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54-A지구

임  기 성   명 소속클럽 직장 및 직위

1961-1963 全禮鎔(전예용) 서    울

1963-1964 朴乾源(박건원) 서    울

1964-1965 李大偉(이대위) 서    울

1965-1966 鄭準謨(정준모) 서    울

1966-1967 姜錫福(강석복) 서    울

1967-1968 申禮鎔(신예용) 서울남서울 신안과병원 원장

1968-1969 姜聲泰(강성태) 서울남산

1969-1970 元興均(원흥균) 서    울

1970-1971 洪承萬(홍승만) 서울중앙

1971-1972 鄭飛石(정비석) 서    울

1972-1973 韓  宓(한  복) 서울남산

1973-1974 李在珪(이재규) 서울중앙

1976-1977 金用雨(김용우) 서울연세

1977-1978 裵廷鉉(배정현) 서울삼일

1978-1979 金炳三(김병삼) 서울장안

1979-1980 梁俊模(양준모) 서울남산

1980-1981 李亥雨(이해우) 서울중앙 이해우법률특허사무소 변호사

1981-1982 朴昇善(박승선) 서울삼일 (주)우등산업 대표이사

1982-1983 鄭吉福(정길복) 서    울

1983-1984 金文起(김문기) 서울중앙 상지학원 상지대학교 설립자

1984-1985 姜敏求(강민구) 서울남서울 (주)이모, (주)유성개발 회장

1985-1986 李炳勇(이병용) 서울북악 이병용법률사무소 변호사

1986-1987 李台燮(이태섭) 서울세종 전국회의원, 전과기처장관

1987-1988 柳升蕃(류승번) 서울소공 전국회의원

1988-1989 朴尙東(박상동) 서울연세 동서의료원 원장

1989-1990 金一潤(김일윤) 서울대성 전국회의원, 경주대학교 이사장

1990-1991 鄭寬鉉(정관현) 서울북악

1991-1992 張基弘(장기홍) 서울청구 (주)홍신개발 대표이사

1992-1993 朴治鉉(박치현) 서울남서울 (주)흥아상사 대표이사

1993-1994 金永洪(김영홍) 서울세종

1994-1995 李時煜(이시욱) 서울장안 (주)일주인터네셔널 대표이사

1995-1996 申明休(신명휴) 서    울 신장산업(주) 대표이사

1996-1997 孫義光(손의광) 서울북악 (주)남성산업 대표이사

1997-1998 安文洙(안문수) 서울연세 태광화학공업사 대표

1998-1999 韓鍾元(한종원) 서울태평 한종원 안과의원 원장

역대 한국라이온스 각지구 총재 명단



1999-2000 成河哲(성하철) 서울장안 (주)명성건축 대표이사

2000-2001 楊澈愚(양철우) 서울반도 (주)교학사 대표이사

2001-2002 金明信(김명신) 서울남산 명신특허법률사무소 대표

2002-2003 池海鏡(지해경) 서울한일 (주)보양상가 대표

2003-2004 韓奎峯(한규봉) 서울한신 (주)천일건축엔지니어링 대표이사

2004-2005 金哲圭(김철규) 서울광희 (주)천우사 대표이사 회장

2005-2006 金海中(김해중) 서울장안 (주) 한림전자 대표이사 회장

2006-2007 洪思淳(홍사순) 서울중앙 효성인쇄사 대표

2007-2008 姜潤植(강윤식) 서울청구 윤성그룹 회장

2008-2009 林忠來(임충래) 서울한성 세무법인 넘버원 대표이사

2009-2010 李康勳(이강훈) 서울평화 ㈜로얄통상 대표이사

2010-2011 姜昶熙(강창희) 서울 프리스상사 대표

2011-2012 姜昶熙(박흥식) 서울새한 ㈜삼진FD 대표이사

354-B 지구

임  기 성   명 소속클럽 직장 및 직위

1980-1981 金東玉(김동옥) 이    천 이천 양천여자종합고등학교 이사장

1981-1982 許  政(허  정) 송    탄 전 경기도의회 의원

1982-1983 李行涉(이행섭) 부천제일 부천시 한일친선협회장

1983-1984 李弼龍(이필용) 부    천 창암축사 대표이사

1984-1985 李學麟(이학린) 용    인 전 경기도의회 의원

1985-1986 金正煥(김정환) 부    천 경원여객(주) 감사

1986-1987 吳尙根(오상근) 수    원 한일친선위원장

1987-1988 朴斗喆(박두철) 안    양

1988-1989 趙昇遠(조승원) 경기광주 동보한의원 원장

1989-1990 朴鍾珉(박종민) 복지건설(주) 대표이사

1990-1991 黃善貞(황선정) 수원제일

1991-1992 洪性云(홍성운) 남한산성 중앙상사 대표

1992-1993 李大均(이대균) 발    안

1993-1994 徐廷善(서정선) 군    포

1994-1995 李載元(이재원) 수원제일

1995-1996 吳光烈(오광열) 수    원 (주)서원 대표이사

1996-1997 崔麟寧(최인영) 수원제일 화성전기 회장

1997-1998 宋哲欽(송철흠) 부천중앙 부천자동차학원 회장

1998-1999 趙在煥(조재환) 안    성 이북 5도민회 부회장

1999-2000 金柱元(김주원) 오산운암 민통중앙협의회 경기도 부의장

2000-2001 趙在福(조재복) 소    사 (주)영기업 대표

2002-2003 林聖圭(임성규) 오    산 (주)다산산업 대표

2003-2004 韓長熙(한장희) 평택중앙 평택시의회 의원

2004-2005 金鳳植(김봉식) 안산제일 전 도의회 의원

2005-2006 柳庚熙(유경희) 용      인 아미원 대표

2006-2007 金泗泳(김사영) 안    양 반포빌딩 대표



2007-2008 劉載錫(유재석) 경기광주 정석패션타운 대표

2008-2009 鄭永楙(정영무) 오산중앙 아이비상사 대표이사

2009-2010 金乙坤(김을곤) 부천중앙 상일제약 대표

2010-2011 丁垠碩(정은석) 평택MF 굿모닝병원 원장

2011-2012 金相勳(김상훈) 김     포 ㈜삼원교통 대표이사

354-C 지구

임  기 성   명 소속클럽 직장 및 직위

1982-1983 任  桄(임  광) 서울파고다 G.S 코포레이션 회장

1983-1984 趙藺相(조인상) 서울상록 한국캅셀공업(주) 대표이사 회장

1984-1985 黃昌浩(황창호) 서울성동 (주)소예 명예회장

1985-1986 韓峻熙(한준희) 서울흥인 한진식품공업(주) 대표이사

1986-1987 李鍾郁(이종욱) 서울안암 수원대학교 총장

1987-1988 鄭炳基(정병기) 서울동도 신명그룹 회장

1988-1989 李湖圭(이호규) 서울통일

1989-1990 辛章善(신장선) 서울금화 명지대학교 명예교수

1990-1991 朴雄鎭(박웅진) 서울연희 한국월정문인협의회 회장

1991-1992 吳秉寬(오병관) 서울정광 보훈상역(주) 대표이사 회장

1992-1993 李浩舜(이호순) 서울독립문

1993-1994 劉順逸(유순일) 서울아카데미 삼공기업, 삼공주택 회장

1994-1995 宋敬彬(송경빈) 서울무악 대영정공(주) 회장

1995-1996 洪淳明(홍순명) 서울뉴중앙 (주)일흥공영 회장

1996-1997 朴成根(박성근) 서울동양 (주)정훈라이테크 회장

1997-1998 曺  奎(조  규) 서울동경 학교법인 동산학원 이사장

1998-1999 安斗勳(안두훈) 서울을지 한국자유총연맹 전국협의회 회장

1999-2000 李明範(이명범) 서울다보 (주)우리동명 대표이사 회장

2000-2001 鄭淵通(정연통) 서울파고다 해일해운(주) 대표이사 회장

2001-2002 金興柱(김흥주) 서울독립문 (주)한국전자정보시스템 대표이사 회장

2002-2003 陳載喆(진재철) 서울아카데미 (주)동한마케팅 대표이사 회장

2003-2004 蔡渭東(채위동) 서울동일 현대아이켐(주) 대표이사

2004-2005 李亨執(이형집) 서울동경 (주)대성엠피씨 대표이사 회장

2005-2006 文黃鎭(문황진) 서울한마음 MAX 해인산업(주) 대표이사

2006-2007 崔斗景(최두경) 서울동대문 (주)동원합섬 대표이사 회장

2007-2008 鄭漢五(정한오) 서울한강 대구 엑슨밀라노패션몰 대표이사·사장

2008-2009 朴千壽(박천수) 서울금화 성민상사㈜ 회장

2009-2010 車好根(차호근) 서울뉴중앙 ㈜원탑디자인 회장

2010-2011 金泰玉(김태옥) 서울동도 ㈜시호그룹 회장

2011-2012 朴石黙(박석묵) 서울무궁화 ㈜광건엔지니어링 대표이사

354-D지구

임  기 성   명 소속클럽 직장 및 직위

1982-1983 申堯澈(신요철) 서울강서 지성병원 원장



1983-1984 林承郁(임승욱) 서울영동 반포건업(주)․동주광업진흥(주) 회장

1984-1985 李大源(이대원) 서서울 연희치과의원 원장

1985-1986 姜聲仁(강성인) 서울기미  

1986-1987 裵良泰(배양태) 서울영동

1987-1988 沈勳鍾(심훈종) 서울동방 우일합동법률사무소 변호사

1988-1989 朴康壽(박강수) 서울제일 전 배재대학교 총장

1989-1990 金鍾烈(김종열) 서울수도 영풍섬유(주) 회장

1990-1991 金漢洙(김한수) 서울매봉 농장대표

1991-1992 裵明植(배명식) 서울삼성

1992-1993 朴泳聖(박영성) 서울반포

1993-1994 李愚振(이우진) 서울하남 중앙대학교 교수

1994-1995 韓憲錫(한헌석) 서울송파 한흥주택건설 대표이사

1995-1996 崔城均(최성균) 서울영광 (주)동우실업 대표이사

1996-1997 韓碩允(한석윤) 서울한수 (주)덕신시리콘 대표이사

1997-1998 劉泰銓(유태전) 서울영등포 의료법인 영등포병원 원장

1998-1999 李敬載(이경재) 서울개봉 전국회의원, 국민경제연구소 소장

1999-2000 鄭珍浩(정진호) 서울한촌 (주)홍삼나라 대표이사 회장

2000-2001 金容成(김용성) 서서울 (주)맨하탄공영 대표이사

2001-2002 金炳德(김병덕) 서울청우 (주)원효실업 대표이사

2002-2003 金庭守(김정수) 서울미성 인창건영 회장

2003-2004 吳仁敎(오인교) 서울서운 (주)서건․서건산업 대표이사 회장

2004-2005 徐漢玉(서한옥) 서울해동 세진무역(주) 대표이사

2005-2006 金成田(김성전) 서울용봉 김성전 이비인후과 원장

2006-2007 裵鍾祐(배종우) 서울개봉 코아개발· 모니카무역 대표

2007-2008 趙南吉(조남길) 서울뉴영동 동양임포트㈜ 대표이사 회장

2008-2009 羅炳綰(나병관) 서울영동 제주 삼해인관광호텔 회장

2009-2010 朴基奉(박기봉) 서울강서 대흥건기무역㈜ 대표이사

2010-2011 金洪周(김홍주) 서울서운 ㈜서진인테리어, 대련옥상동흥유한공사 회장

2011-2012 智基煥(지기환) 서울낙성대 ㈜솔철웅건설 대표이사

354-E지구

임  기 성   명 소속클럽 직장 및 직위

1982-1983 黃錫明(황석명) 춘    천

1983-1984 韓熙喆(한희철) 춘    천

1984-1985 張錫溱(장석진) 춘    천

1985-1986 吳成龍(오성룡) 춘    천

1986-1987 李達榮(이달영) 강    릉  

1987-1988 洪興杓(홍흥표) 춘    천

1988-1989 卞圭成(변규성) 횡    성 횡성종합버스터미널 대표

1989-1990 李鎬德(이호덕) 봉    의

1990-1991 金忠鎬(김충호) 속    초 동제약국 대표

1991-1992 李鐘九(이종구) 춘천중앙 홍천한의원 원장



1992-1993 林東弼(임동필) 정    선 대림종합건설 대표

1993-1994 朴萬洙(박만수) 원    주

1994-1995 金俊燮(김준섭) 춘천제일 (주)삼교물산 대표

1995-1996 尹載宅(윤재택) 횡    성

1996-1997 沈在千(심재천) 경    포 춘천지방법무사회 강릉지부장

1997-1998 張志國(장지국) 춘천중앙 우진산업 회장

1998-1999 權鳳喜(권봉희) 속    초 현대쇼핑그린마트 대표

1999-2000 李炳鶴(이병학) 원    주 불로한의원 원장

2000-2001 洪熙杓(홍희표) 동해광희 동해대학교 총장

2001-2002 金濟甲(김제갑) 원    주 동아서관 대표

2002-2003 李鍾聲(이종성) 죽    서 요한상사대표

2003-2004 趙誠寬(조성관) 사    북 한성종합건설(주) 대표이사 회장

2004-2005 朴相水(박상수) 청    원 보당약국 대표

2005-2006 金尹在(김윤재) 동      해 (주)동명디앤씨 회장

2006-2007 李學年(이학년) 봉    의 전광정보통신 대표이사

2007-2008 崔相吉(최상길) 죽    서 ㈜유성종합건설 대표

2008-2009 韓相起(한상기) 원주중앙 동화건설㈜ 대표이사

2009-2010 安錫銖(안석수) 원주제일 북새통서점 대표

2010-2011 金秀夫(김수부) 백      두 강원상사 대표

2011-2012 洪相燮(홍상섭) 사      북 보성워크 대표

354-F지구

임  기 성   명 소속클럽 직장 및 직위

1978-1979 金淑鉉(김숙현) 인천부평

1979-1980 金寬哲(김관철) 인    천 지성의원 원장

1982-1983 柳忠烈(유충렬) 인    천 벽성대학 학장

1983-1984 孫熙俊(손희준) 인천월미

1984-1985 劉永漢(유영한) 남 인 천

1985-1986 金仁壽(김인수) 인천항도 동산치과의원 원장

1986-1987 黃焌淵(황준연) 동 인 천

1987-1988 金聖天(김성천) 동 인 천 (주)인천보안시스템 대표이사

1988-1989 韓相淳(한상순) 인천인일 (주)세림화이버 대표이사

1989-1990 金祺培(김기배) 북 인 천 대아건축사사무소 대표

1990-1991 韓舜錫(한순석) 인천중앙

1991-1992 金貞俊(김정준) 인천신도  

1992-1993 金秉玟(김병민) 남 인 천 동이농장 대표

1993-1994 白基煥(백기환) 인천부평

1994-1995 金根泰(김근태) 인천중앙 (주)성림목재 대표이사

1995-1996 沈相吉(심상길) 인천수봉 대동주택종합건설(주) 회장

1996-1997 徐正夫(서정부) 인천신도

1997-1998 郭相基(곽상기) 인천문학 기흥수산상사 대표

1998-1999 金光植(김광식) 인천인일 (주)정광종합건설 회장



1999-2000 朴  榮(박  영) 북 인 천 (주)지엘개발 회장

2000-2001 李康一(이강일) 인천남동 나사렛한방병원 원장

2001-2002 朴萬洙(박만수) 인천숭의 (주)경인임업 대표이사

2002-2003 崔炳甲(최병갑) 북 인 천 (합)동양통신 회장

2003-2004 徐廷用(서정용) 남 인 천 록우종합건설(주) 대표이사

2004-2005 嚴在叔(엄재숙) 인천뉴배다리 종로엠스쿨 ECC 영어학원 원장

2005-2006 朴淳龍(박순용) 인천중앙 인천폐차사업소 대표

2006-2007 金泰英(김태영) 인천월미 (주)TCMC 대표이사

2007-2008 金孟喜(김맹희) 부      평 ㈜M-CORE 대표이사

2008-2009 丁官聲(정관성) 인천중앙 ㈜두손건설 사장

2009-2010 金賢煥(김현환) 인천라일락 (가든)초원에서 대표

2010-2011 鄭廣祿(정광록) 인천서해 정원금속㈜ 대표이사

2011-2012 李承九(이승구) 인천남부 ㈜경성목재 대표이사

354-G 지구

임  기 성   명 소속클럽 직장 및 직위

1993-1994 張時英(장시영) 제    주 (주)삼남석유 회장

1994-1995 宋奉奎(송봉규) 한    림 (주)한림공원 회장

1995-1996 梁斗憲(양두헌) 서귀포천지  

1996-1997 高泰萬(고태만) 제    주 혜인의료재단 한국병원 이사장

1997-1998 梁太一(양태일) 제주중앙

1998-1999 尹泰賢(윤태현) 조    천 (주)탐라사료 회장

1999-2000 吳德根(오덕근) 제    주 영도치과의원 원장

2000-2001 張浩一(장호일) 탐    라 자영업

2001-2002 姜文三(강문삼) 서 귀 포 협동산업사 대표

2002-2003 康錫奎(강석규) 서귀포정방 자영업

2003-2004 金元河(김원하) 탐    라 국일건재사 대표

2004-2005 金鎬成(김호성) 조    천 전 제주도 행정부지사

2005-2006 朴偉奎(박위규) 구      좌 세강요원 원장

2006-2007 康根壽(강근수) 서귀포천지 강근수 치과의원 원장

2007-2008 全文秀(전문수) 제     주 ㈜삼익 대표이사

2008-2009 李承林(이승림) 애     월 한마음영농조합법인 대표이사

2009-2010 金亮沃(김양옥) 태 평 양 로드랜드 골프 & 빌리지 회장

2010-2011 金東完(김동완) 한 수 풀 ㈜미래제주 회장

2011-2012 姜泰薰(강태훈) 한     림 태진주유소·태진수산 회장

354-H지구

임  기 성   명 소속클럽 직장 및 직위

2001-2002 金周一(김주일) 파    주 금촌의원 원장

2003-2004 安旻奎(안민규) 동 두 천 경기동물병원 원장

2004-2005 尹盛鉉(윤성현) 구리제일 동원빌딩 대표

2005-2006 崔始沅(최시원) 파      주 파주시 동물방역센터 원장



2006-2007 鄭昇一(정승일) 고      양 (주)원일유통 회장

2007-2008 李鎔成(이용성) 임 진 강 ㈜유성운수 대표

2008-2009 朴廣植(박광식) 신 고 양 ㈜동산실업 회장

2009-2010 柳榮道(유영도) 신 양 주 대륙에너지 대표

2010-2011 李炳林(이병림) 포      천 양평해장국'체인본부 대표

2011-2012 李鐵徽(이철휘) 고      양 서울도시가스㈜ 덕양고객센터 대표이
사

355-A지구

임  기 성   명 소속클럽 직장 및 직위

1971-1972 姜在鎬(강재호) 남 부 산

1974-1975 趙泳栽(조영재) 부    산

1976-1977 李伯淳(이백순) 부산동래

1978-1979 嚴翼淳(엄익순) 남 부 산

1980-1981 朴德述(박덕술) 오 륙 도 (주)한국실업 대표이사

1981-1982 黃修澤(황수택) 부산중구 전 시의원

1982-1983 韓五作(한오작) 부산영도 가야고등학교 교장

1983-1984 朴晶東(박정동) 부산현대 박이비인후과의원 원장

1984-1985 禹炳澤(우병택) 부산중구 초대 시의장

1985-1986 金明秀(김명수) 부    산

1986-1987 李樹鶴(이수학) 부산서면 한을무역(주) 회장

1987-1988 崔大植(최대식) 서 부 산 대가분체기계(주) 대표이사

1988-1989 丁幸權(정행권) 부산제일 부산가스개발(주) 대표이사

1989-1990 芮熏海(예훈해) 부산동래

1990-1991 金夢煥(김몽환) 북 부 산 경화개발(주) 대표이사

1991-1992 金喆鎬(김철호) 부산부평

1992-1993 金成大(김성대) 동 부 산

1993-1994 崔重烈(최중열) 부산제일 코알라상사 대표이사

1994-1995 辛丙祖(신병조) 부산현대 학교법인 무련학숙재단 이사장

1995-1996 林泰玉(임태옥) 부산중구 (주)구포종합상가 대표이사

1996-1997 柳震壽(류진수) 부산부일 대흥공업(주) 대표이사

1997-1998 朱宗基(주종기) 부산양지 우양수산 대표

1998-1999 姜善泰(강선태) 부산자성대 대성한의원 원장

1999-2000 李完永(이완영) 동 부 산 (주)동일도기 대표이사

2000-2001 金昌錫(김창석) 서 부 산 일진관세사법인 대표이사

2001-2002 金正祐(김정우) 부산수영 한우예식장 회장

2002-2003 朴德弘(박덕홍) 부산부일 (주)발렌티노제화 대표이사

2003-2004 石武官(석무관) 부산현대 (주)천연레포츠타운 대표이사

2004-2005 成英子(성영자) 부산한일 성보당 대표이사

2005-2006 朴錫俊(박석준) 부산중구 (유) 도천상사 대표

2006-2007 董嘉信 (동가신) 부산화랑 (주)금양엔지니어링 대표이사

2007-2008 朴基植(박기식) 부산신라 ㈜해운대 로데오아울렛 대표이사



2008-2009 金仁大(김인대) 부산중앙 (합)청인상사 대표이사

2009-2010 朴喜采(박희채) 부산충열 ㈜중앙레포츠, ㈜동화빌딩 대표이사

2010-2011 李丙宰(이병재) 부산통일 ㈜국제항업물류 대표이사

2011-2012 李達洙(이달수) 부산세종 ㈜동해통상 대표이사

355-B1지구

임  기 성   명 소속클럽 직장 및 직위

1973-1974 李奇雨(이기우) 광    주

1975-1976 徐廷洙(서정수) 광    주

1979-1980 林善鎬(임선호) 광    주

1980-1981 禹濟仁(우제인) 무    등 우제인정형외과 원장

1982-1983 崔基祚(최기조) 전    남

1984-1985 黃夏澤(황하택) 광주광역 사단법인 한국지역문학발전협의회 이
사장

1986-1987 白貞寅(백정인) 서 광 주 아카데미회관 대표

1989-1990 朴東洙(박동수) 무    등 삼일상사 대표

1992-1993 任泰樺(임태화) 백    제 광주․전남 재활협회장

1995-1996 尹昌赫(윤창혁) 무    등 광주간호학원장

1997-1998 李柱炫(이주현) 서    석 (주)해광건설 대표이사

1998-1999 朴枏鉉(박남현) 호    남 두경산업(주) 대표이사

1999-2000 曺局炫(조국현) 동 광 주 조내과의원 원장

2000-2001 左亨善(좌형선) 광주제일 동원동장 대표

2001-2002 李泰熙(이태희) 광    주 대한비만학회장, 전남대 명예교수

2002-2003 朴周煥(박주환) 무    등 북교당한약방 원장

2003-2004 金一斗(김일두) 광    주 광주컴퓨터 직업전문학교 이사장

2004-2005 朴鍾琇(박종수) 광    주 박종수치과 원장

2005-2006 金炳基(김병기) 광    주 조선대학교 총동창회 부회장

2006-2007 房永哲(방영철) 동 광 주 방영철 법률사무소 변호사

2007-2008 徐海植(서해식) 전    남 남도산업㈜ 대표이사

2008-2009 梁熙俊(양희준 대     한 고운나래 대표

2009-2010 朴吉茂(박길무) 광주21세기 ㈜청명실업, 덕암개발 대표이사

2010-2011 朴永華(박영화) 광      주 ㈜동양과학 대표이사

2011-2012 具濟吉(구제길) 충      장 ㈜혜민서, ㈜국제무역 대표이사

355-B2지구

임  기 성   명 소속클럽 직장 및 직위

1977-1978 金浚炯(김준형) 목    포 (주)행남사 회장

1983-1984 宋南律(송남률) 목    포 송남률의원 원장

1987-1988 千昞化(천병화) 함    평

1990-1991 金千玉(김천옥) 새 목 포 목포탁주제조장 대표

1993-1994 崔汶作(최문작) 목포유달산 청호산업 대표

1996-1997 李承彰(이승창) 장    흥 대한통운 대표이사

1997-1998 宋基昌(송기창) 새 목 포 송기창의원 원장



1998-1999 吳龍岬(오용갑) 목포청호 건축사사무소 근대설계 대표

1999-2000 李敬洙(이경수) 영 산 호 대불대학교 총장

2000-2001 白勝定(백승정) 장    흥 탐진물류 대표

2001-2002 朴炫表(박현표) 삼    학 한일유통 대표이사

2002-2003 柳貞愛(유정애) 목포여성 (주)수영종합산업건설 대표이사

2003-2004 金敬敏(김경민) 목포비파 (유)우리농산 대표

2004-2005 朱永順(주영순) 새 목 포 (주)호남철강 대표이사

2005-2006 李年洙(이연수) 영    광 영광굴비 대표

2006-2007 林松本(임송본) 유      달 삼호수산 대표

2007-2008 張成洙(장성수) 새 목 포 해양수산, 예향 한정식 대표

2008-2009  朴鎭宇(박진우) 영 산 호 태영건설 대표

2009-2010 曺孟渙(조맹환) 진     도 서울웨딩홀 대표

2010-2011 金載勳(김재훈) 목포제일 ㈜한양종합건설 대표이사

2011-2012 梁玉年(양옥년) 해     남 조양산업 대표

355-B3 지구

임  기 성   명 소속클럽 직장 및 직위

1978-1979 黃鎬采(황호채) 여    수 광운선박(주) 대표이사

1981-1982 金炫寶(김현보) 여    수 전 김현보산부인과 병원장

1985-1986 李恩福(이은복) 벌    교 전 광산의원 원장

1988-1989 成珉載(성민재) 여    수

1991-1992 柳斗日(류두일) 여수청년

1994-1995 閔炳太(민병태) 여수진남 전남대 예술대학 외래교수

1997-1998 禹濟陽(우제양) 신 광 양 무진상사 대표이사

1998-1999 裵在恩(배재은) 자    산 대원종합건설 대표이사

1999-2000 柳明浩(류명호) 순천중앙

2000-2001 崔鍾大(최종대) 새 구 례 삼성당 최한의원 대표

2001-2002 金鐘湳(김종남) 벌    교 대양양만 대표

2002-2003 梁東一(양동일) 여수남도 (주)세광철강 레이져산업 대표이사

2003-2004 尹重九(윤중구) 순천삼산 (합)현대산업공사 대표이사

2004-2005 南炫旭(남현욱) 금    산 석림 석재산업, 석창산업 회장

2005-2006 林德基(임덕기) 순      천 (유) 순천제재소, 아비숑모텔 대표

2006-2007 金在守(김재수) 벌    교 삼성화재㈜총괄 풍전대리점 대표

2007-2008 全相善(전상선) 구     례 ㈜대동전기,(유)대영에너지 대표

2008-2009 李東仁(이동인) 순천삼산 ㈜백제스치로폴 대표이사

2009-2010 朴玉天(박옥천) 순천중앙 SK텔레콤 장천대리점 대표

2010-2011 梁宰源(양재원) 남 순 천 ㈜통일 대표

2011-2012 千大旭(천대욱) 여수동백 (유)대한상사 대표이사

355-C지구

임  기 성   명 소속클럽 직장 및 직위

1975-1976 尹孝亮(윤효량) 함    안



1977-1978 李泂揆(이형규) 마    산 마산대학 학장

1982-1983 宋昌復(송창복) 마    산

1984-1985 趙鏞鳳(조용봉) 남 마 산 

1986-1987 安在鏞(안재용) 남 마 산 순안병원 원장

1987-1988 朴在根(박재근) 김    해

1988-1989 崔三龍(최삼용) 동 마 산 나라시스템(주) 대표이사 회장

1990-1991 朴然洙(박연수) 새 마 산

1992-1993 金泰瑀(김태우) 새 거 제 (주)대흥수산 대표

1993-1994 朴且龍(박차룡) 마    산 (주)현대공업사 회장

1996-1997 鄭英植(정영식) 남 마 산 신아교통(주) 대표이사 회장

1997-1998 金振庸(김진용) 새 진 해 전 시의회의원

1998-1999 鄭垞謨(정택모) 마산무학 새한일탕 대표

1999-2000 河大云(하대운) 마산제일 (주)대운산업개발 대표이사

2000-2001 朴根緖(박근서) 거    제 미금빌딩 대표

2001-2002 辛容雲(신용운) 마산센트랄 (주)대아레미콘․(주) 신우공업 회장

2002-2003 李參宰(이삼재) 남 마 산 (유)명신건재 회장

2003-2004 吳世坤(오세곤) 창    원

2004-2005 白永佑(백영우) 마    산 대진금속(주) 대표

2005-2006 文東祚(문동조) 김      해 (주) 신어산음료 대표이사

2006-2007 金炯成(김형성) 남 마 산 칠성산업㈜ 대표이사

2007-2008 朴永澈(박영철) 가 고 파 ㈜현대공업사 대표이사

2008-2009 金貞子(김정자) 마산장미 아로카 에스테틱 대표

2009-2010 姜信喆(강신철) 동 마 산 현대상사, 마빈온천 대표

2010-2011 孫道秀(손도수) 마산청마 마산 태봉병원 이사장

2011-2012 金龍洙(김용수) 창원중앙 현대강전㈜ 대표이사

355-D지구

임  기 성   명 소속클럽 직장 및 직위

1979-1980 辛達洙(신달수) 양    산

1981-1982 魯世鎭(노세진) 울    산 (합)천일기업 대표이사

1989-1990 金鎭洙(김진수) 동 울 산 대원교육문화재단 상임이사

1995-1996 皇甫官(황보관) 남 울 산 대진건설(주) 대표이사

1997-1998 鄭剛錫(정강석) 무    룡

1998-1999 金德觀(김덕관) 울    주 평화약방 대표

1999-2000 鄭榮子(정영자) 무 궁 화 울산광역시청 복지여성 국장

2000-2001 李德雨(이덕우) 울    산 (주)덕양에너젠 대표이사 회장

2001-2002 李今植(이금식) 함    월 (주)한진종합건설 대표이사

2002-2003 崔日鶴(최일학) 울산중앙 금영기계공업(주) 대표이사

2003-2004 張光秀(장광수) 새 울 산 조일건설(주) 대표

2004-2005 朴弘傑(박홍걸) 울산제일  (주)에스케이엔티 회장

2005-2006 權仁鎬(권인호) 일      송 (주)동인주류 대표이사

2006-2007 裵基業(배기업) 태      화 명신건축사 사무소 대표



2007-2008 崔武雄(최무웅) 백     두 ㈜대양테크닉 대표이사

2008-2009 洪淳泰(홍순태) 울산제일  록키 관광레스토랑 대표

2009-2010 全情道(전정도) 울산삼산 선진지오텍㈜ 회장

2010-2011 金昌範(김창범) 황      룡 부문상사 대표

2011-2012 安圭鎬(안규호) 무      룡 ㈜대웅종합해사 대표이사

355-E지구

임  기 성   명 소속클럽 직장 및 직위

1973-1974 金閏陽(김윤양) 진    주

1983-1984 權聖根(권성근) 진    주 신화실크(주) 회장

1985-1986 李英達(리영달) 진    주 리치과의원 원장

1991-1992 金興治(김흥치) 새 진 주 경남일보 대표이사

1994-1995 馬命守(마명수) 진주중앙 우리종합건설(주) 회장

1997-1998 金沖吾(김충오) 진주제일 강남병원 원장

1998-1999 千鏞旭(천용욱) 삼 천 포 명양수산 대표

1999-2000 朴重慶(박중경) 진주중앙 동원건업(주) 회장

2000-2001 安永大(안영대) 합    천 명성기업(주) 대표이사

2001-2002 徐永昌(서영창) 새 진 주 동명아트홀 대표

2002-2003 李平鎬(이평호) 거    창 대영건설(주) 대표이사

2003-2004 鄭萬奎(정만규) 삼 천 포 만구수산(주) 회장

2004-2005 金尙根(김상근) 합    천 합천전통한과 대표

2005-2006 曺裕昌(조유창) 진주제일 반도약국 대표

2006-2007 曺在根(조재근) 하      동 재성당 한양방 대표

2007-2008 申鉉輔(신현보) 거창동부 ㈜대야토건 회장

2008-2009 朴誠淳(박성순) 삼천포중앙 고려수산 대표

2009-2010 崔槿鎬(최근호) 산      청 ㈜준경, ㈜우선관광 대표이사

2010-2011 朴明植(박명식) 진      주 삼삼종합건설㈜ 대표이사

2011-2012 許成斗(허성두) 촉      석 진양테크 대표, 진양화확㈜ 대표이사

356-A지구

임  기 성   명 소속클럽 직장 및 직위

1972-1973 權東七(권동칠) 대    구

1975-1977 金正壽(김정수) 대    구 호산교육 재단이사장

1977-1978 文  洋(문  양) 대 구 동 대구종합법률사무소 대표

1978-1979 金道熺(김도희) 대구중앙

1979-1980 白俊基(백준기) 대    구

1980-1981 朴圭鳳(박규봉) 대 구 북 세양산업(주) 회장

1981-1982 金  潗(김  집) 대 구 동 청소년연맹육성재단 이사장

1982-1983 南宗吉(남종길) 대 구 남 일신토건(주) 대표이사

1983-1984 申鎭旭(신진욱) 대    구 협성교육재단 이사장

1984-1985 張承熙(장승희) 대 구 동

1985-1986 卞廷煥(변정환) 대    구 제한방병원 원장



1986-1987 李承健(이승건) 대구수성 대구관광(주) 대표이사

1987-1988 金鎭洙(김진수) 대구새대구 경일교통․경일화물 대표이사

1988-1989 金榮吉(김영길) 대 구 동

1989-1990 朴承國(박승국) 대구달구벌 국회의원

1990-1991 金洪根(김홍근) 대구대호 동신통신(주) 회장

1991-1992 李龍八(이용팔) 대구중앙 협화주택건설(주) 대표이사

1992-1993 白東濟(백동제) 대 구 남

1993-1994 徐永瓘(서영관) 대 구 서 대서상사 대표

1994-1995 李普永(이보영) 대구경일 이보영 법률사무소 변호사

1995-1996 田炳歡(전병환) 대구팔공 미도백화점 회장

1996-1997 蔣炳浩(장병호) 대구새대구 한양양행 대표

1997-1998 禹沂楨(우기정) 대 구 북 대구컨트리클럽 회장

1998-1999 張永道(장영도) 대구동서 (주)서광종합건설․서광토건 대표이사

1999-2000 崔淸吉(최청길) 대 구 동 자니컴퓨터 회장

2000-2001 朴次圭(박차규) 대구경우 삼일컨설팅 대표

2001-2002 尹起龍(윤기룡) 대구종로 서륭산업사 대표

2002-2003 朴根圭(박근규) 대구동서 (주)신라레포츠 대표이사

2003-2004 張正子(장정자) 대구여명 현대병원 행정원장

2004-2005 許奭九(허석구) 대구청호  (주)해일 대표이사 회장

2005-2006 鄭載千(정재천) 대    구 정재천 법률사무소 변호사

2006-2007 咸源煥(함원환) 대구천우 대구 특수기공사 대표

2007-2008 朴榮基(박영기) 대구월성 ㈜기은MD 대표이사

2008-2009 柳在鶴(류재학) 대구대붕 화신철재상사 대표

2009-2010 鄭淵桓(정연환) 대구달빛 영남대학교 법률아카데미 원장

2010-2011 權五燮(권오섭) 대구영풍 ㈜청구푸드시스템 대표이사

2011-2012 姜求泰(강구태) 대구용호 (의)하나시아의료재단 늘열린성모병원 원장

356-B지구

임  기 성   명 소속클럽 직장 및 직위

1977-1978 朴浩達(박호달) 대    전

1979-1980 姜聖求(강성구) 온    양 선진사슴목장 대표

1980-1981 崔成守(최성수) 대    전 자영업

1981-1982 李彥馥(이언복) 대전한밭 전 이산부인과 원장

1982-1983 南在斗(남재두) 대전보문 대전일보 회장

1983-1984 金永沃(김영옥) 공    주

1983-1984 權五中(권오중) 공    주

1984-1985 許東奎(허동규) 삼 거 리

1985-1986 丁淳基(정순기) 대전중앙 정순기 비뇨기과 원장

1986-1987 金保成(김보성) 대전충경 전 대전광역시장

1987-1988 李東粲(이동찬) 대    전

1988-1989 吳世龍(오세룡) 천    안 세광세라믹 대표

1989-1990 李紀奭(이기석) 대    전 청운문화재단 이사장



1990-1991 鄭敎淳(정교순) 공    주

1991-1992 李秉牧(이병목) 대전한밭 전 대왕칼라현상소 대표

1992-1993 林錫魯(임석노) 서    산 서림복지원 고문

1993-1994 孔  均(공  균) 강    경 (주)한국물산 회장

1994-1995 金彥錫(김언석) 태    안 (재)동원장학회 이사장

1995-1996 金周植(김주식) 대전중도

1996-1997 金正先(김정선) 대전한밭 에이스침대 대표

1997-1998 安光台(안광태) 대전뉴대전 (의)대전성심병원 이사장

1998-1999 李錫九(이석구) 대전보문 홍명학원 이사장

1999-2000 李在奐(이재환) 대전중원 대전지역개발연구소 이사장

2000-2001 柳海相(류해상) 대전한밭 전국문화원연합회 대전광역시 지회장

2001-2002 吳明燮(오명섭) 둔    산 (주)동우통신 대표이사

2002-2003 李相瑾(이상근) 대    전 한국종돈㈜ 회장

2003-2004 吳龍錫(오용석) 대전보문 보령운수(합) 대표

2004-2005 金永來(김영래) 대전충무  (주)한일세라믹 대표

2005-2006 韓平鏞(한평용) 대전대청 대산철강공업(주) 대표이사

2006-2007 朴贊國(박찬국) 남 대 전 ㈜원일산업 사장

2007-2008 韓基溫(한기온) 뉴 대 청 제일학원 이사장

2008-2009 李尙道(이상도) 대전중원 중앙이비인후과 대표원장

2009-2010 孫重毫(손중호) 대전청암 ㈜천광스틸 대표

2010-2011 金住勝(김주승) 비      룡 ㈜유전사 대표이사

2011-2012 兪明列(유명열) 천      성 두산장학회장

356-C지구

임  기 성   명 소속클럽 직장 및 직위

1974-1975 尹富炳(윤부병) 이    리

1976-1977 金景植(김경식) 전    주 전 전주교육대학 학장

1978-1979 姜正俊(강정준) 군    산

1979-1980 宋圭鉉(송규현) 이    리

1980-1981 金昌烈(김창열) 전    주

1981-1982 黃鎬九(황호구) 김    제

1982-1983 張明珪(장명규) 새 군 산 장외과의원 원장

1983-1984 全漢相(전한상) 전    주

1984-1985 宋昌鎭(송창진) 한 전 주 (주)송원 대표이사

1985-1986 李鉉道(이현도) 전주중앙 전인석유(주) 대표이사

1986-1987 金容大(김용대) 정    읍 예원문화연구원 원장

1987-1988 梁海生(양해생) 전    주

1988-1989 金喆鎬(김철호) 전주풍남 (사)전북애향운동본부 이사

1989-1990 高陞模(고승모) 군산금강 무궁화재단 회장

1990-1991 全鍾基(전종기) 전주전일 동호건설(주) 회장

1991-1992 朴春植(박춘식) 전    주 청웅제지공업(주) 회장

1992-1993 崔相烈(최상열) 한 전 주 (주)동방식품 회장



1993-1994 金永求(김영구) 새 전 주 (유)지성주택건설 회장

1994-1995 申先奉(신선봉) 전주완산 대한여객자동차(주) 회장

1995-1996 文武松(문무송) 군산제일  

1996-1997 宋基台(송기태) 한 전 주 전주상공회의소 회장

1997-1998 洪鍾吉(홍종길) 김제벽제 (유)금전기업사 대표이사 회장

1998-1999 裵國政(배국정) 전주한벽 (유)대성건설 대표이사

1999-2000 盧仁錫(노인석) 전    주 학교법인 인애학원 이사장

2000-2001 李彰承(이창승) 전주전일 (주)코아호텔․백화점 회장

2001-2002 鄭泰鎭(정태진) 호    남 (주)장원 대표이사

2002-2003 崔振鎬(최진호) 노    령 (유)동원공사 대표이사

2003-2004 張炳用(장병용) 한    빛 (주)Youme 대표이사

2004-2005 金琦源(김기원) 전주동조 (유)하나로종합건설 대표이사

2005-2006 河二泰(하이태) 남     원 제일세무회계사무소 대표

2006-2007 金天吉(김천길) 전주완산 태림전기 대표

2007-2008 朴判溶(박판용) 고     창 ㈜국일통신 대표이사

2008-2009 朴昇漢(박승한) 군산금강 메리트컨설팅㈜ 대표이사

2009-2010 金在洙(김재수) 전주전일 미래투자자문회사 대표

2010-2011 姜淏鉉(강호현) 이리중앙 ㈜비전코리아 대표이사

2011-2012 李道熙(이도희) 전주동조 (유)토승전력공사, ㈜삼승엔지니어링 대표이사

356-D지구

임  기 성   명 소속클럽 직장 및 직위

1978-1979 李鍾旭(이종욱) 청    주

1980-1981 李世根(이세근) 청    주

1981-1982 金洛馨(김락형) 청주중앙 청석학원 이사장

1982-1983 金豊植(김풍식) 충    주

1983-1984 朴在喆(박재철) 청    주

1984-1985 廉在熙(염재희) 음    성

1985-1986 金悅經(김열경) 청    주

1986-1987 鄭泰天(정태천) 서    원

1987-1988 朴仁圭(박인규) 청주상당

1988-1989 朴商浩(박상호) 보    은 서당골 수련마을 회장

1989-1990 宋贊鎬(송찬호) 청    주 전 (주)금호레미콘 회장

1990-1991 崔在薰(최재훈) 뉴 청 주 (주)제일상사 대표이사

1991-1992 金鍾益(김종익) 음    성

1992-1993 朴鍾銀(박종은) 청주중앙 (주)삼양상회 대표이사

1993-1994 延圭鶴(연규학) 옥    천 옥천양곡가공공장 대표

1994-1995 朴在仁(박재인) 뉴 청 주 일흥제재소 대표

1995-1996 朴五均(박오균) 제    천  

1996-1997 權容萬(권용만) 충    주 권약국 대표

1997-1998 李明植(이명식) 서    원 (주)충청측량설계공사 대표이사

1998-1999 李相達(이상달) 옥    천 이상달세무사사무소 소장



1999-2000 禹敬鎬(우경호) 청    주 충북 운수연수원 이사장 겸 원장

2000-2001 鄭根喜(정근희) 생    극 음성 현대정신병원 대표이사

2001-2002 韓利煥(한이환) 무 심 천 (주)원일교통,원일산업 대표이사

2002-2003 權赫豊(권혁풍) 삼    성

2003-2004 崔勉福(최면복) 신    니 (주)말표산업 대표

2004-2005 金明子(김명자) 청주백합 (주)락원택시 대표

2005-2006 朴承淳(박승순) 청주서부 청주시 의회의원

2006-2007 權光澤(권광택) 청주서부 환희개발㈜ 회장

2007-2008 金允洙(김윤수) 충주예성 충주마이웨딩홀 대표

2008-2009 林栽浩(임재호) 뉴 청 주 종로고시,검정고시 안암입시학원 이사장

2009-2010 李鍾渙(이종환) 뉴 보 은 동한건설(합), 동우건설㈜ 대표

2010-2011 黃元善(황원선) 주      성 ㈜남선토건 대표이사

2011-2012 金英植(김영식) 청주뉴서부 광정종합건설㈜ 대표이사

 

356-E지구

임  기 성   명 소속클럽 직장 및 직위

1988-1989 全東鎬(전동호) 영    주 한국판넬사업(주) 회장

1989-1990 金昌根(김창근) 함    창 계림광업 회장

1990-1991 金顯昊(김현호) 포항중앙 포항대동교육재단 이사장

1991-1992 李炳大(이병대) 경    산 대창농원 대표

1992-1993 李光瑩(이광영) 영    천 삼광연탄 대표

1993-1994 金永道(김영도) 구    미 영도전설(주) 대표이사

1994-1995 權奇鎬(권기호) 영주소백 한신장학재단 이사장

1995-1996 安承官(안승관) 안동영호 순흥당한약방 한약사

1996-1997 崔升泰(최승태) 포    항 (주)동해개발 대표이사

1997-1998 鄭德熙(정덕희) 경주서라벌 (주)창성 대표이사

1998-1999 禹象東(우상동) 안    동 중앙고, 경덕중학교 교장

1999-2000 李庸源(이용원) 구미금오 (주)대양기업 대표

2000-2001 許  駿(허  준) 점촌중앙

2001-2002 崔武燾(최무도) 포항형산 정화식품(주) 대표이사

2002-2003 鄭浩平(정호평) 안동중앙 금강제화 안동점 대표

2003-2004 朴龍子(박용자) 상주목련 삼강농원 대표

2004-2005 張性度(장성도) 경    주 대경포장(주) 대표이사

2005-2006 李德載(이덕재) 경      산 경상해동 스크랩 대표이사

2006-2007 白種甲(백종갑) 경      산 백양산업 대표

2007-2008 李南伊(이남이) 왜관백합 진아식당 대표

2008-2009 鄭在華(정재화) 구미금오 한국주유소협회 경북지회장

2009-2010 朴秀福(박수복) 포항해동 일동기업㈜ 대표이사

2010-2011 金成煥(김성환) 감      포 만선수산 대표

2011-2012 沈載德(심재덕) 안      동 (합)대덕산업 대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