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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제 1호 늘 나라 사랑으로 함께 하는 15기 ! 

參拜 및 敎禮會를 마친 후 이어 15

기 동기회 사무실로 이동, 첫 임원회

의를 개최하고 1월24일 예정인 이사

회 및 임원워크샵, 금년도 사업계획 

내용, 예산 수립 등을 마치고 다음의 

“2019 동기회 활동 목표”를  확정 했

다. 

☞ 대학 동기회 및 동호회  

                활성화로 참여의식 고취 

☞ 소통의 활성화로 협력체계 강화 

☞ 문화 활동을 통한 삶의 질  

                  향상에 기여 

☞나눔과 봉사활동을 통한  

                  동기 사랑 실천  

박의승(서울대, 제 20대 회장)은 1월4일 오전 10:50 중앙회 주관의 현충원 참배 및 신년교례

회 행사에 15기 임원, 고문, 동기 20여명과 함께 참석하여 첫 공식 행사로 힘차게 출발 하였

다. 현충원에는 ROTC동문 470위(서울 225위, 대전 244위, 영천 1위)가 봉안 되어 있다. 현

충원 참배로 출범한 새 집행부는 “늘 나라 사랑으로 함께가자 15기”라는 슬로건으로 2019

년 연말에 ROTC중앙회 회장을 인수 받는 기수로서 능동적으로 중앙회 행사에 솔선하여 적

극 참여 하고, 42개 대학, 동호회, 지회 및 직능 단체와 원활한 소통과 교류 확대를 위하여 

동기회 회보 발행과 SNS 회원 가입을 적극적으로 확대 하기로 했다.          

발행인 박의승  |  서울특별시 서초구 명달로 65 일흥스포렉스 B1층 |   http://rotc15.org 2019년 2월 

2019년 1월4일 국립 서울현충원 참배 후 단체 기념 촬영 

2019년 1월4일 중앙회 주관 교례회에 참석한 ROTC15기 테이블 동기들 

2019년 ROTC15기 제 20대 집행부 임원 첫 상견례 후 기념 촬영   

이번 회보에는...  

 

 제 20대 집행부 출범-국립현충원 참배 

 제 19대 집행부 소식              …  2 page 

 ROTC15기 노래                    …  6 page 

 경하.근조기 배송 현황          …   8 page 

 제 19대집행부 임원 명단       … 10 page 

 제 19대집행부 협찬 현황       … 12 page 

 제 19대집행부 Hot News       … 13 page 

 제 20대 박의승 회장 인사      … 14 page 

 제 20대 워크숍 & 이사회       … 15 page 

 제 20대 워크숍 화보             … 17 page 

 복지위원회 소식                 …  26 page 

 5월11일 체육대회 장소 확정  …  28 page 

 대학 동기회 소식                …  30 page 

 대학.지회화보 & 동기 단신     … 40 page 

 동호회 소식                        … 48 page 

 지회 소식                           … 58 page 

 동기 소식                           … 64 page 

 화보 단신                           … 72 page 

 부록 (2019활동계획, 임원명단) ... 76 page 

 편집 후기                            … 82 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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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 나라 사랑으로 함께 가자 15기 !            19대 집행부 소식 

제 19대 집행부 재정위원장 김거리(경북대)부부  

             공로 트로피 전달  
김홍배(경북대) 제 19대 총동기회 회장은 2018년 12월28일(금) 해단식 자리를 마련

해준 키토산오리 김거리(경북대, 재정위원장) 대표 부부에게 공로패를 수여 했다. 해

단식에는 동기회를 위해 1년 동안 봉사한 집행부 임원과 그 가족들도 함께 초대하

여 만찬을 제공한 김거리 대표는 지난 해 2월 북한산MT에서 거행된 이사회 및 임원 

워크숍, 5월11일의 봄 맞이 가족 대축제 행사, 이어 이번 집행부 해단식 등 세 번에 

걸쳐 동기 및 가족들에게 넉넉한 식사를 제공하는 등 수 년 동안에 여러 차례 동기

회 행사 때 마다 솔선하여 동기 사랑을 실천한 두 내외에게 고마움을 전하고 캐릭터 

피규어 토로피를 제작하여 전달 하였다 

박의승(서울대) 제 20대  
신임 총동기회장 취임  
 

김홍배(경북대) 총동기 회장은 11월23일(금) 전쟁기념관 

탐방에 이어 뮤지엄홀에서 185명의 동기들이 참석한 가

운데 중앙회 진철훈 회장의 축사 및 동기회 깃발 이양으

로 직무 인계를 했다. 이 날 총회에서 만장일치로 제 20대 

회장으로 선임 된 박의승(서울대)회장은 “2019년 연말에 

중앙회 회장직을 인수 받는 15기의 대표로 중요한 시기에 

무거운 중책을 맞는다”고 밝히고 동기들의 적극적인 성원

과 협조를 당부 했다. 한편 15기 임관 인원 3,452명 중 서

울대가 316명(11%) 으로 가장 많은 선봉대학이어서 역할 

기대에 큰 부담을 안고 있는 만큼 집행부 임원도 경험이 

많은 19대 임원들을 대부분 재선임 했다. 또한 2020년에 

15기총동기회장 직무를 수행 할 수석부회장 적임자 선임

을 위해 다각적인 발굴 노력을 진행하고 있으며 고문단과 

동기들도 훌륭한 수석부회장 적임자 추천과 협력을 당부

했다.   

< 김거리(재정위원장, 경북대, 키토산오리 대표) 부부에게 공로 트로피를 수여한 김홍배 회장> 

內實 있는 運營에 역점 둔 19대 집행부 해단식  

 

김 회장은 지난 

1년 동안 상주

에서 서울을 왕

래 하면서 공백 

없이 여러 큰 행

사는 물론, 은퇴 

세대로 들어선 동기들의 재정적 여건을 감안한 ‘저비용 고성과’의 새로운 동기회 운

영 표준을 세우는데 역점을 두고 행사들을 추진 하였다. 특히 동기들이 가족과 함께 

참여하고 즐길 수 있는 경복궁 문화유적 답사 (60명 참석)와 봄 맞이 가족 대축제 

(192명 참석) 등은 매우 내실 있고 예산 대비 고성과의 행사로 평가 하고, 이를 성공

적으로 이끈 전체 임원에게 고마움의 뜻으로 공로패를 전달 했다. 이날 여흥 시간에

는 문근찬(서울대, 교육위원장)이 숨겨진 깜짝 재능 하모니카 연주로 많은 호응을 받

으며 가족들 모두 흥겨운 저녁 시간을 가졌다. 

박의승 신임 회장이 15기 깃발을 이양 받아 힘차게 흔든다.  

(左) 김홍배 19대  (中) 최선윤 18대  (右) 박의승 20대 회장 



http://rotc15.org 

3 

 

   늘 나라 사랑으로 함께 가자 15기 !               19대 집행부 소식 

  좌로부터  우수지회 유성운 (원주지회) , 김홍배 회장,  작곡상 박상진 (서울대),   

                                          작사상 문근찬  (서울대) ,  김태억 (테니스회), 우수대학 신국영 (서울대) 

(좌)  박의승 수석부회장     (우)  김홍배 회장 

총 회 시상식(원주지회, 테니스회, 서울대, 15期 노래 작곡.작사가)  

                          및 감사패.기념패 전달 

제  19대 집행부 송년 행사에서는 동기회 발전을 위해 기여한 이충희(경기대), 박진서(중앙대) 두 고문에게 감사패를 수여하고, 원주지회(유

성운), 테니스 동호회(김태억), 서울대(신국영) 및 ROTC15기의 노래 작곡가 박상진(서울대), 작사가 문근찬(서울대)에게 각각 시상하고, 유럽 4개

국 7,000Km 자전거 순례를 완주한 박두현(조선대), 정황섭(중앙대)에게는 기념패, 박의승(서울대) 수석부회장에게는 공로패를 수여 하고 치하 했

다. 또한 박의승 수석부회장은 김홍배(경북대) 제19대 회장에게 감사의 뜻으로 재직 기념패와 가족에게 꽃다발을 각각 전달했다.    

 (위)  박두현 (조선대)      (아래)  정황섭 (중앙대) 

              박진서 (중앙대,  고문)                                                            이충희 (경기대, 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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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 나라 사랑으로 함께 가자 15기 !            19대 집행부 소식 

戰 爭紀念館 단체 관람 

     뜻 깊은 행사 가져 

김 홍배(경북대) 총동기 회장은 11월23일(금) 총

회 및 송년회에 앞서 14시~15시까지 호국의 전당 전

쟁기념관의 전문 해설사의 설명을 들으면서 뜻 깊은 

관람 행사를 가졌다. 

역 사상 수많은 전쟁을 겪으면서 나라 사랑 동력

이었던 선열들의 호국정신이 깃든 호국추모실, 삼국

시대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전쟁 역사실, 6.25 전쟁

실, 해외 파병실, 국군 발전실 등은 물론 호국의 발자

취 작품들도 함께 둘러보았다.  김홍배 회장은 전쟁기념관 방명록에 서명 후 관람 시작 전에 단체 기념 촬영을 했다.  



http://rotc15.org 

5 

 

   늘 나라 사랑으로 함께 가자 15기 !               19대 집행부 소식 

송 
 년회 축하 행사는 황재권(관동대) 사회자의 진행으로 이윤철(중앙대) 단장이 이끄는 일오패밀리 오프닝 공연에 이어, 한명수(경희대) 

서영미 원장 커플의 우아한 스포츠 댄스와 김수원(영남대)의 하모니카 연주로 열기가 높아져 뜨거운 호응과 박수로 이어졌다.  

특히 이번에 노랫 말 공모로 만들어진 15기 동기의 노래 “R15가”는 작곡가 박상진(서울대, 문화위원장) 지휘에 따라 알시오콰이어가 

첫 공연으로 행사장 열기를 한층 절정으로 높였고, 이어 손종열(명지대) 지휘에 따라 멋진 하모니와 한결 성숙한 알시오콰이어 화음은 이제 수준

급이라는 찬사가 쏟아졌다.  마무리로 일오패밀리의 연주에 맞추어 모든 참석자들의 합창으로 이어진 송년회는 대미를 장식 했다.  

손종열 지휘자와 알시오콰이어 단원들                                                           안영원 (연세대)  전임 단장  

 하모니카 연주 김수원(영남대)  한명수(경희대)  서영미(스포츠댄스 원장)의  우아한 댄스 공연 

이윤철 단장과  보컬 김후수 열창을 선보인 일오패밀리 (중앙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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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 나라 사랑으로 함께 가자 15기 !            19대 집행부 소식 

클릭 영상으로 보기  

https://www.youtube.com/watch?v=A5LfAuSQvGs
https://www.youtube.com/watch?v=A5LfAuSQvG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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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늘 나라 사랑으로 함께 가자 15기 !               19대 집행부 소식 

< Click하여 19대 집행부 활동 영상으로 보기  > 

< Click하여 대학별 2018 연회비 납부 실적 보기 > 

< Click하여 중앙회 소개 영상 보기  > 

2018年 第19代 執行部 優秀 同期會 受賞 

클릭 40주년 영상    

https://www.youtube.com/watch?v=BQeJQl7X5-4
http://rotc15.org/bbs/board.php?bo_table=B2019
http://rotc15.org/bbs/board.php?bo_table=B2019
https://www.youtube.com/watch?v=oSwcgHyxj7M
https://youtu.be/XM5jDCot9Z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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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 나라 사랑으로 함께 가자 15기 !            19대 집행부 소식 

결혼 을  축 하합니다! 삼가 명복 을  빕니다! 

2018년 경하기 & 근조기 배송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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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늘 나라 사랑으로 함께 가자 15기 !               19대 집행부 소식 

 

조동관 (010-5323-0992) 

복지위원장에게 수령자의 이

름, 대학, 전화, 주소를 문자

나 카톡으로 알려 주시면 경

하기, 근조기를 배송 합니다.  

 

애.경사에 언제나 함께 합니다 !  

2018년 경하기 & 근조기 배송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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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 나라 사랑으로 함께 가자 15기 !            19대 집행부 소식 

번호 직책 성명 출신대학 연락처 

1 회장 김홍배 경북대 010-5072-2323 

2 수석부회장 박의승 서울대 010-5351-4170 

3 부회장 박두현 조선대 010-8147-9009 

4 감사 한병필 광운대 010-3890-7102 

  감사 이기석 인하대 010-5263-1636 

5 사무1총장 이용근 고려대 010-2936-7090 

6 사무2총장 황신환 경북대 010-6415-1712 

7 행사위원장 정황섭 중앙대 010-5271-2606 

8 기획위원장 권 찬 홍익대 010-6214-2652 

9 발전위원장 정용상 건국대 010-8636-0641 

10 재정위원장 김거리 경북대 010-2102-0153 

11 조직위원장 변두균 광운대 010-7424-5910 

12 교육위원장 문근찬 서울대 010-2203-8785 

13 혁신위원장 김흥구 연세대 010-8372-7264 

14 홍보위원장 송재봉 조선대 010-7129-3307 

15 정통위원장 경돈수 강원대 010-3774-3101 

16 문화위원장 안영원 연세대 010-5044-4690 

17 복지위원장 조동관 중앙대 010-5323-0992 

18 예능위원장 김주운 성균관대 010-3788-5712 

19 섭외위원장 김경일 경북대 010-9371-2481 

20 봉사위원장 임형태 전남대 010-6252-3803 

21 체육위원장 현준호 인하대 010-9496-2191 

22 대학협력위원장 백운조 아주대 010-3808-5948 

23 동호회위원장 하주익 경상대 010-3582-3434 

24 지방지회위원장 최해원 충북대 010-3599-9434 

25 특보 문대선 한남대 010-5236-3002 

26 특보 오자진 충남대 010-3192-9603 

27 특보 이기형 아주대 010-9112-6789 

28 특보 나찬희 서울대 010-52579770 

29 특보 이동완 영남대 010-3789-9205 

 제 19대 집행부 임원 명단  
재임기간 : 2018.1.1 ~ 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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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년 19대 집행부 협찬 현황   

  

성 명 

행 사    

협찬 내용 요약 

(2/23) (5/11) 탐방(9/8) 
정기총회 
(11/2  

  

기  타 

  
이충희  

( 경기대)  

  

일백만원 

  

에코백  

  
  

 

  

 

  
현금: 현품: 3건 

  
박의승  

( 서울대)  

  

일백만원 

  

와인10병 

  

육십만원 

  
  

 

  

 

  
현금: 현품: 3건 

한능해 
( 성균관)  일백만원 

무릎담요 
 

      현금:  
현품: 1건 

경돈수 
( 강원대)  삼십만원 삼십만원       현금: 60만원 

  
김홍배  

( 경북대)  

  

 

  
 

 

  

현품: 3건 

정문교 
( 영남대)  

   
 

      현품: 1건 

이기석 
( 인하대)  

  일백만원       현금:  

박진서 
( 중앙대)  

  행사타올 
 

 
 

   
 

현품: 2건 
사무실제공 

김경일 
( 경북대)  

  일백만원       현금:  

이범재 
( 아주대)  

  금수저    금수저    현품: 2건 

최해원 
( 충북대)  

  이십만원       현금: 20만원 

김현식 
( 경북대)  

  광동야왕 
 

      현품: 1건 

박수룡 
( 조선대)  

  그림 1점       현품: 1건 

김태갑 
( 아주대)  

       
 

   30만원 

  
오충식  

( 아주대)  

      
 

 

  
  

현품: 1건 

박성렬 
( 고려대)  

       
 

  현품: 1건 

안영원 
( 연세대)  

      와인20병   현품: 1건 

김거리 
( 경북대)  

행사 식대 등 일절 상당 
(19대 집행부 해단식 행사 포함) 

행사장 및  
행사 식대 협찬 

 

ROTC신한카드는?  

대한민국ROTC중앙회는 신한카드사와 업무제휴를 통하여 신한 

ROTC회원카드를 발급하고 있습니다. ROTC신한 카드 발급 및 사

용으로 ROTC중앙회와 15기 동기회 발전에 동참하실 수 있습니다. 

ROTC 신한카드 발급 신청을 하시게 되면 ? 

◆  카드사용 금액에 대한 일정 금액이 중앙회 발전기금으로 적립 

◆   카드 발급 신청시 ROTC중앙회 연회비 자동이체 납부가 가능 

◆  본인이 인터넷 신청 시는 55,000원 (중앙회 25,000원 / 동기회 30,000원)이 적립 

◆  콜센터로 전화 신청 시는 35,000원 (중앙회 15,000원 / 동기회 20,000원)이 적립 

동기회 사랑은 

ROTC 신한카드 신청으로 ! 

클릭하여  

신한카드 신청하기  

https://www.shinhancard.com/conts/person/card_info/dream/credit/public/1514272_46606.jsp
https://www.shinhancard.com/conts/person/card_info/dream/credit/public/1514272_46606.jsp


http://rotc15.org 

13 

 

   늘 나라 사랑으로 함께 가자 15기 !               19대 집행부 소식 

2018 

Hot News 



14 

http://rotc15.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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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20대 총동기회장 인사말 ] 

대한민국 ROTC 15기 동기 여러분! 새 해에도 여러분의 건강과 댁내 평안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지난 19대 김홍배 회장은 원거리에서 수시로 왕래하며 우리 총동기회를 위해 헌신함에 감사 드리며,  

함께 애써주신 집행부 동기들의 노고에도 다시 감사 드립니다. 또 큰 일이 있을 때마다 물심양면으로  

지원을 아끼지 않은 동기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20대 집행부와 함께 새해 15기 총동기회를 출범하며, 동기 여러분의 더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 드립니다. 특히 ROTC 중앙회 박진서 수석부회장이 2020년도부터 중앙회 회장의  

소임을 맡게 되는데, 동기 여러분의 동참이 큰 힘이 되므로 15기 총동기회와 더불어 중앙회  

활동에도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 20대 총동기회의 슬로건은 "늘 나라사랑으로 함께 가자 15기"로 정했습니다.  

동기회 활동을 하면서도 나라 걱정만큼은 잊지 말자는 취지입니다.  

또한, 금년 15기 총동기회의 운영 목적은 "참여와 헌신으로 화합된 동기회가 되자”로  

정했습니다. 이런 목적을 실천하기 위한 구체적인 활동 목표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 대학 동기회 및 동호회 활성화로 참여 의식 고취 

- 소통의 활성화로 협력체계 강화 

- 문화활동을 통한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동기회  

- 나눔과 봉사활동을 통한 동기 사랑 실천 

요약하자면, 금년에는 15기 동기 여러분이 더욱 건강을 챙기면서 동기 간 모임을 활성화 해주시고, 마음의 문을 열어 더 화합하고 소통하며, 

또한 주변에 특히 어려움을 겪는 동기가 있다면 어떤 도움이 필요한지 둘러보고 배려하는 데에도 더 마음을 쓰는 동기회가 되었으면 합니

다.  

바쁜 일상 중에도 우리 총동기회가 더욱 넓어진 영역에서 활발한 활동들을 하며, 동기회의 화합과 발전을 기할 수 있도록 집행부와 함께 최

선을 다하겠습니다. 동기 여러분의 건승과 가정의 행복을 기원합니다.  

  

             2019년 1월 元旦  

 

             대한민국 ROTC15기 제 20대 총동기회장  박 의 승  배 

< 박의승(朴義勝) 제 20대 회장 > 

同 
期會 연회비는 2007년 홈페이지 개설 후 

2011년 고기영(명지대, 12대) 회장이 2만

원 자진납부 운동을 주창한 이후로 현재

까지 9년 동안 지속 유지되어 동기들의 

哀 / 慶事 발생 시 조기.경하기(弔旗/慶賀旗) 및 화환 배송 등 

慶弔 支援으로 전액 활용 되고 있다.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546명 406명 354명 311명 335명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8년 합계  

615명 514명 572명 ? 3,653명 

최근 8년간 연회비 납부 인원 현황 클릭하여 대학별 납입현황 보기  

http://rotc15.org/member_fee_2019.ph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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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019년 20대 집행부 Workshop 

    및 이사회 개최  
박의승(서울대) 제 20대 총동기회 회장은 2019년 1월24일(목) 

서초동 써밋갤러리에서 개최된 워크숍에서 집행부 임원들에게 

임명패를 수여하고, 2019년 주요 업무와 행사들을 토의 확정 했다. 주요 행사로 5월11일 15기 

가족 체육대회, 9월21일 역사문화 탐방, 10월 문화행사 등을 추진키로 하고 이어 진행된 이사

회에서는 4천1백만원의 수입.지출 예산안을 확정 했다.   

이 
번 20대 집행부 워크숍 및 

이사회에서는 박상진(문화

위원장)의 사회로 소확행

(소소 하지만 확실한 행복)

의 문화행사를 선보였다. 소확행의 주인공

은 일오패밀리 이윤철(중앙대) 단장의 트럼

펫 연주, 만능 재주꾼 조주현(강원대)과 김

수원(영남대), 최해원(충북대)의 하모니카 

연주, 김영관(서울대, 강원대 환경공학과 

교수)의 색소폰 연주에 이어 유종의 미는 

한은섭(관동대) 동기가 참석자들과 함께 

“고래사냥” 합창을 하며 훈훈한 자리를 빛

냈다. 특히 울산에 거주하는 최해원(충북

대) 지방지회장이 참석하는 열성을 보였으

며, 왕종준(청주대)과 신병찬(충북대) 회장

과 박봉규 총무가 참석하여 활기찬 지방 

대학 운영 소식을 전하여 박수 갈채를 받

았다. 

박 
의승 회장과 이범재, 이은

경, 고기영, 박진서, 석중건, 

한능해, 김홍배 고문단을 

비롯해 집행부 임원과  대

학, 지회, 동호회 임원단 80여명이 함께 했

으며, 통상 기별 워크숍 행사에는 참석 하

지 않는 관례를 깨고 진철훈(14기) 중앙회

장과 권오연(14기) 상근부회장, 김재빈(14

기) 홍보사업본부장, 김희진 홍보부장(사

진)이 참석해 축하와 함께 격려금을 전달 

했다. 

앞줄 우로부터  이승섭 (중앙회 수석상임부회장,15기) 김홍배 ( 19대회장)  권오연 ( 중앙회 상근부회장,14기)  박의승 ( 총동기회장) 

진철훈 (중앙회회장,14기)  김재빈 ( 중앙회 홍보사업본부장, 14기)  이범재  (고문 ,15기)  고기영 (고문 ,15기)  박진서 (중앙회 수석부회장,15기) 

박의승  총동기회장은 워크숍 후 20대 집행부 임원들에게 임명패를 수여 후 기념  촬영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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祝賀합니다.  
100大 名山 完登  

이계인(아주대)  

기념패 수여  
박의승(서울대) 총동기회장은 워크숍 

행사에 “나를 찾아 떠나는 산행”의 

주인공 이계인(아주대) 동기를 초빙

하여 “명산 100좌 완등 기념패”를 수

여 하고 자랑스런 동기를 치하 했다. 

이계인 동기는 “2년여에 걸쳐  

2016.9.12~2018.10.13) 매주 2~3

회 정도 이른 새벽에 기상하여 100대 

명산 산악회 동호회에서 운영하는 전

용 버스로 이동하여 설악산에서 한라

산에 이르기 까지 한반도의 명산을 

찾아 완등 하는 열정을 보여 산악회 

회원들에게 튼튼한 체력과 건각의 모

범이 되고 있다.     

< 박의승 총동기회장이 명산100좌 완등자 이계인(아주대)에게 기념패를 수여 했다. > 

<  100대명산 완등 축하 기념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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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진으로 보는 20대 집행부 이사회 및 임원(대학.동호회.지회 회장단) 워크숍 

 아래 사진 순서대로, 워크숍 단체사진,  20대 집행부 임원단, 고문단, 서울대 회장단 

김용우(고려대) 동기가 남항 여수에서 이른 봄을 

알리는 꽃 소식을 SNS로 전해 왔다. 매화(梅花)는 

서리와 눈을 두려워 하지 아니하고 언 땅 위에 고

운 꽃을 피워 맑은 향기를 뿜어낸다. 매화는 온갖 

꽃이 미처 피기도 전에 맨 먼저 피어나서 봄소식을 

가장 먼저 알려 준다. 경칩이 몇 일 남지 않았으니 

이제 개구리도 잠에서 깨어 튀어나오려고 꿈틀거

리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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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orkshop 

畵報 

 

박상진 문화위원장  중앙회장 격려금 전달  

경북대 회장단(김홍배, 홍성원 , 황신환 )  

조선대 회장단(박두현, 김기영, 이승섭, 송재봉 )  

연세대 회장단(계명수, 이은경 )  
김영관(서울대) 색소폰 연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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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대 회장단-조동관(복지위원장), 류경모(중앙대회장), 정황섭(행사위원장), 김세수(기우회장), 박진서(고문),  

허충회(산악회장), 이영천(테니스 총무), 정규호(산악회 홍보), 황인상, 이윤철(일오패밀리 단장) 

이윤철(일오패밀리 밴드 단장) 

이대성(서울대, 재정위원장) 

Workshop 

畵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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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orkshop 

畵報 

박상진(서울대, 문화위원장)의 문화공연 진행  

명지대 회장단(주재만,고기영,김성동) 

숭실대 회장단(김관동,김재성,차홍업) 

회장단들의 반가운 만남 

즐거운 문화

공연 관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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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신환(감사) 홍성원(경북대)  

문근찬(2총장)  

김기수(인하대 회장) 

청주대 회장단(왕종준, 박성국) 

아주대 회장단 (이계인, 김승복, 이기형, 이범재 ) 

회장단들의 반가운 만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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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orkshop 

畵報 

영남대 회장단(정일훈, 홍진기) 이석길(산악회 총무)  김수원(굴렁쇠 총무) 

리셉션 준비 끝~~ !  

이용근 사무1총장,  

정황섭 행사위원장,  

박의승 총동기회장,  

이명희 특보,  

문근찬 사무2총장 

강대식 현역동기회장, 충북대 회장 신병찬, 최해원 지회협력위원장 진행자 이용근(사무1총장) 

한양대 회장단 (김성수,문건태) 석중건(고문) 이희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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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모니카 연주(김수원, 조주현, 최해원) 

권찬(홍익대, 동호회위원장) 

동국대 회장단(권영우, 서해운) 
이동완(영남대, 특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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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빠들 맛있게  드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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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크숍 행사장 써밋 갤러리와 집행부 임원 임명패 수여 사진 

박의승(서울대) 총동기 회장은 2월13

일 중앙회에서 주관한 기별 회장단 

회의에 참석 후 15기 조직분담금 일

백만원을 납부하고 인증 샷을 했다.  



26 

http://rotc15.org 

   늘 나라 사랑으로 함께 가자 15기 !             20대 집행부 소식 

지난 12월24일 방광암 수술 후 퇴원하여 자택에서 회복중인 현인서(동국대) 동기를 박의승 총동기회장, 동국대 회장

단(권영우 회장, 서해운 총무, 박주곤, 김진모) 기독장교회 김평래 목사, 조동관(복지위원장) 등 7 명이 방문하여 위로 

하였습니다. 

2011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양상완(단국대) 

오승규(동국대) 

오석영(단국대) 

황길중(건국대) 

이창훈(홍익대) 

 

배찬규(영남대) 

박승우(중앙대) 

김철회(서울대) 

박창환(건국대) 

박순배(조선대) 

변영모(조선대) 

 

성낙준(건국대) 

박승우(중앙대) 

 

김동수(단국대) 

조완호(중앙대) 

ROTC15기 총동기회 환우돕기 현황 

★ 2011년 이전 및 2012년 ~ 2014년 자료는 아직 확인 중에 있습니다. 

1 
5기총동기회 제 20대 집행부에서는 우리 주

변에 어렵게 병마와 싸우고 있는 동기들을 찾아 3,000여명의 동기 모두의 쾌유를 비는 마음을 모아 정성껏 위로를 

드리고자 합니다. 동기 여러분께서 주변의 동기들 중 병마와 싸우고 있는 환우 동기를  

조동관(010-5323-0992) 복지위원장에게 연락 주시면 절차를 상의하여 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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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찬희 20대집행부 특보(서울대)가 아산병원에서 간암

으로 한 쪽 간을 60% 정도 절단하고 쓸개도 떼어내는 

수술을 잘 끝냈습니다. 현재는 수술 회복 단계이고 퇴

원은 회복 되는 상황 봐서 담당의사가 결정 한다고 합니다. 박의승 총동기 

회장, 조동관 복지위원장, 기독장교회 김평래 목사를 비롯 20대 집행부 임원

들은 2월25일(월) 14시 나 특보를 문병하고 위로를 하였습니다. 

항 상 밝은 웃음으로 낙천적인 성격인 나 특보는 “동기들 

염려에 너무 감사하고 자기 몸이 공인인 것 같아 이제 

함부로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절개 수술을 해서 

가슴 부분부터 아래 배 쪽으로 수술 자국이 생겼

다”고, 문병 온 동기들에게 특유의 밝은 웃음으로 유머를 잃지 않았습니다. 

빠른 쾌유를 빕니다. 

 [ 글 조동관 . 사진 이용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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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난 1월20일 박의승(서울대) 총동기회장은 주재만(명지

대) 체육위원장, 서해운(동국대) 경기위원장, 정황섭(중

앙대) 행사위원장 그리고 이용근(고려대)사무1총장과 

함께 2019년 5월11일(토) 예정된 제 20대집행부의 행사 중 가장 규모

가 큰 “한마음가족체육대회” 장소를 사전 섭외 및 점검을 위해 김성수

(경기대 스포츠 건강과학과) 교수를 예방하여 경기대 실내체육관 임

대 가능성을 타진한 후 쾌히 대여 승낙을 얻었다. 

일 
반적으로 대학교 체육관은 선수들의 경기를 제외한 일

반인 스포츠 행사에 대하여 대여는 매우 까다로운 조

건으로 승인을 하는데 다행히 김성수 교수의 도움으로 

행사 당일 우천시라도 예정된 체육대회를 안전하게 치룰 수 있게 되

었다. 행사에 참가하는 동기들은 “반드시 운동화 또는 농구화 

착용을 의무화 해야하고 신발 바닥에 묻은 모래를 잘 털

고 실내로 입장해 줄 것”을 특별히 당부했다.  

★ 다양한 스포츠와 오락를 할 수 있으며 계단에 앉아서 응원도 가능한 최적의 행사 조건을 갖추고 잇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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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 경기대행 버스 

클릭하면 경기대 체육관 위치를  

볼 수 있습니다. 

◆  경기대 수원캠퍼스 맵 

◆  서울 ~ 경기대행 전철  

http://www.kyonggi.ac.kr/webService.kgu?menuCode=K00M000203
http://www.gbis.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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延 世大學校(107) ROTC 15기 정기총회가 2019.1.17(목) 

저녁 경복궁역 경희궁 부페에서 열렸다.  

15기 총동기회에서는 박의승 회장과 이용근 사무1총장, 정황섭 행사

위원장이 참석하여 행사를 축하하고 격려금을 전달하였다. 2019년을 

이끌어 갈 임원진으로 계명수 회장, 이홍수 사무총장이 새로 취임하여 

수고 하게 되었다. 연세대학교 15기 동기회는 132명이 임관 하였으며, 

2012년 2월에는 연세대ROTC 총동문회 정기총회에서 15기 박성규 

15대 회장이 선출 되어 연세대학교 ROTC총동문회에도 기여하며 꾸

준히 동기애를 굳건히 하고 있다.  

延 세 ROTC 15기 운영의 특징은 다른 대학교와 달리 2030년까지 회장을 미리 내정 해놓고 올해 사무총장이 내년 회장직을 자동으

로 승계하는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다. 이번 총회에는 연세대 동기 33/132명(임관), 33/83명(kakao가입)이 참석 하였고, 15기 총동

기회에서 회장단 3명, 연세대 ROTC총동문회 회장단 2명이 참석하여 전체 38명이 모임을 가졌습니다.      [글 김남현 . 사진 계명

수] 

연세대 15기동기회 총회 단체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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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세대 총회에서 동기들과 소통하고 있는 박의승(서울대) 제 20대 총동기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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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국대학교 112 학군단    

동국대학교 발자취 
 1977년 3월 122명 임관 

 1997년 6월 동국대학교 ROTC15기동기회 재결성 (회장 김성용) 

 2019년 1월 현재 86명 연락처 확보 60여명 참석 

 

▶  2019년 주요 행사   ( 연례행사)  

 
 

                                                      ▶  역대 회장단  

 

 

 

 

 

순서 행사 명 월  비 고 

1 정기총회 겸 신년하례식 01월 신.구회장 이취임식 겸함 

2 시산제 03월 산악회 주관 (관악산) 

3 봄맞이 가족나들이 05월 산악회 주관(가족동반) 

4 현충원 참배 06월 15기주관 현충일 前週 (全동문, 후보생 참석) 

5 가을맞이 가족나들이 10월 문화행사 탐방 관람(가족동반) 

6 당구대회 11월 당구 동호회 주관 

7 송년모임 12월 번개 모임 

左로부터 이상명(감사) 채일균(2총장) 박주곤(부회장) 권영우(회장) 서해운(1총장) 

기 수 성 명 학과 기 수 성 명 학 과 

초 대 오숭규 체육교육학과 7 대 백재승 통계학과 

2 대 김성용 경찰행정학과 8 대 제갈태룡 경제학과 

3 대 박전호 식품공학과 9 대 박영식 식품공학과 

4 대 윤관욱 화학공학과 10 대 이재덕 경제학과 

5 대 유종칠 건축공학과 11 대 김만규 경제학과 

6 대 현인서 식품공학과 12 대 권영우 전기공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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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 책 성 명 학 과 직 책 성 명  학과 

회  장 권영우 전기공학과 사무1총장 서해운 체육교육학과 

부회장 박주곤 경찰행정학과 사무2총장 채일균 영문학과 

감  사 이상명 국어국문학과 산악회장 신춘준 행정학과 

▶  12대 임원진 ( 2019년 현재)  

▶  현역 근무 

 

성명 전역시 직책 전역 계급 

박주곤 2군사령부 헌병단장 대령 

김만규 병참 병과장 준장 

국립현충원 참배(15기 주관 총동문회 및 후보생 참가)  

15기 (2명포함) 총 9위가 모셔짐  

봄맞이 가족나들이(2018.05.12 33명 참석) 

경기도 여주신륵사 관람 

가을맞이 가족나들이(정동거리 탐방 후 

국악공연 관람- 정동극장  

2019 정기총회(2019. 01.11 육군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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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학교 101 학군단  15기 동기회 소개 

 

1. 연 혁 

서울대ROTC15기동기회는 2007년 ROTC 임관 30주년 기념행사를 준비하면서 모임을 결성

하게 되었다. 모임을 결성한 후 꾸준한 노력으로 현재는 카톡방에 100여명이 가입되어 있

다. 그동안 모임을 위해 노력한 집행부 간부진들은 다음과 같다. 

순서 재임 년도 회장 사무총장 

1대 2008 - 2009 박의승 신국영 

2대 2010 - 2011 김상수 신국영 

3대 2012 - 2013 박정모 신국영 

4대 2014 - 2015 이승준 유승현 

5대 2016 황은식 신국영 

6대 2017 임경묵 신국영 

7대 2018 신국영 문근찬 

2. 현 집행부의 구성 

서울대ROTC15기동기회는 전직 회장들로 구성된 고문단, 회장, 

수석부회장, 부회장, 운영위원, 분과별 운영부회장, 지회장, 사무

총장으로 구성되어있다. 이중 핵심 운영부서는 회장, 수석부회

장, 사무총장이며, 2019년도를 이끌어가고 있는 동기는 다음과 

같다. 

직책 이름 연락처 비고 

회 장 강희건 010-7570-8891  

수석부회장 정인수 010-5212-7331  

수석부회장 문근찬 010-2203-8785  

수석부회장 이대성 010-3592-1646  

사무총장 이연우 010-2818-9501  

2019.2.21~24일( 3박4일) 마카오 홍콩 연수 중에 단체 기념 촬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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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2019년 행사 

  

●  주요 행사 

- 정기 총회 (3.16 토. 18:00) 

- 송년회 (11.28 목 17:30) 

 

●  2019 소모임 

- 문화 탐방 (예정 날짜 및 내용: 4. 6;  여주 세종대왕 능, 5.31-6.1;   

  경남 행복마을 동사섭 및 통영 지역, 9. 28;  서울 근교) 

- 나찬희 댁 방문 (6월 하순 예정)  

- 오페라 감상 (안지환 단장, 10월 하순 예정) 

 

●  2019 해외연수 

- 서울대 ROTC 15기회의 특색 있는 행사로 자리매김함 

-  2019년도는 2월 21~24일(3박4일), 홍콩-마카오, 부부 13, 총 26명 참가 

 

●  ROTC 중앙회 행사 

- 송년회(12.20 금)  

4. 최근 행사 소식 

서울대ROTC15기 동기회는 2월21일(목)부터 24일(일)까지 3박 4

일 일정으로 홍콩과 마카오를 다녀오는 해외연수를 실시하였다. .  

이번 연수에는 15기 총동기회 회장 박의승(서울대) 동기를 비롯한 

13명의 동기가 부인들과 함께 참여하여 총 참여인원은  26명, 부인

들만의 모임도 가지면서 돈독한 우의를 다지는 기회가 되었다. 그

리고 영국의 조차지였던 홍콩에 관한 역사적 배경을 잘 알기 위하

여  사전에 연수자 료로 “ “아편전쟁” 영화를 숙독하도록 하였으며, 

역사적 배경에 관한 퀴즈를 내어 맞추는 동기에게는 상품을 수여하

였다.  

 

또 해외연수는 2016년에는 베트남 다낭, 2017년에는 일본 오사카, 

2018년에는 대만, 그리고 올해는 홍콩 이렇게 4회를 운영하였는데, 

4회 모두 참여한 동기에게는 개근상을 수여하였다. 

 

이번 연수에서 특히 의미가 있었던 것은 15기 총동기회의 해외협력

위원장이면서, 현재 홍콩 한인협의회 회장을 맡고 있는 김운영 (중앙

대) 동기와 함께 한잔의 추억을 가졌다는 것이다. 비록 두어 시간 정

도의 만남이었지만 끈끈한 동기애를 느낄 수 있는 기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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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시 및 장소 : 2019.1.25 (금) 저녁. 대구 옛집 

� 참석 : 신영재 회장외 30명 

� ROTC15기 총동기회 워크숍 및 이사회 내용 전달,  금년도 주요 안건 협의 

                    [ 글. 사진 황신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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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시 및 장소 : 2018. 11. 28, 국방회관  

� 참석 : 류경모 신임 회장 외 50명 

� 이.취임식 : 박진서(고문)과 동기.가족들이 참석한 

이 날 행사에서는 그동안 여러 해 동안 수고한 피정권 

전임 회장이 이임하고 류경모 회장이 새로 취임 하였습

니다.  

정황섭 사무총장의 사회로 진행 된 총회 행사는 15기

총동기회 박두현 부회장이 참석하여 신임 류경모 회장

에게 동기회 깃발을 이양하고, 2019년 말에 중앙회장

직을 인수 받는 중앙대 15기의 중대한 역할을 강조하

며 행사 축하와 이.취임하는 신.구 회장의 노고 치하와 

축하를 하였습니다. 

 

이날 2부 행사는 가족의 사회로 진행 되었으며, 자랑스

러운 일오패밀리 밴드 공연, 정규호 가족의 하모니카 

연주, 그리고 임관 30주년 이후 10여년 동안 진행 되었

던 동기회의 여러 국내외 행사들을 편집한 추억의 영상

과 사진을 시청하고, 협찬품을 추첨하여 선물하는 뜻 

깊고 즐거운 시간을 가졌습니다.        

   

            [ 글. 박두현, 사진 정황섭 ] 

단체 기념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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大學.支會 畵報 

&同期 短信 

인하대 모임  [ 카톡 사진 최돈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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大學.支會 畵報 

&同期 短信 

1. 영남대 재경 동기회 모임 

2. 정용상(건국대, 한국법학교수회장, 발전기금위원장)  

제11회법률가대회 개최, 지역사회.발전 공헌대상 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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大學.支會 畵報 

&同期 短信 

1. 영남대 재경 동기회 모임 

2. 부산 지회 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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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대 월례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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大學.支會 畵報 

&同期 短信 

7사단 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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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울산 지회 

2. 분당 지회 

3. 관동대 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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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기 모임 : 매월 3째 토요일 

★ 연락처 : 김세수(중앙대) 회장 ☎ 010-4600-2645 

                이세진(단국대) 총무 ☎ 010-5261-6649 

★ 장소 : 명인기원 (교대역 # 9출구)  

★ 2019 바둑대회 예정 : 11월 3째주 토요일 

★ 가입 : 동기 누구나 환영합니다! 

순서 재임기간 회장 총무 

1대 2006 류재욱 최돈시 

2대 2008 신창석 박종규 

3대 2010 최돈시 한혜철 

4대 2013 한혜철 고봉수 

5대 2015 고봉수 박수민 

6대 2016 박수민 이수하 

7대 2017 이상배 류재욱 

8대 2018 김세수 이세진 

☞ 기우회 역대 회장단  

    2014년 단체 우승 팀  

김세수 회장 
이세진 총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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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바둑대회 단체 기념 촬영 

2012 바둑대회 개인전 우승 
2007 바둑대회 참석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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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기 산행일 : 매월 2째 토요일(우천 무관) 

★ 연락처 : 허충회 회장 ☎ 010-5384-3104 

                이석길 총무 ☎ 010-4001-6174 

★ 산행 코스 : 매월 산행 전에 산악회 전용  

                   SNS(카톡.밴드)에 공지 됩니다.  

★ 회비 : 산행 당일 ‘만원의 행복’ 

★ 가입 : 산을 좋아 하는 동기 누구나  

순서 재임기간 회장 총무/산악대장 

1대 2004~07 이홍수 양학기 / 김재홍 

2대 2008~08 정재화 안영원 / 박창두 

3대 2009~10 박창두 김일현 / 이명희 

4대 2011~11 박창두 박두현 

5대 2012~13 김일현 김기영 

6대 2014~14 김기영 박두현 

7대 2015~16 박두현 문대선 

8대 2017~18 문대선 허충회 

9대 2018~ 허충회 이석길 

년 월 해외 산행지역 

2008. 5 일본 동경 운취산(쿠모토리야마) 

2012. 10 일본 돗토리현 다이센 

2013. 6 백두산 및 고구려 유적지 

2014. 6 중국 산시성 면산 

2015. 6 라오스 방비엥 

2016. 6 말레시아 코타키나발루 

2017. 7 캄보디아 쿨렌산  

2018. 8 일본 큐슈 올레길  

2019. 5 일본 다테야마 알펜루트 

☞ 산악회 역대 회장단  

☞ 산악회 해외 산행 연혁 

허충회 회장 
이석길 총무 

    2016.6 말레시아 코타키나발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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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년12월 서울 둘레길 남산 트레킹 

2013년 6월 백두산 천지 

2015년6월  라오스 방비엥 해외 여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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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독장교회는 2007년 10월에 창립하여 하

나님 사랑으로 동기들에게 다가가기를 목

표로 자체 내 행사는 매월 1회 월례회로 

모여 예배와 친교행사를 하며, 동기가 목사로 담임하

고 있는 교회에 순회하며 예배를 드리고, 연 2회 수련

회와 연말 송년모임 등을 기본으로 하고 있습니다.  

대외적으로는 찬양봉사와 동기 환우 방문, 바자회 행

사, 등으로 이웃사랑을 나누고 있습니다.  

☞ 기독장교회 역대 회장단  ☞ 2019년 기독장교회 임역원 명단 

연말송년 행사 

순서 회장 사무총장 기간 

1대 박두석 남봉균 07.11∼09.12 

2대 양상완 조동관 09.12∼11.12 

3대 최제연 채일균 11.12∼12.12 

4대 박재곤 이승준 12.12∼13.12 

5대 김흥구 이진섭 13.12∼14.12 

6대 조동관 김진모 14.12∼15.12 

7대 김평래 류재욱 15.12∼16.12 

8대 채일균 이문수 16.12∼17.12 

9대 남봉균 이문수 17.12∼18,12 

10대 이문수 남봉균 18.12∼ 현재 

고  문 박두석, 최제연, 박재곤, 채일균 

회  장 이문수 

부회장 조병후1, 이원봉2 

감  사 석중건1, 김거리2 

사무총장 남봉균 

서  기 김흥구 

회  계 김평래 

조직위원장 이진섭 

선교위원장 이진만1, 현상진2 

전도위원장 정재화 

교육위원장 이경은 

봉사위원장 김종선 

친교위원장 김기승 

음악위원장 한태원 

홍보위원장 조동관1, 류제욱2 

중부지부장 오종순 

영남지부장 이병렬 

호남지부장 황항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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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2..28(목) 수련회 행사장

을 찾아 축하 하고, 이문수 회

장에게 격려금을 전달 했다.  

2018 중창단 발표회  



54 늘 나라 사랑으로 함께 가자 15기 !           

http://rotc15.org 

동호회 소식  

★ 정기 라이딩 : 매월 첫째 토요일(종일) 

★ 번개 라이딩 : 멤버 누구나 수시로 번개 공지  

★ 연락처 : 임영규 회장 ☎ 010-8761-0957 

                   김수원 총무 ☎ 010-9303-9892 

★ 산행 코스 : 매월 정기 라이딩 전에 굴렁쇠 전용  

                   SNS(카톡.밴드)에 공지 됩니다.  

★ 회비 : 연회비 5만원 및 라이딩 당일 ‘1/N’ 

순서 재임기간 회장 총무 

1대 2009 임영규 유재황 

2대 2010 유재황 이춘영/홍승일 

3대 2011 홍승일 강경철 

4대 2012 강경철 이남건 

5대 2013 이남건 정황섭 

6대 2014 정황섭 임봉현 

7대 2015 임봉현 박두현 

8대 2016 박두현 정병권 

9대 2017 정병권 김권우 

10대 2018 임영규 김수원 

11대 2019 김수원 ~ 

년 월 주요 라이딩 연혁 

2008 목요 정기 라이딩 

2012 4대강 섬진강, 한강 

2013 DMZ 라이딩, 북한강 

2014 안전교육, 남한강, 북한강, 일본 대마도 

2015 4대강(금강, 섬진강), 국토종주 

2016 유럽원정, DMZ, 동해안, 남해안, 제주도 

2017 베트남 하노이 마피랭, 전국 성지순례 

2018 유럽4개국(프랑스.스페인.포르투갈.이태리) 

2019 3.1절 100주년 기념 유적지 

☞ 굴렁쇠 역대 회장단  

☞ 굴렁쇠 주요 라이딩 연혁 

    2019년1월 번개 라이딩 

<7월1일 기준> 

회장 임영규(연세대)                   총무 김수원(영남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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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현 노인복지센터 밥퍼 자원 봉사단  

★ 일시 : 매월 정한 날짜에 실시  

★ 장소 : 아현노인복지센터  ※ 애오개역(5호선)  3번출구 (11시 까지), 아현노인복지센터로 직접 오셔도 무방. 

■  2019년1월25일 봉사자 : 조동관(중앙대) 정황섭(중앙대) 한은섭(관동대) 한병필(광운대) 김진모(동국대) 이동완(영남대)  

                                                                                   [ 글 . 사진 조동관 ] 



57    늘 나라 사랑으로 함께 가자 15기 !              

http://rotc15.org 

동호회 소식  



늘 나라 사랑으로 함께 가자 15기 !           58 

http://rotc15.org 

지회 소식 

富 川 지회 (2월18일 보름날)  모임을 갖

고 동기들과 담소를 나누며 즐거운 시

간을 가졌습니다. 

아 래 사진 좌로 부터 김부회(공주대), 조병후(건국대 ), 이석길(영남대), 이상민(이홍

근 국민대), 김갑승(인하대), 성동철(경희대), 김학수(동아대), 한형수(강원대),노상

만(단국대),  김재헌(연세대) 현재 회장은 충북대 민경인, 총무는 동아대 김학수 입니다  

★ 회장 : 민경인(충북대) 010-2321-4501 / ★ 총무 : 김학수(동아대) 010-5628-3332 

  

                                   [ 글 .사진 김학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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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년부터 15명이 시작하였는데 전성기 때 는 대단들 했었소이다. 세 

명의 동기가 하늘 나라로 먼저 가고 건강이 안 좋은 동기가 있어서 이

제 8명만 남았소이다. 건강하소서... 

함께 자리한 동기들은 동국대(유성운, 송명욱) 강원대(안효경, 이재근, 성기훈) 

국민대(김성배) 공주대(송영철), 건국대(성낙준) 

★ 회장 : 유성운(동국대) 010-3347-4259 /  

★ 총무 : 송영철(공주대) 010-2938-3539 

                            [ 글. 사진 유성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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大 田.忠南.世宗支會 정기모임 

15명 參席 (2019. 2. 21) 

 

 

 

 

 

 

 

 

참석 자 명단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오달석(울산대)  회장  2. 안상규(고려대) 총무  

3. 최문진(국민대)  4. 박종규(동국대) 5. 오종순(영남대)  

6. 한상길(서울대)  7. 주철원(부산대) 8. 이환구(건국대)   

9. 정윤기(단국대) 10. 유현진(동아대) 11. 나도황(충남대)  

12. 이민우(한남대) 13. 전제웅(전북대) 14. 김난수(국민대) 15. 신영수(전북대) 

 

 [ 글 .사진 오자진 ] 

 

 오 
자진 동기는 15기 임관 3452명 주소록를 꾸준히 유지 

관리 및 특히 유명을 달리한 동기들에게 작고 군번을 부여하는 작업을 

수시로 하여 그 공로를 높이 인정 받아 지난 해 19대 집행부에서 특보

로 활동 중 해외 출국 전에 공로패를 수여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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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장 : 박석대 (동아대) 010-3592--9165  

★ 총무 : 박영학 (동아대) 010-2627-5691     

                  [ 카톡 사진 ]  

부 산15기 동기회 총회 및 신임 회장, 총무님  

취임을 축하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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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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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기승(숭실대) 장로가 캄보디아에서 봉사활동 중 아이들에게 하모니카

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임관 40주년 기념식 때 4명(최해원 충북대.울산, 김기승 안성, 김수원

영남대.안양), 조주현 강원대.춘천)이 하모니카 합주로 특출한 연주 

기량을 인정 받았던 장교! 여러분의 따뜻한 성원과 격려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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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황섭(중앙대) “수학 종이접기 지도사” 자격증 취득 

노인들의 종이접기는 치매 예방은 물론 유아원.

초등학교 학생들에게 우리 고유의 우수한 종이문

화의 전통을 잇는 중요한 과제이다. 

정황섭 (행사위원장,중앙대) 동기는 (재)종이문화

재단이 실시한 지도사 양성 과정을 마치고 자격

증을 취득하였다. 

앞으로 노인정, 유아원 등을 찾아서 종이접기 봉

사 활동도 할 예정이다.  

옛로부터 우리 민족은 종이를 만들어 고구려 유

민 당나라 고선지 장군에 의해 서쪽 유럽으로, 고

구려 담징 스님에 의해 동쪽 일본으로 전파했다. 

세계 유일의 독특한 기술인 닥나무로 종이를 만

들어 일상생활에 다양하게 사용해 왔다. 이것이 

우리 문화를 선도하는 견인차 역할을 해왔으며, 

또한 우리 과학문화 우수성을 세계에 알릴 모델

이 되었다. 

일상에서는 문과 벽, 천장 등에 종이를 사용한 나

라는 있지만 방바닥에 종이를 사용한 나라는 세계에서 우리나라 밖에 없다. 종이를 접고, 펼치고, 오리고, 꼬고, 뭉치는 등, 의, 

식, 주를 중심으로 생활 속에 밀접하게 이용해 온 종이문화는 신앙의식, 문필용, 생활용품 뿐 아니라 제기차기, 딱지치기, 종이

배, 연날리기, 칠교놀이 등 종이문화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곳이 없다.  

(재)종이문화재단 이외에도 (사)한국종이접기협

회에서도 전통 종이접기와 종이문화를 보존하고 

체계적으로 연구, 개발하여 보급함으로써 놀이문

화로 시작된 종이접기를 종이조형 예술로 승화시

켜 건전한 생활문화로 발전시키고 있다. 관심 있

는 동기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추천해 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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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우건설 입사 동기모임  

 ROTC15기  

2018.2.20  녹우회 동기들이 서초동 총동

기회 사무실을 방문 하였습니다.  

동 기들이 서초동 15기총동기회 사무실 방문을 원하면 언제든지 환영 합니다.  

        추운 날씨에 모두들 건강 유의하세요! 

  
[ 카톡글 .사진 총동기회장 박의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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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구려사(史)를 자기네 역사라 우기는 중국에 고구려 후예의 진정한 

문화적 우월성을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박수룡(朴洙龍 조선대) 화백은 몇 년 전에 광장동 아차산성의 흙을 소재로 고구

려를 주제로 한 회화 작품을 완성했다. 중국의 고구려사 왜곡에 경종을 울리고, 

호방한 기개와 문화적 감수성을 간직한 고구려인의 얼을 기리기 위함이다. 박 화백은 고구려

를 배경으로 한 세 편의 작품 등으로 개인전시회도 열었다.  

평소 부조(浮彫)를 연상시킬 정도로 요철이 심한 특유의 회화법을 고집해온 그는, 동아일보에 

“박수룡 화첩기행”이란 연재 작품으로 고향 해남의 황토 흙과 뻘을 작품의 재료로 사용하여 미

술 애호가들로부터 호평을 받기도 했다. 아차산 흙을 캔버스 위에 발라 고구려 이미지를 되살

려내는 그의 작품은 어쩌면 이 흙 속에 고구려인의 부식된 유물이 그대로 남아있을 지도 모를 일이다. 말을 타고 아차산을 달

리는 고구려인의 형상이 금방이라도 그림에서 튀어나올 듯 생동감 넘친다. 특히 주인공의 손에 들려 있는 새 한 마리가 인상 

깊다.  그는 “그림의 주인공이 두 마리의 새 중 한 마리만 사냥한 것은 자연을 아낄 줄 아는 고구려인의 인간미를 표현한 것”

이라고 설명했다. 

박 화백의 계속 되는 작품 작업은 병마를 딛고 이루어진 것이라 더욱 의미가 크다. 그는 몇 년 전에 급성간경화로 간이식을 

받는 등 대수술과 투병의 시간을 보냈다. 하지만 병마도 그의 예술혼을 막지는 못했다. 그는 고구려를 주제로 한 100호짜리 

그림을 그리며 자신의 존재 의미를 확인 했다.  “죽음의 문턱을 겪고 나서 내 자신을 더욱 사랑하게 됐습니다. ‘살려만 주시면 

뭐든지 하겠다’고 기도하던 그 간절함으로 화폭에 사랑과 고마움을 담을 겁니다.” 그의 그칠 줄 모르는 예술 혼은 오늘도 계속

되고 있다. 

 

녹번역 힐스테이트 앞에 세워진 박수룡 작품 종로 피맛골 입구 광장에 서 있는 박수룡의 飛馬像 

< Click하여 박수룡의 화첩 보기 > 

http://me2.do/5HTUciW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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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 4개국 7000Km   

박두현.정황섭 자전거 

순례 완주 

2018.4.25~6.27(62일) 프랑스(In)~ 스페인~  

포르투갈~이태리~프랑스(Out)  

지 
난 해 4월25일 ~ 6월27일 두 

동기는 62일 동안 유럽 4개

국 자전거 순례를 무사히 마

치고 건강하게 귀국 하였다. 

당초 4월24일 오전 인천공항 출발 예정이었

지만 프랑스 항공사 및 철도 노조 파업으로 

이튼 날 오후에 국적기로 출국해야 하는 돌

발 상황으로 가장 중요한 Wifi 도 준비하지 

못하고 파리에 도착하여 파리에 거주하고 있

는 ROTC15기 두 동기(홍익대 정택영 재불

예술인총연합회 회장, 한국외국어대 진병철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남부유럽협의회 회

장)의 환영 만찬으로 시작 되었다. 이 튼 날 

프랑스 남쪽 루르드 성모 발현지로 TGV로 

이동한 이들은 1박 후 산티아고 가는 길 출발

점인 생장피드포르에서 1,400m 고원 피레네

산맥을 넘어 론세스바예스~ 팜플로나~ 산토

도밍고 데라 칼사다~ 레온~ 폰페라다~ 오 세

브레이로~ 포르토마린~ 아르수아~ 산티아고 

데 콤포스텔라~ 피스테라~ 묵시아 1100Km 

1단계를 무사히 마쳤다. 통상 도보 순례는 생

장피드포로~ 산티아고 데 콤포스텔라 까지 

800Km를 30일 정도 걷지만 두 동기는 자전

거로 16일 동안에 완주 후 완주 증명서를 인

증 받은 후에 추가로 대서양 땅끝 두 도시 피

스테라~ 묵시아를 완주하여 추가로 두 코스 

완증 증명서도 수령 했다.    

이후 포르투갈 국경을 넘어가 브라가~ 기마

랑이스~ 포르토~ 파티마~ 나자레~ 오비두스

~ 페니쉐~ 신트라~카스카이스~ 리스본~ 알

마다 경로 2단계를 순조롭게 순례했다.  

 

리스본에서 휴식 후 다시 이태리 나폴리로 

비행기로 이동, 카프리섬~ 폼페이~ 소렌토~ 

로마.바티칸~ 오르테~ 테르니~아시시~ 시에

나~ 피렌체~ 피사~ 밀라노~ 토리노를 거처, 

다시 국경을 넘어 프랑스로 입국하여 리옹~ 

파리에 이르는 프란치스코 길을 따라 수 많

은 문화 유산을 답사 했다. 

특히 폼페이 베수비오산 등정, 바티칸 대성

당과 미술관, 시스티나성당, 피렌체 두오모, 

메디치가의 우피치 미술관, 꼴레돈보스코, 파

리 노트르담 성당, 몽마르트 사크레퀘르 성당 

등 170여개의 성당을 찾아가는 어렵고 힘들

지만 뜻 깊은 자전거 순례의 긴 여정을 무사

히 마치고, 현재 방송 진행중인 가톨릭평화방

송TV 교양다큐 26부작 “산티아고 가는 길”의  

8~9부에 게스트로 출연하여 경험을 공유하

기도 했다. 

< Click하여 “산티아고 가는 길” 다시 보기 > 

http://www.cpbc.co.kr/CMS/tv/program/pro_sub.php?src=%2FCMS%2Ftv%2Fprogram%2Fview_list.php%3Fprogram_fid%3D9379%26menu_fid%3D9382&program_fid=9379&menu_fid=9382&cid=&yyyymm=
http://www.cpbc.co.kr/CMS/tv/program/pro_sub.php?src=%2FCMS%2Ftv%2Fprogram%2Fview_list.php%3Fprogram_fid%3D9379%26menu_fid%3D9382&program_fid=9379&menu_fid=9382&cid=&yyyy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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同期 소식 

<큰 사진>순례자용 여권(Credencial )과 <작은 사진> 완주인증서 :  순례자들이 산티아고에 도착하기 전에 거쳤던 숙소, 시청, 성당, 바 등에서  

스템프를 받아 모아가면 카미노 데 산티아고를 완주했다는 인증서를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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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회 소식 

김 
운영(중앙대) 홍콩지회 홍콩한인회장 2019 신년 인사회 개최 

 

지난 1월26일 토요일 12시 셩완에 위치한 마카오 자키클럽에서 ‘2019 홍콩한인회 신년인사회’가 성황

리에 개최됐다. 홍콩한인회 주관으로는 처음으로 열린 신년인사회는 홍콩의 한인사회 주요 인사들과 단

체장 130여명이 참석했다. 이날 주홍콩총영사관의 김원진 총영사, 박경식 · 하성주 부총영사, 전규석 영

사를 비롯해 한인회장 출신의 고문단, 한인회 원로, 강기석 부회

장, 임미정 여성회장, 변금희 코윈 홍콩지부 담당관, 마카오 이동

섭 한인회장과 심천(한인)상공회장 등 130여명의 내외 귀빈들이 

참석하여 자리를 빛냈다. 

공식 행사는 김운영 홍콩한인회장의 개회사에 이어 김원진 총영

사, 이순정 한인회 고문단 대표, 이내건 한인회 원로대표 그리고 

한인회 자문위원이자 한〮홍 친선대사 엘리스 라우(Ms. Alice Lau)

의 축사가 이어졌다. 또 한국국제학교 기부금 전달식, 홍콩한인회 

현황 발표 그리고 미니콘서트가 진행됐다. 

한인회 측은 금번 신년인사회의 오찬 비용을 한인회 예산으로 쓰

지 않고 김운영 한인회장이 전액 부담했으며 와인은 조성건 학교

장이 제공했다고 말했다. 미니콘서트의 출연진들도 재능기부로 

참여했다고 덧붙였다. 

[ 중 략 …  ] 

  [ 글. 사진 :홍콩수요저널 ]  

 

 

 

 

 

 

 

 

 

 

홍콩한인회 3.1운동 100주년 기념식 개최 

홍콩한국국제학교 대강당에서 ‘대한독립만세’ ‘대한

민국만세’의 우렁찬 함성이 울려퍼졌다. 홍콩총영사

관(총영사 김원진)과 홍콩한인회(회장 김운영)는 

‘3.1운동 100주년 기념식’을 3월1일 오전 10시 홍콩

한국국제학교(KIS) 강당에서 교민과 학생 등 400명

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개최했다. 역대 최대 규

모로 열린 이날 기념식에는 김원진 총영사와 김운영 

한인회장 및 여성회 상공회 체육회 등 각종 한인단

체, 한인사회 원로, 홍콩한국국제학교 학생과 교사, 

학부모 등이 참석해 뜻깊은 시간을 보냈다. 홍콩총영사관 주최로 열리는 3.1절 행사는 매년 영사관내에서 개최돼 왔으나 올

해는 3.1운동 100주년을 맞아 학생들에게도 3.1운동의 의미를 알리고, 행사에도 참여시키자는 뜻으로 학교에서 대규모 행사

로 개최했다고 한인회측은 밝혔다. 

[글.사진 : 월드코리안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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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회 소식 

 

2월21일(목)~24일(일) 15기총동기회장 박의승(서울대)과 서울대 15기 동기 가족들은 해외연수 차 마카오와 홍콩을 방

문중에 20대 집행부 해외협력위원장이면서, 현재 홍콩 한인협의회 회장을 맡고 있는 김운영 (중앙대, 사진 앞줄 우에서 

세 번째) 동기와 조우하여 함께 한잔의 추억과 끈끈한 동기애를 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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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보 단신 

 

제주도에서 살고 있는 동기(좌로부터 유재황 명지대, 유광우 강원대)과 정은상(동아대) 동기가 만나 올레길을 걷다가 한 컷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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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보 단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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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보 단신 

서해운(동국대, 기획위원장)은  

분당경찰서장으로 부터 아동안전지킴이 

위촉장을 받고 봉사활동을 시작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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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보 단신 

황 순귀(성균관대) 다시 한 번 더 인사 드립니다.   

제가 작년말 부로 산업기술대학교 겸임교수를 정년 퇴직 하고 이제는 계속

해서 외부 강사 일과 새롭게 유튜버로 등단하려 합니다.  작년 말부터 유튜브

에 동영상을 올리고 있습니다. 달리자 황스타. 황순귀의 들리는 책입니다. 제가 나름대로 좋은 책을 

읽고 여러분들에게 요약해서 엑기스만을 들려드립니다. 한 번 보시고 그리 나쁘지 않다 생각되시면  

구독신청 부탁드립니다.  구독신청은 구글 계정을 만드신 후 아래 달리자 황스타 황순귀의 “들리는책” 콘텐츠 중 하나를 접속

하여 제 이름 옆의 “구독” 클릭하면 됩니다.  

이곳을 클릭하면 책이 들립니다! 

이곳을 클릭하면 책이 들립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TY2591-6bNA&t=2s
https://www.youtube.com/watch?v=TY2591-6bNA&t=2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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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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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활동계획은 사정에 의해 변경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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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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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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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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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제 1호 늘 나라 사랑으로 함께 하는 15기 ! 

ROTC15기 회보   

2019년 제 20대집행부에서 “대학.동호

회.지회.직능별 모임 소식을 전하여 동

기들간에 교류를 원활케 하고, 참여의식

을 고양키 위해 전자회보(PDF, PC, 

Mobile판)로 발행합니다. 앞으로 수집

된 원고의 분량에 따라 격월,  분기 또는 

반기별로 발행 할 예정입니다. 

     

각 대학.단체 회장단의 성원과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 드리며, 원고와 사진은 아

래로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ㅇ카톡 아이디 : anselum 

ㅇ이메일 : kimicom@naver.com 

ㅇ웹사이트 : 이용안내=> 신고센터  

http://rotc15.org 

ㅇ페이스북 :  

https://www.facebook.com/

ROTC15Korea/ 

 

편집 후기  

흐르는 물은 다시 돌아오지 않고, 떠도는 구름은 다시 볼 수 없네. 늙은이의 머리 위에 내린 흰 눈은 봄바

람 불어와도 녹지를 않네. 봄은 오고 가고 하건만, 늙음은 한번 오면 갈 줄을 모르네. 봄이 오면 풀은 절로 

나겄만, 젊음은 붙들어도 도망치는구나. 꽃은 다시 필 날이 있어도, 사람은 다시 소년이 될 수 없네. 산색

은 예나 지금이나 같지만, 사람 마음은 아침 저녁으로 변하는구나. 

流水不復回 유수불부회 行雲難再尋 행운난재심 老人頭上雪 노인두상설 春風吹不消 춘풍취불소  

春盡有歸日 춘진유귀일 老來無去時 노래무거시 春來草自生 춘래초자생 靑春留不住 청춘유부주  

花有重開日 화유중개일 人無更少年 인무갱소년 山色古今同 산색고금동 人心朝夕變 인심조석변 

어느새 우리도 초고령 시대의 어른이라 하네. 이

젠 ‘人生百歲古來稀’라지만 수시로 톡방에 올라오는 

동기나 배우자 所天 소식 듣자니 마음 무겁기 짝이 

없네. 누군가 올려준 ‘人無更少年’이란 詩句가 왜 이

리도 마음에 와 닿는가? 옥석 가리기도 어지러운 

톡방 글과 사진을 모아다 편집기에 붙여보지만 PC 

마저 내 시력만큼 더디고 느려터지네. 아마 폰트 키

우려고 A4에서 타블로이드 판으로 키웠더니 더 늘

보가 되었네. 

원고 모집 공지를 내보내고 연세대, 동국대, 서울대, 

기독장교회, 산악회 이외에는 자료를 보내온 곳이 없네. 괜히 회보를 시작했나! 톡에 사진은 사진일 뿐, 누

가 무엇을 언제 어디서 무엇을 왜?를 따져 그 내용을 회보에 반영 할 수가 없네. 단지 가늠하여 화보로 분

류해서 사진 불러오고, 자르고, 효과를 줬다 뺐다 모양을 바꾸는 작업을 몇 차례 하면서 제자리를 찾아 모

양 내는 마우스 질을 하다 보니 손목이 시리고 통증 마저 생기네. 부디 사진은 워드에 삽입하여 변형시키

지 말고 별도로 이메일 또는 카톡으로 보내 줘야 화질 좋은 화보를 볼 수 있다네.  

디자인을 짜면서 오랜만에 “30주년 백서”를 꺼내어 뒤

적이니 몇 페이지의 글. 사진은 앞으로도 사용할 가치가 

커 보인다. 역사의 기록 유지를 소홀히 하는 집안이나 조

직.국가는 쉬이 망한다고 하던데 … 우리도 곧 50주년이 

될 터이니 청년으로 회귀 할 수는 없지만, 이렇게 나마 

나이든 만큼씩 하나 하나 우리 나이테를 켜켜이 쌓아 두

면 50주년 백서로 뭉뚱그려 만들 때 좀 더 쉽지 않을까?  

비록 시작은 초라 하지만 다음 회보에서는 좀더 충실하

도록 관심과 협조와 성원, 그리고 글 재주 훌륭한 조주현, 

현중재 … 등 여러 동기들의 주옥 같은 글도 편성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청원 하면서 이만!   

 

 

[월턴 해리스 워커(Walton Harris Walker, 1889.12.3~1950.12.23(61세) 中將이 民族의 悲劇 6.25戰爭 중 

교통사고로 殉職한 道峰에서 새 봄을 맞으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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