환(36) 김종두(37) 
박  신(37) 신현성(37) 유희영(37) 이규성(37) 김소일(38) 김종구(38) 
심대평(38) 황순욱(39) 이정치(40) 민동일(41) 이인호(41) 채가석(43) 
신장호(44) 유명열(44) 오갑수(45) 이윤호(45) 이상량(46) 조용건(46) 
김광수(47) 김용세(47) 이규진(47) 이기문(47) 김기동(48) 배광식(48) 
손문식(48) 오승균(48) 이승우(48) 이진갑(48) 최태균(48) 김대식(51)* 
서희덕(51)* 신윤호(51)* 이철재(51)* 육근만(52) 강인구(54) 김병운(54) 
송병두(54) 정영재(54) 한견표(54) 박근태(55) 박병원(55) 이성구(55) 
권희덕(56) 김용덕(56) 문봉국(56) 손병수(56) 손  윤(56) 송인수(56) 
이동혁(58) 조철연(58) 이재홍(59) 이용배(62) 홍성철(62) 이보행(63) 
김웅휘(88)

▼55.95만원
이원복(37)

▼55만원
장인성(54)

▼50만원
금  기(30) 신극범(31) 김용환(34) 금  채(36) 금  호(37) 금유식(38) 
박종수(38) 유형식(38) 박순규(44) 오범진(46) 박병호(47) 금동화(48) 
이종복(48) 임상순(48) 양승렬(49) 이상익(49) 천용희(49) 함덕순(49) 
송시헌(51)* 최광선(51)* 최병갑(51)* 양호승(53) 김동섭(54) 한관식(54) 
민병훈(55) 이철호(62) 박종민(64) 김길수(65) 류영수(66) 심완준(67) 
박정섭(71)

▼40만원
이대복(52) 이상진(62)*

▼30만원
노세우(33) 류지문(33) 배찬병(35) 권택원(36) 서원석(37) 이정배(39) 
명건식(41) 송광호(41) 고행일(42) 김갑순(48) 박상진(48) 유영원(48) 
김원명(49) 이긍배(50) 김영태(51)* 김희중(51)* 신영철(51)* 안창로(51)* 
이재일(51)* 최  송(51)* 황우석(51)* 오윤택(52) 권대수(54) 김양선(54) 
김홍무(54) 배문환(54) 신응호(54) 육근열(54) 황인무(54) 최양수(56) 
천세억(59) 태영호(62)

▼25만원
남용래(39) 김경남(51)* 김영대(53)

▼20만원
천권상(32) 김봉수(38) 박찬헌(38) 정난영(40) 남기재(42) 이세종(42) 
김기수(44) 노세래(44) 이성배(44) 홍오장(44) 이성선(47) 하수영(49) 
김성기(50) 김덕권(51)* 변충헌(51)* 성기문(51)* 심상준(51)* 오연군(51)* 
이양로(51)* 이훈민(51)* 임성규(51)* 임창수(51)* 임헌준(51)* 장원영(51)* 
전복진(51)* 최영조(51)* 한관우(51)* 한윤우(51)* 홍세진(51)* 홍찬의(51)* 
장석균(52)* 김용구(54-9) 안종옥(54) 강홍구(56) 권용현(58) 배기명(59) 
김옥태(62) 정활채(64)

100주년 기념사업 성금을 보내주신 분

100년 전통 자부심, 이어가자 미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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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만원
정창용(70)

▶10만원
김희성(34) 김걸중(35) 선국찬(35) 이우식(35) 정재화(35) 최병문(35) 
황선준(36) 임장순(37) 강문석(38) 김정배(38) 박병일(38) 송상호(38) 
송재근(38) 유윤장(38) 유인의(38) 이두주(38) 이희원(38) 송태호(39) 
이문종(39) 조장호(39) 심재설(40) 이성숙(40) 이세복(40) 김덕회(41) 
전관철(41) 조규희(41) 박강문(42) 손지연(43) 하충열(43) 김철기(44) 
이상순(44) 노재운(47) 이원희(47) 박성순(48) 김용남(49) 강귀식(51)* 
강낙규(51)* 구윤회(51)* 권영환(51)* 길재성(51)* 김갑중(51)* 김경중(51)* 
김계동(51)* 김양중(51)* 남구현(51)* 박기서(51)* 박종규(51)* 서승봉(51)* 
석지철(51)* 손중기(51)* 송영각(51)* 송영호(51)* 송인엽(51)* 오세철(51)* 
유각균(51)* 유병헌(51)* 이영주(51)* 이준형(51)* 임범수(51)* 임성수(51)* 
최연익(51)* 표찬영(51)* 한상구(51)* 유하용(52) 김세겸(54) 김을묵(54) 
김칠영(54) 남진웅(54) 류영준(54) 서재붕(54) 송기호(54) 신제균(54) 
이원형(54) 이재성(54) 장우석(54) 전영화(54) 정명교(54) 채영석(54) 
현정훈(54) 김갑동(55) 임헌경(56) 박종식(57) 이희성(57) 길준영(60) 
이주혁(60) 김대식(61) 김성욱(62) 김현철(62) 박시완(62) 이상진(62) 
한만영(62) 김범규(63) 문선재(64) 최병헌(65) 홍성철(66) 고영호(67) 
박정식(67) 이택규(73) 장두호(73) 정재영(73) 조관식(73) 최영균(73) 
한  욱(73) 서의진(84)

▶5만원
강현수(34) 권순원(35) 김철주(35) 백동현(35) 김동훈(36) 이황구(36) 
강건춘(38) 강병준(38) 강정길(38) 강헌규(38) 김광휘(38) 김기동(38) 
김남섭(38) 김승수(38) 김지호(38) 김철호(38) 남광원(38) 남정행(38) 
류구형(38) 문종정(38) 박상록(38) 박석준(38) 박선근(38) 박인근(38) 
배수남(38) 배정설(38) 서기석(38) 성후용(38) 송길영(38) 송석구(38) 
송인섭(38) 신석정(38) 신순철(38) 신용협(38) 안무승(38) 여정현(38) 
염화목(38) 유정봉(38) 유천근(38) 이계웅(38) 이석규(38) 이영구(38) 
이용만(38) 이원선(38) 이인복(38) 이종상(38) 전성환(38) 정광로(38) 
정근찬(38) 정일용(38) 정진철(38) 최경석(38) 최인수(38) 최태호(38) 
김효경(41) 박상순(41) 조신영(41) 양현하(45) 변근수(46) 김진학(49) 
박재화(49) 나기현(51)* 이건복(51)* 이재현(51) 황규동(52) 강갑수(54) 
강덕기(54) 강을석(54) 강인빈(54) 강태영(54) 고동진(54) 고정호(54) 
권태원(54) 길기헌(54) 김기현(54) 김동수(54) 김동일(54) 김병춘(54) 
김병홍(54) 김삼현(54) 김상현(54) 김성호(54) 김언철(54) 김영완(54) 
김영일(54) 김용구(54-7) 김용석(54) 김용하(54) 김용환(54) 김원경(54) 
김원봉(54) 김원필(54) 김윤배(54) 김인산(54) 김정호(54) 김제인(54) 

김주환(54) 김진의(54) 김추성(54) 김택규(54) 김현인(54) 김형길(54) 
김형중(54) 나성찬(54) 남사현(54) 남승황(54) 문희식(54) 민경원(54) 
민원홍(54) 민찬규(54) 박기봉(54) 박문규(54) 박오병(54) 박용준(54) 
박일동(54) 박재영(54) 박정종(54) 박종대(54) 박종덕(54) 박종훈(54) 
박찬현(54) 박홍규(54) 배기창(54) 백동기(54) 백창현(54) 서원영(54) 
성기은(54) 손웅락(54) 손흥현(54) 송광선(54) 송석현(54) 송재붕(54) 
송제호(54) 신상민(54) 신진호(54) 신현교(54) 안기혁(54) 안재봉(54) 
안증환(54) 양희수(54) 오성균(54) 오영선(54) 오의균(54) 오의진(54) 
우원식(54) 유광우(54) 유병길(54) 유세하(54) 유영서(54) 육상훈(54) 
윤석준(54) 윤여환(54) 윤용진(54) 윤웅림(54) 윤종림(54) 윤지열(54) 
이경렬(54) 이긍순(54) 이기덕(54) 이방업(54) 이범관(54) 이범우(54) 
이범태(54) 이병주(54) 이선구(54) 이영우(54) 이영효(54) 이인형(54) 
이재곤(54) 이정래(54) 이종철(54) 이준우(54) 이충우(54) 이희경(54) 
이희석(54) 임종갑(54) 임창희(54) 장남식(54) 장동욱(54) 장병환(54) 
장인상(54) 장흥순(54) 전명수(54) 전병태(54) 전승익(54) 전재철(54) 
정백순(54) 정병옥(54) 정상규(54) 정재익(54) 정태진(54) 정현필(54) 
조광석(54) 조덕구(54) 조성재(54) 조영환(54) 진승식(54) 최동홍(54) 
최병숙(54) 최병승(54) 최상수(54) 최영억(54) 최완성(54) 최종원(54) 
최준재(54) 한구철(54) 한성필(54) 현범수(54) 홍기완(54) 황규홍(54) 
황선광(54) 김동훈(55) 노규돈(55) 오탁진(56) 박성규(60) 권주일(62) 
김만겸(62) 김문주(62) 김영부(62) 김주언(62) 김주희(62) 김홍덕(62) 
김홍용(62) 나원근(62) 민종오(62) 박진우(62) 박찬양(62) 서현호(62) 
송석동(62) 심진용(62) 양광모(62) 우명용(62) 윤여준(62) 이대성(62) 
이상기(62) 이선형(62) 이용찬(62) 정해근(62) 최남수(62) 한주헌(62) 
홍성기(62) 지동선(63) 박병천(64) 김희상(65) 김종철(69) 김찬호(70) 
최위영(71) 강한철(72) 곽병호(72) 구자강(72) 김경수(72) 김대환(72) 
김선준(72) 김용태(72) 김의창(72) 김진규(72) 김창환(72) 노민호(72) 
박노정(72) 박재운(72) 백기훈(72) 서의석(72) 성시철(72) 송명철(72) 
신정훈(72) 오상용(72) 이경식(72) 이모성(72) 이상길(72) 이성철(72) 
이인복(72) 이  일(72) 이주훈(72) 이진성(72) 이철우(72) 이충우(72) 
전재덕(72) 정근은(72) 정창근(72) 정현필(72) 조명휘(72) 최철웅(72) 
허정무(72) 황의정(72) 구정곤(73) 권윤환(73) 김선호(73) 민대성(73) 
민충근(73) 선용호(73) 손영섭(73) 손종봉(73) 송웅섭(73) 송인석(73) 
송치훈(73) 송혁준(73) 신현석(73) 유인상(73) 이영묵(73) 이인걸(73) 
이정철(73) 임근택(73) 전해영(73) 조성빈(73) 조한길(73) 최상일(73) 
홍성완(77) 김경태(79) 엄복현(79) 이건구(79) 정동혁(80) 김경훈(81) 
양수혁(89) 심재인(91) 김철진(92) 윤동재(92) 김동성(93) 김찬규(93) 
김승준(94) 이유한(94) 김학건(95) 박성빈(95-12) 신한철(95) 이해중(95) 
정민규(95) 정인용(95) 곽태현(96) 김민석(96) 민  욱(96) 양승우(96) 
장시영(96) 장태영(96) 진호현(96) 한선규(96)

이근영(24) 2,610
이면상(25) 1,000
재경30회동창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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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찬호(31) 405
조희제(31) 1,215
류지문(33) 200
36회동창회 960
강인순(36) 147
김관식(36) 270
이계상(36) 516
이광수(36) 432
최창림(36) 102
김종두(37) 621
최인수(38) 76
배정설(38) 72
윤석중(38) 297
조봉연(38) 477
이정배(39) 1,000
류성홍(39) 162
박해욱(39) 390
유성홍(39) 360
이영웅(39) 492
임성수(39) 54
전순구(39) 261

하민환(39) 771
황동서(39) 135
박인규(41) 765
정종진(41) 765
정병길(42) 72
강윤중(42) 270
강중구(42) 261
곽종철(42) 126
구자윤(42) 198
권호춘(42) 270
김경기(42) 264
김광웅(42) 39
김교선(42) 153
김근섭(42) 57
김도정(42) 195
김명준(42) 345
김민식(42) 99
김세중(42) 774
김시조(42) 207
김용현(42) 276
김유명(42) 639
김정회(42) 228
김주식(42) 819
김창수(42) 264
김학삼(42) 273

김헌태(42) 270
김현중(42) 162
김흥기(42) 225
남명진(42) 255
노영철(42) 270
노태남(42) 270
류제선(42) 273
문무남(42) 177
민병관(42) 258
민정식(42) 63
민춘기(42) 270
박건영(42) 2,700
박양훈(42) 261
박종본(42) 612
박종호(42) 378
박창용(42) 270
박태원(42) 264
석희선(42) 78
송광호(42) 138
송수호(42) 21
송신호(42) 261
송영국(42) 279
송영택(42) 555
송재춘(42) 222
송철호(42) 132

신윤철(42) 801
심완섭(42) 288
안상일(42) 36
양동훈(42) 252
양세원(42) 153
오만진(42) 810
우인봉(42) 216
유병두(42) 69
이건표(42) 54
이길웅(42) 273
이래경(42) 153
이문현(42) 261
이상귀(42) 270
이시영(42) 747
이영길(42) 270
이완승(42) 105
이용빈(42) 87
이웅배(42) 186
이윤재(42) 225
이은웅(42) 267
이정우(42) 783
이채규(42) 270
이춘근(42) 264
이풍제(42) 1,275
인현만(42) 270

임무길(42) 2,580
임호원(42) 174
장풍치(42) 270
장홍기(42) 270
정국희(42) 87
정무치(42) 228
정준식(42) 270
정진광(42) 222
최공(42) 123
최낙영(42) 207
최상호(42) 231
최송미(42) 270
최창식(42) 45
표창수(42) 267
김규진(43) 1,770
이재돈(43) 153
44회동창회 8,200
김병기(44) 72
김종후(44) 72
김철기(44) 36
박영희(44) 36
오세영(44) 36
이남복(44) 300
이종훈(44) 1,410
이현구(44) 36

임채훈(44) 36
조병연(44) 72
최용규(44) 72
홍명식(44) 72
홍오장(44) 36
박중진(44) 300
이창주(44) 522
김태용(45) 255
오영환(45) 432
홍승원(45) 1,582
46회동창회 1,350
김기정(46) 99
이시구(46) 761
장광선(46) 18
나정원(47) 36
문종욱(47) 105
양종대(47) 1,029
유홍연(47) 105
전궁령(47) 114
최준철(47) 171
권두성(47) 1,245
권용문(47) 252
김기옥(47) 783
김용진(47) 252
박웅범(47) 202

박정운(47) 21
박종서(47) 540
배정기(47) 84
송태섭(47) 75
유병환(47) 201
윤창식(47) 93
이영민(47) 15
이정찬(47) 78
이종현(47) 255
장훈진(47) 90
전명수(47) 111
전창배(47) 531
임상순(48) 3
조재영(48) 837
김원명(49) 1,260
유의규(49) 855
조주형(50) 105
강암구(50) 18
곽명신(50) 9
곽정흠(50) 18
김재성(50) 108
김효진(50) 201
나상철(50) 123
박원희(50) 249
송세헌(50) 198

일백백 모금 (단위 천원)

100주년 기념사업 성금을 보내주신 분



이 중 막내인 금동화(사진) 전 KIST 원장이 

VKIST(한국-베트남 과학기술연구원) 초대 원장에 

임명돼 모교의 명예를 빛냈다.

VKIST는 한국 정부가 2014년부터 5년간 무상

원조로 3500만 달러(약 400억원)를 지원해 설립하

는 베트남판 KIST다. 금 동문은 서울대 금속공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스탠퍼드대에서 재료공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1985년부터 KIST에서 

연구원으로 활동했으며 2006년부터 2년간 제 20대 KIST 원장을 역

임했다. 임기는 오는 5월부터 2022년 4월까지 5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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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정진(50) 198
송철호(50) 255
안정권(50) 54
오세진(50) 3
왕창근(50) 141
유명준(50) 90
유재복(50) 114
육관흥(50) 378
이규홍(50) 57
이선행(50) 189
이승기(50) 150
이주환(50) 234
장홍래(50) 210
정성희(50) 123
정인호(50) 477
주  성(50) 261
최하용(50) 306
황의철(50) 210
경창호(51) 1,155
황인방(51) 204
김재석(52) 603
김창현(52) 810
류인출(52) 312
이학준(52) 108
정병춘(52) 334
김현규(53) 675
송달영(53) 315
노종진(53) 1,245
이상실(53) 252
임  철(53) 231
강대규(54) 183
고정호(54) 477
고창환(54) 30

권태원(54) 1,290
김기현(54) 774
김세겸(54) 1,260
김원경(54) 258
김원봉(54) 774
남승황(54) 258
문희식(54) 825
박종덕(54) 2,580
손진수(54) 180
송병두(54) 1,290
송일섭(54) 177
오영선(54) 219
유영서(54) 774
윤석만(54) 690
이동규(54) 48
이범우(54) 516
이용희(54) 990
이희석(54) 2,280
임종갑(54) 774
장경태(54) 387
조성재(54) 216
조영환(54) 258
홍창수(54) 738
손종배(55) 315
이홍구(55) 525
김상규(55) 243
박백범(55) 1,035
이지한(55) 468
고재영(56) 498
구자현(56) 711
권선호(56) 183
김영상(56) 198
김정엽(56) 192

김충현(56) 270
김학용(56) 171
민장기(56) 237
민장홍(56) 846
박강희(56) 192
박재찬(56) 228
박주범(56) 63
박찬인(56) 243
박찬효(56) 243
성광진(56) 342
손  윤(56) 183
송양섭(56) 240
송인수(56) 558
양성직(56) 336
오세진(56) 93
오재환(56) 780
윤춘원(56) 192
이범준(56) 54
이원형(56) 192
이중엽(56) 960
임창덕(56) 648
장완호(56) 186
전성일(56) 87
한구인(56) 237
허  정(56) 228
홍치영(56) 243
황인호(56) 252
황의만(57) 243
58회동창회 

10,800
소양섭(58) 36
이후영(58) 315
김원진(58) 585

여성우(58) 459
구본상(59) 36
김동성(59) 264
김상민(59) 240
김연수(59) 201
김영봉(59) 120
김용성(59) 120
김재한(59) 261
김지호(59) 42
김태범(59) 837
김택길(59) 267
김형준(59) 123
나경수(59) 198
류재호(59) 219
맹성재(59) 90
박대용(59) 279
박승태(59) 198
박천수(59) 240
송도영(59) 675
안중규(59) 213
안중원(59) 117
엄성용(59) 279
이동구(59) 261
이상진(59) 264
이재열(59) 765
전영호(59) 246
전준규(59) 516
조성환(59) 171
주훈성(59) 6
60회동창회 5,000
고정균(60) 77
권형준(60) 198
김  암(60) 1,035

김진선(60) 165
김종무(61) 504
김진선(61) 261
임청규(61) 222
김병각(62) 522
이기상(62) 783
이대성(62) 405
이상진(62) 27
정진문(62) 747
최철웅(62) 72
김봉주(63) 51
김수경(63) 261
박도신(63) 555
이종성(63) 558
지동선(63) 108
박병천(64) 225
강영신(64) 126
김강우(64) 492
김경철(64) 108
김규완(64) 63
김성남(64) 237
김성호(64) 45
김창준(64) 132
박종민(64) 765
백영철(64) 126
성진모(64) 39
송일석(64) 21
오인식(64) 279
우상태(64) 189
유동준(64) 9
이경환(64) 204
이명원(64) 234
이욱재(64) 486

임경택(64) 60
정한오(64) 252
조  현(64) 234
최규성(64) 306
김진억(65) 108
이정섭(65) 75
임문묵(65) 468
강세봉(66) 315
김진영(66) 297
민철기(66) 120
이종민(66) 174
최창기(66) 315
최환수(66) 1,200
고영호(67) 792
김갑중(67) 72
김용걸(67) 495
박창희(67) 240
이제희(67) 69
조현욱(67) 261
황세근(67) 150
성용제(68) 204
이돈우(68) 315
김창선(68) 252
김현채(68) 612
김형기(68) 192
안경환(68) 783
정인우(68) 513
윤효섭(69) 258
이병권(69) 492
태주현(69) 60
정창용(70) 225
김진석(72) 1,275
김용관(73) 72

박의순(73) 30
소재웅(73) 40
손종봉(73) 60
송인석(73) 60
송치훈(73) 27
송혁준(73) 30
안재호(73) 70
유영균(73) 50
윤기웅(73) 50
이승태(73) 30
이영묵(73) 25
이인걸(73) 30
이재성(73) 72
정재영(73) 30
조경신(73) 60
주재선(73) 50
최영균(73) 54
한  욱(73) 18
김봉진(75) 228
유재홍(75) 72
손진복(76) 177
송태근(76) 99
김성곤(77) 174
윤천식(78) 21
엄복현(79) 603
김준학(80) 258
최재구(80) 9
이지원(82) 639
윤현민(85) 33
이신형(85) 126
고기한(90) 63

모교 100주년 후원기금 계좌 안내

하나은행 629-910029-05605 대전고등학교동창회
※입금 시 기수, 이름을 꼭 적어주세요.

100주년 기념사업 성금을 보내주신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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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제의 동문

5형제 선후배의 특별한 모교 사랑
금기(30회) 금채(36회) 금호(37회) 금유식(38회)

금동화(48회) 형제 250만원 기탁

알려드립니다

행사장 개별 현수막 부착 자제해주세요

허가되지 않은 광고물은 행사장 안에 부착할 수 없습니다. 

미리 100주년 기념사업회 행사분과위원회(간사 총동창회 사

무국 이상진 부장)와 협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서 있는 행사

를 위한 부득이한 조치이니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사료전시회장 현수막 부착 안내

대전고등학교 교내(담장 포함)와 개교 100주년 기념 사료전

시회장(강당)에 홍보 현수막 게시를 원하는 기수나 단체(동호

회)는 기념사업회 행사분과위원회(간사 이상진 부장)와 협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착물 크기와 수량이 제한돼 있어 신청 기

수(단체)에 한해 실비로 제작, 부착과 관리를 대행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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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년 거목
새싹 품다

새로운 100년의 시작, 4만 동문이 함께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