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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문소식

지난 4월 코로나 19로 힘들어하

는 후배들을 위해 17년이 경과

되어 노후화된 철제 사물함 교

체를 위한 모금활동을 전개하

였습니다. 동문 109명이 참여해 

주셨으며,  모금결과 약2,000여

만원이 마련되었습니다.

모금된 금액으로 6월달에 목재

사물함 365개를 교체하였습니

다. 조선해양공학과는 현재 편

제정원이 276명으로 개인별로 

사물함이 부족하지 않게 주문제

작 하였으며, 기부한 동문의 학

번과 이름을 사물함에 네이밍하

여 후배들이 이용할때 마다 선

배님들의 후배사랑을 느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사물함별 

네이밍 사진은 기증하신 동문 

개인별로 감사카드와 함께 발송

해 드렸습니다. 앞으로도 후배

들을 위해 인조회에서 추진하는  

사업에 많은 참여를 부탁 드리

겠습니다.

재학생 노후 사물함 교체

인조회 임원회의 개최

김대헌 인조회 회장과 임원진은 지난 7월 부산에서 정례회의를 개최하

였습니다. 임원회의에서는 지난 1년간 추진해온 사업에 대한 자체 평가

와 예산감사, 향후 추진사업에 대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인조회 자체평

가에서는 동문 연락처 2,700명 확보와 장학사업추진, 학생회실 리모델

링, 사물함 교체 ,졸업생-재학생 멘토링데이 행사 등 어느때 보다 활발

한 활동을 추진하여, 동문네트워크 활성화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평가

하였습니다.

2020년 8월 학위수여

지난 8월 21일(금) 코로나

19로 인해 온라인으로 열

린 2020년 8월 졸업식에

서 조선해양공학과  졸업

생은 학사  28명, 석사 6

명, 박사1명 총 35명이 학

위를 수여 했습니다.

인조회에서는 졸업자에게 

졸업축하카드를 발송하여, 

졸업 후  새 출발을 하는 

후배들을 격려해 주었습

니다. 동문 여러분들께서

도 직장동문회에 새로이 

가입하는 후배들을 많이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조회 경진대회 장학금 신설

인조회에서는 학창시절 다양한 경험 축척을 위한 경진대회 출전

을 독려하기 위해 해양공학 CAE경진대회, 선박설계컨테스트 등 

전공과 관련된 각종 경진대회에 출전하여, 학과의 위상을 드높인 

팀중 1-2개 팀

에에 대해 200-

300만원의 장

학금을 지급하

는 ‘경진대회 장

학금’을 신설공

지 하였습니다.   

장학증서 수여

식은 인조회 총

회시 개최할 예

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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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연회비 납부 요청

조선해양공학과 후배사랑 실천을 위해 2020년 연회비 납부를 부탁드립니다.

입금계좌 :  하나은행 748-910117-77805 / 카카오뱅크 3333-15-7961139    I    예금주 : 고병기    I    연회비 : 3만원 이상

* 연회비 납부동문은 인조회 행사참가비가 면제됩니다.

※ 조선해양공학과 장학기금/발전기금 을 납부하실 동문께서는 연락받으신 카카오톡(ID :  bkko2548 )으로 회신주시면  모교 발전기금 약정서를 송부해 드리고,

자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장학기금/발전기금은  연말정산 기부금 공제 가능 , 법정기부금)

모교 / 학과 소식

한국과학창의재단 지원 학부생 연구프로그램 선정

백광준 교수가 연구책임을 맡고 이동훈(15), 이성주(16), 조준희(17), 김대웅

(16), 이정현(16), 장경준(16) 학생이 ‘해양환경을 고려한 딥러닝 기반 소형 

쌍동선의 항로 유지를 위한 추진기 제어계 설계에 관한 연구’를 제안하여, 

한국연구재단이 지원하는 학부생 연구프로그램에 선정되었습니다.

본 프로그램은 과학기술부문, 융합과학부문, 인공지능과학부문 등 세계부

문 중 한가지를 택해 연구책임자와 학부생이 팀을 이뤄 신청하는 과제로, 

선정된 학생들은 앞으로 6개월간 과제를 수행하게 됩니다.

제1회 자율운항보트 경진대회 수상

대한조선학회와 경남로봇랜드재단에서 주관하고 경상남도, 창원시, 선박해양플랜트연

구소에서 주최한 제1회 자율운항보트 경진대회(KABOAT 2020)에서 백광준 교수와 김

상현 교수가 지도한 세 개 팀이 참가하였습니다. 본 대회는 원격조종, 오토파일럿, 자율

운항 세 분야로 나누어 경기가 진행되었으며, 전국 조선해양 관련 대학 및 일반 참가팀

을 포함하여 24개 팀이 참가하여, 오토파일럿 분야에서 이동훈(15) 학생이 이끈 팀과 

김지수(14) 학생이 이끈 팀이 각각 1위와 3위를 차지하였습니다. , 김태환(16) 학생이 이

끈 팀은 원격조종 분야에서 4위를 차지하였고, 세 분야의 성적을 합산한 종합성적으로 

김지수(14)와 이동훈(15) 학생이 이끈 팀이 각각 3위와 4위에 올랐습니다.

2020 한국해양과학기술협의회  
미래해양과학기술인상 수상

선박해양추진연구실(지도교수: 백광준) 이주한 학생(14)이 최근 열린 ‘2020 한국해양

과학기술협의회 공동학술대회’에서 미래해양과학기술인상의 해양과학 분야에서 한국

해양과학기술협의회장상을 수상하였습니다. 이주한 학생이 지난해 게재한 ‘성층화된 

유체 내에서 내부파와 표면파의 파형 변화 실험을 위한 수치적 연구’는 해양에서 기동

하는 수중체에 의해 발생하는 해수 표면에서의 파형이 수온약층에 의해 어떻게 변화되

는지를 확인한 것으로서, 해양과학 분야에서 그 우수성을 인정 받아 수상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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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문기업 탐방

㈜금하네이벌텍 

지난 8월 31일 부산 강서구 범방3로에 위치하고 있는 ㈜금하네이벌텍(대표 : 양향권(85) 동문)을  

인조회 장기욱 부회장(87학번- (주) 모텍 대표)이  본사 및 공장을 방문하였습니다. 

㈜금하네이벌텍은 2005년 「믿음과 신뢰속에 고객과 직원을 제일로 아는 기업」을 경영이념으로 

설립하여, 해군(잠수함, 수상함), 해경함정의 방산화장비 국산화를 추진하여 년 매출 450억원, 종

업원100여명에 이르는 중견기업으로 성장하였으며, 2019년에는 친환경 선박건조를 위해 거제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회사설립후 2008년에는 부산10대 전략사업 선도기업으로 지정 되었으며,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 부터 우량기술기업 및 이노비즈 인

증을 획득하였고, 2010년 신기술혁신상을 수상하였습니다.

2011년 장보고-III  탑재장비 4종 개발업체 선정, 2014년 제네바 국제발명전시회 은상 수상 및 국가산업발전 공로 미래창조과학부장관 

표창장을 수여 받았습니다. 

2015년에는 중소기업청 지정 고성장기업 수출역량강화사업에 선정되었고, 2019년 조선기자재 사업다각화 공로 부산시장 표창장을 

수여 받아 각계 각층에서 기술력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양향권 (85)동문은 기업의 생명인 직원들의 인성 및 전문성 향상을 위해 전문기관 직무위탁 교육 및 대학원 위탁교육을 필수 과정으로 

채택하여 고급 전문 인력을 지속적으로 양성하고 있습니다.  

㈜금하네이벌텍은 거제사업소를 중심으로 고부가가치 산업인 친환경 선박 개발 및 건조로 사업 분야를 확장하고 있습니다. 동문 여러

분들의 많은 관심과 응원을 부탁드립니다.

•40 Kw급 (12승) 전기 추진 선박 개발 및 건조
   - 40 Kw class 전기 추진 선박 
   - Electric Motor : 40 kw x 2 set / Battery: 30 kwh x 2 sets +  8.7 kwh x 1 set

기업명: ㈜금하네이벌텍

대표자:  양향권(조선85)

주소지: 부산광역시 강서구 범방3로 30번길 42 

연락처: 051-664-8200

양향권 (85)동문

•50 Kw급 (50인승) 수소 연료전지 선박 개발 및 건조 
   - 선박용 하이브리드 (수소연료전지 + Battery) 전기 추진 선박 
   - Fuel Cell : 30.5 kwh x 2 / Battery: 13 kwh x 3 / 수소용량: 1,036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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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문 경조사

이상균(79) 동문  현대중공업 조선사업 대표 선임   

지난5월 이상균(79) 동문이 현대삼호중공업 사장에서 현대중공업 조선사업 대표로 선임되었습니다.  

동문여러분들의 많은 축하 부탁드립니다

2020 인조회 총회 및 90학번 입학30주년 홈커밍데이 
동문회원님들의 많은 참석을 부탁드립니다.

일시 : 2020년 11월 21일(토) 15:00-17:00

장소 : 인하대학교 60주년 기념관 월천홀

한국선급 인사

한국선급 인사에서 중국 기술지원팀장으로 근

무하고 있는 박준현(80)동문이 상하이지부장 

겸직발령, 이재천(83)동문이 아태지역 본부장 

선임, 이홍구(84) 동문이 친환경기술팀장으로, 

김경태(92)동문이 선박해양기술팀장으로 임명

되었습니다.

이번 한국선급에서는 6월 창립기념일에 디지털

선급을 선언하고, 김대헌(85) 인조회장이 디지

털선급 전환TFT 팀장으로 임명되었습니다. 동

문 여러분들의 많은 축하 부탁드립니다 

학위 취득/ 교수임용

우한이공대학교 
조교수 임용
리춘보 동문은 2002년 

2월 박사학위(지도교수 

: 정준모(87)) 취득 후 

박사후 과정중 우한이

공대학교(중국) 조교수

로 임용되었습니다.

박사학위 기간동안 SCI급 6편, KCI등재지 2편, 

국제학술대회 6건을 통해 연구의 우수성을 인

정받았습니다. 많은 축하 부탁드립니다.

모교에서 박사학위 
취득
한국선급에 근무하고 있는 

김범일 동문(99)이 이번8월 

모교에서 박사학위(지도교

수 : 정준모(87))를 취득하

였습니다.

동문여러분들의 많은 축하

를 부탁드립니다.

동명대학교  
조교수 임용
박성주 동문은 2002

년 2월 박사학위(지도

교수 : 정준모(87)) 취

득 후 박사후 과정중 

동명대학교 조교수로 

임용되었습니다.

박사학위 기간동안 SCI급 6편, KCI등재지 6편, 

2019년 해양수산부장관상 수상 등 연구의 우

수성을 인정받았습니다. 많은 축하 부탁드립

니다.

박준현(80) 동문

김범일(99) 동문  

이재천(83) 동문

이홍구(84) 동문 김대헌(85) 동문 김경태(92) 동문

리춘보(07) 동문

박성주(08) 동문  

2020. 03. 14   유덕종(89)동문 부친 별세

2020. 04. 20   장정근(89)동문 부친 별세
부고 결혼 2020. 06. 28   이상원(09)동문 결혼

* 코로나 19로 행사일정이 변경 또는 취소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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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용진(84)
동의대 교수

1,200만원(분할)

박준범(91)
해양대 교수

1,200만원(분할)

부승환(01)
해양대 교수

1.200만원(분할)

구원철(89)
인하대 교수

1,100만원(분할)

김경수(74)
인하대 교수

1,000만원(일시)

김영훈(81)
경남대 교수

1,000만원(분할)

고병기(89)
인하대 직원

1,000만원(분할)

정한구(88)
군산대 교수

940만원(분할)

김상현(86)
인하대 교수

700만원(분할)

김대헌(85)
한국선급 연구소장
600만원(일시)

김경태(92)
한국선급 연구원
600만원(분할)

조철희(80)
인하대 교수

500만원(일시)

이갑헌(12)
한국선급 연구원
360만원(분할)

장기욱(87)
모텍 대표

300만원(일시)

황찬동(89)
인하대 직원

240만원(분할)

류동영(85)
댄포스코리아 대표
199만원(일시)

이만섭(87)
현대삼호 상무
180만원(분할)

이환식(87)
현대중공업 상무
180만원(분할)

권진호(04)
한국선급 연구원
180만원(분할)

홍충식(84)
로이드 본부장
120만원(분할)

임승택(86)
대림산업

120만원(분할)

성정민(89)
아비비코리아 이사
120만원(분할)

오인근(89)
대림산업 부장
120만원(분할)

이정선(89)
대우조선 부장
120만원(분할)

이훈곤(89)
인하공전 산학교수
120만원(분할)

백호용(92)
리앤목 변리사
120만원(분할)

이병훈(74)
진아 대표

100만원(일시)

이상균(79)
현대삼호 부사장
100만원(일시)

강동우(99)
한국선급 연구원
100만원(분할)

임성준(89)
SOFEC INC
73만원(일시)

김규승(89)
National Oilwell Varco

72만원(분할)

신성호(85)
DNV-GL 본부장
50만원(일시)

김정배(86)
이캐스트 대표
50만원(일시)

김현석(90)
B&R 부산지사장
50만원(일시)

마재일(92)
경인여대 직원
24만원(완납)

류상수(89)
엑손-모빌
수석연구원

20만원(일시)

허재경(90)
DNV-GL 책임
20만원(일시)

구홍진(90)
대우조선 부장
10만원(일시)

한국선급

50만원(일시)

백광준(91)
인하대 교수

2,450만원(분할)

송창용(90)
목포대 교수

2,190만원(분할)

정준모(87)
인하대 교수

1,920만원(분할)

김준영(85)
해양대 교수

1,620만원(분할)

김현수(84)
인하공전 교수

1,440만원(분할)

정세민(91)
조선대 교수

1,400만원(분할)

장학기금 
기부 
동문현황

장학 기금,  학과발전기금 및 사물함 후원동문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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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물함 후원 
동문 현황

주광남(63)    갈건영(70)    곽영신(70)    윤재섭(70)    이수영(70)    차영진(70)    이용원(71)

박종석(75)    장동곤(75)    정왕식(75)    함현식(75)    장경식(77)    강정선(78)    이상균(79)

강석봉(80)    조원삼(80)    강석희(81)    정우철(81)    임오식(82)    강창수(83)    김현수(84)

단선경(84)    신동문(84)    홍충식(84)    김대헌(85)    김준영(85)    류동영(85)    박인규(85)

신성호(85)    조지형(85)    강신규(86)    김정배(86)    안병철(86)    유신호(86)    이종성(86)

이호욱(86)    임재연(86)    한일석(86)    남궁문(87)    이만섭(87)    이환식(87)    정준모(87)

최수성(87)    강태규(88)    오한영(88)    우채영(88)    정한구(88)    진영준(88)    고병기(89)

구민철(89)    김규승(89)    김재형(89)    류상수(89)    변정우(89)    성정민(89)    오인근(89)

오창문(89)    이정선(89)    이훈곤(89)    황찬동(89)    송창용(90)    정세민(91)    조한철(91)

김경태(92)    최귀용(92)    강덕조(93)    박성구(93)    이상원(93)    한동열(93)    고병모(94)

반민석(94)    이윤찬(94)    이준모(94)    강희진(96)    오영재(97)    강영남(98)    상형재(98)

김범일(99)    손상훈(99)    정광열(99)    서대원(00)    부승환(01)    이경재(01)    이황범(01)

오재용(02)    전상익(02)    김현중(03)    박창욱(05)    현진영(03)    곽우식(04)    김탁현(04)

김형중(06)    남웅식(06)    이준호(07)    권순조(08)    윤승진(08)    김창범(09)    박세용(10)

박인혁(10)    이정형(11)    권병수(12)    신대해(12)    양현재(12)    예민호(12)    이갑헌(12)

이우진(12)    장문석(12)    김다은(13)    여현빈(16)

총 납부인원 : 109명

장기욱(87)
모텍 대표
200만원

류상수(89)
엑손-모빌 
수석연구원
100만원

류동영(85)
댄포스코리아 대표

80만원

고병기(89)
인하대 직원

50만원

김재형(89)
엔피아이오 
대표이사
50만원

변정우(89)
현대중공업 상무

50만원

유덕종(89)
G-GAS 대표

48만원

황운기(89)
대우조선해양 차장

40만원

서대원(00)
군산대 교수

36만원

백명기(89)
한국해양교통안전

공단 부장
30만원

최우식(89)
상해 자동차기술개발 

대표
30만원

성정민(89)
아비비코리아 이사

25만원

오인근(89)
대림산업 부장

25만원

이정선(89)
대우조선 부장

25만원

학과
발전기금 
기부 
동문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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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조회
임원 명단

직 책 성 명(학번) 소 속 비고

회 장 김대헌 (85) 한국선급 기술연구소장

부회장

김준영 (85) 한국해양대학교 교수

신성호 (85) DNV-GL 본부장

류동영 (85) 댄포스코리아 대표이사

유신호 (86) 서울중앙안전 대표이사

이만섭 (87) 현대삼호중공업 상무

장기욱 (87) 마린트레이드 대표이사

이환식 (87) 현대중공업 상무

최수성 (87) 하이드로훼스트 대표이사

 총무이사

정준모 (87) 인하대학교 교수

박준범 (91) 한국해양대학교 교수

김경태 (92) 한국선급 수석검사원

 기획이사
김국현 (90) 동명대학교 교수

박성구 (93) 로이드선급 수석검사원

 재무이사

고병기 (89) 인하대학교 교직원

송창용 (90) 국립목포대학교 교수

이형우 (91) 한국수출입은행 팀장

 홍보이사 임유창 (95) ㈜칸 부장

 대외협력이사

정한구 (88) 군산대학교 교수

류상수 (89) 엑손-모빌 수석연구원

김성현 (91) 한국조선공업협회 부장

 조직관리이사
김성용 (92) 프랑스선급 본부장

부승환 (01) 한국해양대학교 교수

인천지회장 이상원 (93) 포스코건설 부장

서울지회장 남궁문 (87) 대우조선해양 부장

대전지회장 박종진 (88) 삼성중공업 부장

울산지회장 김주범 (90) 현대중공업 부장

부산지회장 강석봉 (80) 동화엔텍 전무

경남지회장 홍춘범 (86) 조선기자재연구원 본부장

전남지회장 정세민 (91) 조선대학교 교수

 대학원동문분회장 김영훈 (81) 경남대학교 교수

 한국선급분회장 김대헌 (85) 한국선급 기술연구소장

감 사 홍충식 (84) 로이드선급 본부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