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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8년도

총재배 친선 골프대회 개최 안내
RI 3661지구 회원 간의 친목과 단합을 도모하기 위하여

2017-18년도 총재배 친선 골프대회를 아래와 같이 개최하고자 하오니
참석을 희망하는 회원은 참가신청서를 총재지역대표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제로타리3661지구
DISTRICT 3661 ROTARY INTERNATIONAL 2017-18

총재  명보    김 충 석

1. 일 시 : 2017년 9월 18일(월)

2. 장 소 : 부산C.C
3. 신청마감 : 8월 31일(목)까지

(참가신청서를 작성하여 총재지역대표께 제출)

4. 참 가 비 : 1인당 4만원 (클럽에서 일괄송금) 
부산은행 112-2192-6327-08 (김문창)

5. 일 정 : 친선조 06:30 기념촬영 / 07:00 티오프 (샷건) 라운딩 후 시상식
선수조 12:00 기념촬영 / 12:30 티오프 (샷건) 라운딩 후 시상식

6. 시상내역
단체전
클럽별 참가자 4명 중 베스트스코어 3명 점수 합산
우승 (우승기와 트로피 및 부상)  준우승 / 3위 (트로피와 부상)
개인전
우승 / 메달리스트 / 준우승 / 3위 / 롱  게스트 / 니어리스트
최다 버디 / 최다  파 / 최다 보기 / 행운상 (트로피와 부상)
(선수조: 스트로크, 친선조: 신페리어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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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I회장 메시지

이언 라이즐리 RI회장

‘로타리란 무엇입니까?’
명쾌한 대답을 제시할 때입니다

“로타리란 무엇입니까?”라는 질문을 받으면 어떻게 답하십니까? 간단한 질문을 받은

것 같지만 갑자기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던 경험이 모두 한 번쯤은 있으리라 생각합니

다. 아무리 조리 있는 사람이라도 로타리의 핵심을 한마디로 설명하기는 어려울 겁니다.

지금까지 로타리는 우리가 하나의 조직체로서 일하는 내용과 방식, 활동 범위, 그리고 세

상에 기여하는 가치 등을 대중에 전달하는 데 어려움을 겪어 왔습니다.

저는 회계사라서 숫자를 좋아합니다. 숫자는 모든 언어에서 통용되고, 복잡한 정보를

말보다 효과적으로 전달합니다. 이러한 연유로 모든 로타리클럽에서 이번 로타리 연도 동

안 ‘인도주의 봉사에 사용한 현금 및 현물 총액’과 ‘로타리의 이름으로 활동한 시간’이라

는 두 가지 수치를 로타리 본부에 제출해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이러한 수치는 정확할수록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클럽이 봉사에 사

용한 시간과 금액을 지금 바로 정확하게 추적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클럽에서 연말에 이

정보를 가장 간단하게 제출할 수 있는 방법은 새로워진 로타리클럽 센트럴에 매달 입력하

는 것입니다. 로타리클럽 센트럴은 여러분의 의견을 반영해, 과거에 비해 훨씬 유용하고

사용자 친화적인 시스템으로 전면 재정비되었습니다. 인터넷 연결 등의 이유로 클럽에서

로타리클럽 센트럴에 접속할 수 없다면 지구 총재에게 연락을 취해 다른 방법으로 정

보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활동을 수치화하는 목적은 결코 가장 인상적인 최고의 수치를 확보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개별 클럽에서 보고한 수치에 관한 경쟁, 표창, 공적 치하 등은 하지 않을 것입

니다. 정확하고 신뢰할 수 있는 수치를 확보해 공공이미지 활동이나 멤버십 자료에 반영

할 계획이며, 대외 파트너들에게 자랑스럽게 제시하도록 하는 데 목적을 둘 뿐입니다. 각

클럽의 특정 데이터로부터 집계된 수치를 통해 “로타리란 무엇입니까?”라는 질문뿐 아니

라 “로타리에서는 무슨 일을 합니까?”라는 질문에 명쾌한 답변을 하려는 것입니다.

이러한 수치를 통해 ‘로타리, 변화를 만들자’의 가치를 더욱 더 잘 보여줄 것임을 확신

합니다.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 더 많은 변화를, 더 많은 사람을 위해, 그리고 더 많은 방

식으로 만들어낼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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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인 메시지

명보 김충석 총재
(부산해동로타리클럽)

“내가 소속된 클럽은
나 자신의 큰 자산이며에너지”

존경하는 국제로타리 지도자를 비롯한 우리 지구 회원 가족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우리 지구 역사상 최초로, 8월 26일 전 회원을 대상으로 합동 연수회를 개최하게 됨을 무

한한 영광으로 생각하며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그동안 저는 2015년 4월 우리 지구 총재 지명 이후부터 촌음을 다투는 여정과 광폭의 행

보를 이어가고 있으며, 지금도 그 노력은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지 제 개인의 직함이나 명성·명예·인기를 위해서가 아니라 오직 우리 지구 소

속 클럽과 회원의 발전을 위한 조건 없는 희생으로, 여러분을 존경하고 사랑하는 이유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국제로타리는 클럽이 근간이며 가장 큰 힘입니다. 또한, 회원이 부실한 클럽과 로타리는
미래를 예측하기 어려울 것이며 그 지속성을 보장받을 수 없을 것입니다.

내가 소속된 클럽은 나 자신의 큰 자산이며, 일상생활의 큰 에너지입니다.
각 클럽의 모든 회원께서는 이번 계기에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발 벗고 나서 클럽을 발전

시키는 소중한 기회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회원별 원 쓰리 전략 목표를 반드시 달성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

다. 이것은 클럽 회장 혼자서 하는 일이 되어서는 안 되며, 클럽의 주인이신 여러분들이 함
께 하여 주지 않으면 절대적으로 불가능한 일이 될 것이기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
부드립니다.

존경하는 국제로타리 3661지구 회원 가족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이유로 국제로
타리 회원이 되었든, 이제 우리는 하나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노력해왔던 정신을 확인하
고 위대한 역사를 선택할 때가 왔습니다.

새로운 도전이란 소중한 선물을 들고 우리는 계속 전진해야 합니다. 제가 느끼는 열정, 희
망, 절박함을 여러분도 모두 함께할 수 있다면 우리는 어떠한 것도 반드시 해낼 수 있을 것
입니다.

우리 모두 한 덩어리로 똘똘 뭉쳐 새로운 도전을 통한 위대한 역사의 탑을 기필코 완성합
시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1. 전 회원 1인 1명 회원영입 (전 클럽 회원 수 50명 이상 달성)

2. 전 회원 EREY 혹은 PHF 1구좌 이상 (지구 재단 기부 100만 불 이상 목표 달성)

3. 전 회원 월 1회 이상 회원사 제품 및 업소 이용 (회원 간 상생 및 협업 정책 목표 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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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지역 중구 
목암 하만생 총재지역대표(부산광복RC) 

2지역 남구 ・ 영도구
서암 손명찬 총재지역대표(부산남천RC)  

3지역 수영구 
정암 조철민 총재지역대표(부산새오륜RC) 

4지역 부산진구 
청마 김윤호 총재지역대표(부산부전RC)

5지역 동구 
수필 이희복 총재지역대표(신부산RC)

6지역 강서구 ・ 북구 
태암 문철환 총재지역대표(새부산RC)

7지역 부산진구 
목천 노재현 총재지역대표(부산새서면RC) 

8지역 사하구 
우각 김용혁 총재지역대표(부산을숙도RC) 

9지역 연제구 
우겸 이도찬 총재지역대표(부산금정RC) 

10지역 해운대구 
운해 정태율 총재지역대표(해운대신도시RC)

11지역 사상구
가경 김실곤 총재지역대표(부산백양RC)

12지역 동래구 
초성 허도인 총재지역대표(부산해동RC) 

13지역 서구 
송천 김태광 총재지역대표(부산무궁화RC)

14지역 기장군 
문암 최현돌 총재지역대표(부산기장RC)

15지역 특수 
현암 장손득 총재지역대표(부산에듀온R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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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상중계 | 총재지역대표 및 회장단 회의

2017-18년도 제1회 총재지역대표 및 회장단 회의가 지난 7월

10일 서면 골든뷰뷔페에서 개최됐다.

이날 회의에는 명보 김충석 총재를 비롯한 총재단, 총재지역

대표, 지구 임원, 각 클럽 회장 등 200여 명의 로타리안이 참석

했다. 은혁 장주덕 사무총장의 사회로 진행됐으며 엔젤피스 예

술단 원은채, 신하음 양이 애국가와 로타리송을 선창했다.

명보 총재는 참석자들에게 “바쁘신 중에 회의에 참석해주셔

서 감사하다. 2015년 5월에 우리 지구 총재로 선출된 후부터 쉴

틈 없이 달려왔다”며 앞으로 1년 동안 잘 부탁드린다는 인사말

을 전했다. 

이어 그는 2017-18년도 역점 사업에 대해 상세히 설명했다.

▲3661지구 회원 수를 5,000명 이상 증강하기 위해 기존 약체

클럽을 우량화 시키고 30개 이상 클럽을 창립하겠다고 말했으

며 ▲‘원 쓰리’ 전략 목표로서 전 회원을 대상으로 ‘1인 1명 회

2017-18년도

제1회 총재지역대표 및 회장단 회의 개최
- 명보 총재, 주요 지구 운영방침 상세 설명

- 지구공동사업 ‘사랑의 집수리 100세대 봉사’ 전 회원 협조 당부

원 영입 의무화’ ‘EREY 또는 PHF 1구좌 이상 재

단 기부 의무화’ ‘월 1회 이상 로타리 회원 제품 및

업소 이용 의무화’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부산지

역 전 언론 및 방송사를 활용해 적극 홍보를 펼치

고 ▲인터랙트 엔젤피스 예술단을 지속 운영해 국

제로타리와 대한민국의 홍보사절단으로서의 실력

과 기량을 갖추도록 전폭적인 지원을 하겠다고 힘

주어 말했다. ▲회원 상생을 위해 글로벌·국내 네

트워크 지원센터 개설, 모바일 앱 구축, 생활·사

회문제 지원위원회 신설했으며 ▲회원 단합을 위

해 연 5회 이상 회합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언 라

엔젤피스 예술단 원은채 양(상)
이 애국가 제창을, 신하음 양
(좌)이 로타리송을 선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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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즐리 RI 회장의 특별 요청인 ‘지구 전 회원 참여 나무 심기 운동’을 독

려하고 ▲2027년 국제로타리 세계대회 부산 유치 캠페인을 확대하는 등

약 25개의 지구 운영 정책을 설명했다. 

(더 자세한 내용은 국제로타리 3661지구 홈페이지 ri3661.org 지구운영방침

메뉴에서 확인할 수 있다)

지구공동사업 ‘사랑의 집수리 100세대 봉사’ 7월 말부터 본격 실시

명파 이호 지구공동사업실행위원장이 올 회기 3661지구 공동사업인 사

랑의 집수리 100세대 봉사사업에 관해 설명했다. 명파 실행위원장은 “공

동사업비 5천만 원과 로타리안들의 인력 및 재능기부로 이뤄지는 봉사이

기 때문에 로타리에 적합한 봉사사업이며 꼭 해야 할 사업”이라고 말했

다. 또한, 봉사단체로서의 로타리 이미지가 미약한 점을 고려해 이번 집

수리 봉사 사업을 로타리 홍보 수단으로도 적극 활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무사히 마칠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많이 도와주시기 바란다”며 발

표를 마무리했다.

이후 수필 이희복 5지역 총재지역대표는 가구당 예산이 할당돼 있는지

질문했다. 이에 명파 실행위원장은 “집수리 수혜를 받는 100세대의 요구

사항을 다 들어주기엔 예산이 많이 부족한 실정”이라며 “예산을 잘 융통

할 수 있도록 사전 협의 및 현장 방문 단계를 철저히 거칠 것이고 10~20

은혁 장주덕 사무총장

만 원에 집수리를 시행할 수 있는 곳도 있

으므로 때에 따라 예산을 집행할 것”이라

고 전했다. 

은혁 사무총장은 ▲총재월신 개인 우편

발송 시행 및 매달 지역별 제작비 분담 안

내 ▲각종 지구행사 관련 클럽별 미납금 납

부 독려 ▲총재공식방문 공지 ▲연지동 나

눔의 집 운영 계획 등에 관한 공지사항을

전달했다. 이후 기타 질의응답 시간을 가

졌다.

1시간 반가량 진행된 제1회 총재지역대

표 및 회장단 회의는 성료됐으며, 제2차

총재지역대표 및 회장단 회의는 9월 4일

코모도 호텔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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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상중계 | 존9,10A 로타리협의회

국제로타리 2017-18년도 존9,10A 로타리협의회

가 지난 7월 13일 경주화백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됐

다. 이날 협의회에는 RI 임원 및 한국로타리 지도

자, 전국 19개 지구의 로타리 지도자를 비롯한 회원

2천여 명이 참가했고, 3661지구는 명보 김충석 총

재를 비롯해 화산 김균 트레이너, 지역별 총재지역

대표, 은혁 장주덕 사무총장 및 지구 임원, 각 클럽

회장 및 회원 등 300여 명으로 지구 역대 가장 많은

인원이 참가했다.

우리 지구 로타리안들은 당일 아침 7시 30분에 범

일동에서 모여 5대의 버스에 나눠 타고 협의회 장소

로 출발했다. 명보 총재는 지구 임원들이 탑승한 버

스를 찾았고 “오늘 협의회에서 교육을 받은 내용은

각 소속 클럽에 가서 알려줘야 한다. 이번 회기에 우

리 지구 클럽들이 자립할 수 있게끔 만들어 놓자”며

2017-18년도

국제로타리 존9,10A 로타리협의회 참가

경주화백컨벤션센터, 전국 로타리안 2천여 명 참석

최다 등록 지구 중 1등 표창을 받고 있는 명보 김충석 총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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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황폐화된 지구를 다시 한번 끌어올리고, 어

려운 클럽들을 도와줄 수 있는 기회가 되길 기원한

다”고 전했다.

협의회는 ‘한국로타리 7만 2천 명 시대! 지구별

회원 순 증가 15% 이상, 지구별 신생 클럽 3개 이상

창립하여 한국로타리 2개 존 시대에 적극 부응하

자!’라는 비전이 적힌 플랜카드를 내걸었다. 장내에

는 속속들이 입장한 2천여 명의 로타리 지도자들로

붐볐다. 또 사물놀이패가 무대로 나와 신명나는 막

간 공연을 펼쳐 로타리안들로부터 박수를 받았다.

한영철 3630지구 총재가 사회를 맡았고, 행사를

주관한 김원표 RC가 내빈소개 및 개회사를 했다. 김

원표 RC는 개회사에서 “한국로타리는 회원이 6만 2

천 622명(지난 6월 30일 기준)이고, 1개 존에 3만 명

이 조금 넘는 수치라 회원이 많이 부족한 실정”이라

며 “지난 규정 심의회에서 결의된 새로운 클럽 운영의 유연성을

적극 도입해 19개 지구 총재님들이 새바람을 일으켜 주시길 부

탁드린다”고 전했다.

이동건 RI 전 회장은 격려사에서 “하나의 존이 성립하려면 3

만 5천 명의 회원이 필수”라며 “오늘 이 자리가 큰 결실을 맺어

7만 2천 명으로의 회원 증강을 달성하고 한국로타리, 나아가 국

제로타리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존9,10A란.

국제로타리는 일본 북부의 존1부터 미국 플로리다의 존34까지 총 34
개의 존이 있다. 존9는 한국의 북부지방, 존10는 섹션 A, B로 구성되
는데 A는 한국 남부지방이다. 
즉 존9와 10A는 한국 로타리를 포괄해 지칭하는 용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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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은수 RI 이사는 “우리 모두가 현재보다 조금 더 긴밀

히 협력한다면 이 위기를 충분히 기회로 만들 수 있다”면

서 “오늘 협의회를 통해 한국로타리가 제2의 도약을 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주길 바란다”고 격려사를 전했다. 

또 윤영석 로타리재단 이사는 “우리 주변과 지구촌 곳곳

에 로타리의 손길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 아직도 많기에, 2

개 존에 걸맞는 7만 명 회원의 시대를 반드시 열어주는 주

인공이 되어달라”고 당부했다. 

이관섭 한국수력원자력(주) 사장, 최병설 한국로타리 총

재단 의장이 축사를 전했다. 일정상 참석하지 못한 최양

식 경주시장은 최근 경주중앙RC에 입회했다는 소식을 전

했다. 

유연한 클럽 운영을 통해 
지속적인 회원 유치를 꾀하다

김원표 RC는 키노트 스피치(Keynote Speech)를 통해

‘클럽 지원 및 강화 방안’을 연설했다. 그는 2016 규정심

의회에서 제정한 클럽 운영의 유연성을 모든 클럽이 적극

도입하길 권장했다. 이는 주회 일정을 유연하게 설정하고,

다양한 모임 형식을 적극 활용하며, 완화된 출석 요건을

도입, 각 클럽 실정에 맞춘 다양한 회원 종류를 새롭게 도

입하는 등의 방식을 말한다.

3661지구 2011-12년도 총재이자 2017-18년도 트레이

너인 김균 ARPIC는 ‘공

공 이미지 강화를 통한

회원 영입’을 연설했다.

TV, 라디오, 신문, 사회

관계망서비스(SNS) 등

의 매체를 통한 홍보와

RPIC(로타리의 홍보, 저

널리즘 및 소통 전문가,

Rotary Public Image

Coordinator) 홍보, 나

31 2

1. 이동건 RI 전 회장 2. 문은수 RI 이사 
3. 윤영석 로타리재단 이사 4. 김균 ARPIC

4

지상중계 | 존9,10A 로타리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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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가 국제로타리 전 회원이 홍보 요원으로서 로타리

공공 이미지 제고에 힘써야 한다는 내용을 전했다.

신생 클럽 창립 및 회원증강 사례 발표 시간에는 황

대영 3700지구 특별대표 외 3명의 로타리 지도자가 회

원증강 우수 및 신생클럽 창립 사례를 발표했다. 또 김

미경 RI 한국지국 부지국장이 국제로타리의 최근 소식

을 전했다. 

3661지구의 협의회 참석자들은 발표자들의 분야별

강의와 국내 회원증강 사례들을 공유하고 목표 실현을

다짐했다. 부산지구 모 클럽 회장은 “타 지구 회장님의

실제 회원증강 사례 발표가 와닿는다. 무엇보다도 회

원들과 소통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지 않겠냐”면서 “회

원 영입도 중요하지만 탈회하는 회원이 없도록 기존

회원들과 더 많이 교감하겠다”고 말했다. 또 다른 3661

지구 임원은 “올 회기 우리 지구의 운영방침 중 최우선

목표가 회원증강인데, 명보 총재님의 지구 운영 정책

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다”며 의지

를 드러냈다.

2017-18년도 로타리협의회 최다 등록 지구 표창 

이날 로타리협의회에 최다 인원 등록 지구로서 3661지구가

1등 표창을 수상했다. 2등은 3700지구, 3등은 3710지구, 장

려는 3730지구가 받았다.

한편 협의회를 마친 후 3661지구 로타리안들은 부암동에 소

재한 민물장어 요리 전문점 용천에서 저녁 식사를 함께하며 뒤

풀이시간을 가졌다. 유현 조문수 회원증강위원장은 마스크팩

을 지구 회원들에게 선물로 증정했고 명보 총재와 함께 뒤풀

이 비용을 지불하며 훈훈한 분위기가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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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공동사업 | 사랑의 집수리 봉사

국제로타리 3661지구 지구공동사업으로 시행되는 ‘사

랑의 집수리 100세대’ 봉사가 지난 7월 27일 사하구 하단

1동에 위치한 심귀연, 박상득 어르신 부부(사진)의 보금자

리에서 처음 시행 됐다.

이날 행사에는 명보 김충석 총재를 비롯해 이경훈 사하

구청장과 신현무 부산시의회의원, 은혁 장주덕 사무총장

및 지구 임원, 사하구 각 클럽 회장 및 로타리안, 사하구

주민센터 관계자 등 40여 명이 참석해 3661지구의 사랑의

집수리 1세대 탄생을 함께 축하했다.

명보 총재는 인사말에서 “사랑의 집수리 첫 번째 현장에

와주신 여러분께 감사하다”며 “로타리 봉사가 지역 시민

❤

❤

❤

❤

국제로타리 3661지구 지구공동사업

‘사랑의 집수리 100세대’ 봉사, 첫 번째 가구 탄생

- 이경훈 사하구청장, 신현무 시의원 참석
- KNN, CJ헬로비전, 부산일보, 국제신문 등 보도

현판 제막식을 하고 있는 명보 김충석 총재(좌)와 이경훈 사하구청장(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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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에게 많이 알려져 본보기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또

그는 로타리와 지역 민관단체가 협업해 “어려운 계층이 더 있다면 100가구

이상이라도 집수리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사랑의 집수리 봉사 1호 가정에 거주하는 어르신 부부는 노후된 집을 자

비로 수리하기 어려운 형편이었으며, 하단1동 주민센터를 자주 찾아가 집

수리를 요청했지만 자격이 미달돼 집수리가 어려웠다. 로타리는 1호 집을

사전 조사 및 현장 방문해 건물 담벼락, 방 벽지, 화장실 변기, 주방 싱크대

등 크게 네 군데를 수리하기로 결정했다.

건물 외부에 균열이 일어난 담장은 보수하고, 처마 밑 외벽은 주위 환경

을 고려해 보수 및 페인팅 작업을 했다. 또한, 수십 년간 사용한 재래식 화

장실은 악취와 청결 문제가 심각해 편리한 수세식으로 바꿨다. 낡은 주방

가전 및 싱크대는 모두 뜯어내고 새 것으로 전면 교체하고 곰팡이 등으로

오염된 집 내부의 방 벽지도 깨끗하게 새로 도배했다.

이 과정에서 진명 김태호 의전위원장(중부산RC)은 양변기 2조와 타일을

지원했고, 보정 김태국 부산내성RC 회장은 싱크대를 지원하고 수리 및 설

치를 직접 도왔다. 다망 김익희 부산다림RC 직전 회장은 전기 공사

및 조명을 설치했고 강강필 부산다림RC 봉사위원장은 현장에서 직

접 봉사했다.

어르신 내외는 참석자들 앞에서 눈시울이 붉어져 “자식 키우고 40

년 넘게 살아온 집인데 형편이 좋지 못해서 불편해도 참고 살았다”

며 “새 것처럼 변한 집에서 아내와 함께 잘 살겠다. 감사하다”고 인

사를 전했다.

3661지구 90개 클럽의 공동사업으로 진행될 ‘사랑의 집수리 100

세대’ 봉사는 2017-18년도 명보 총재의 역점사업 중 하나이며, 지

구의 지구공동사업비 5천만 원과 로타리안의 성금 기탁, 인력 및 재

능기부로 이뤄진다.

지난 7월 10일에 열린 제1회 총재지역대표 및 회장단 회의에서 명

파 이호 지구공동사업실행위원장은 사랑의 집수리 봉사 사업에 관

해 설명했다. 그는 “명보 총재의 제안으로 이 사업을 시작하게 됐다.

좋은 사업으로서 지역사회에 이바지하고, 봉사단체로서의 로타리의

이미지가 미약한 점을 고려해 로타리 홍보 수단으로도 적극 활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연간 지역별, 시기별로 정해진 순서가 있으나 선착순으로 신

청하는 지역이 있으면 협의 후 곧바로 시행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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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했다. 또 예산이 많이 집행되는 아동 보육시설 및 노인

요양시설과 같은 큰 규모의 집수리는 지구 측에 미리 계

획을 알려 예산 집행 회의를 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당부

했다.

또 봉사사업 유관단체인 부산도시재생사업단, 봉사단체

등에서도 적극 협조해주기로 했다면서 “각 클럽에서 관리

하는 로타랙터, 인터랙터들도 최대한 참여할 수 있도록 해

야 한다”고 말했다.

명파 실행위원장은 당시 경과보고에서 구체적인 집수리

과정을 발표했으며 “집수리 봉사를 시행하면서 로타리의

저력을 느꼈다. 집수리 봉사는 전 지구 로타리안이 참여하

는 봉사이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란다”고 말했다.

집수리 1호점 자원봉사자로 참여한 보정 부산내성RC 회

장은 “누군가에게 내 도움이 필요하다는 것은 참 감사하고

좋은 일”이라며 “앞으로도 뜻 있는 행사에 지속해서 참여

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경훈 사하구청장은 축사에서 “지난해 항도로타리 외

5개 클럽에서 아기고니소망엽서를 해주셔서 참 감사했다”

며 “정부가 미처 손이 닿지 않은 일을 로타리안들이 도와

주셔서 이 사회를 살만한 사회로 만들어 주시는 것 같다”

고 말했다. 또 “로타리 활동이 지역사회에 널리 알려져서

많은 분이 관심을 갖길 기원한다”고 전했다.

신현무 시의원은 “한여름에 시작된 집수리 봉사 프로젝

트로 관계자분들이 정말 수고가 많으시다”면서 “소외계층

에게 따뜻한 감동과 힘이 되는 일에 함께할 수 있어 정말

행복하고 감사하다”고 말했다.

이후 명보 총재와 이 구청장이 함께 ‘사랑의 집수리 1

호’ 현판을 집 대문 앞에 붙이면서 사랑의 집수리 봉사 1

호점 탄생 축하 행사는 성료됐다.

한편 사랑의 집수리 100세대 봉사는 1호에서 6호까지

사하구에서 진행하며, 당리동과 하단1동, 하단2동 각 2개

소씩 수리할 예정이다. 또한, 언론 및 방송사에 대대적으

로 지구 소식을 보도해 로타리가 지역사회에 이바지하는

모습을 시민들에게 널리 알리고, 로타리의 이미지를 제고

할 계획이다.

지구공동사업 | 사랑의 집수리 봉사

➡

* before * ** afte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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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공동사업 | 사랑의 집수리 봉사 현황

부산 사하구 당리동 승학로 푸른경로당이 사랑의 집수리 제2호로 선

정됐으며 현관문과 방문, 기타 도어를 수리했다. 부산로터스RC의

에펠 추성희 여성회원증강위원장이 빵과 음료수를 지원했다.

부산 사하구 당리동에 소재한 사랑의 집수리 제3호는 창문과 방문,

바닥을 수리하는 등의 지원을 받았다. 또 부서진 싱크 시설을 새로

교체했고 집 내부 벽지를 새로 도배했다. 명파 이호 지구공동사업

실행위원장이 바닥 데코 타일을 지원했다.

2호

부산 사하구 하단2동에 소재한 사랑의 집수리 제4호에는 싱크대 수

리, 장롱 도어 수리, 화장실 방수 작업, 창고 및 베란다 선반 등을 수

리하는 작업을 진행했다. 부산사하RC의 원대 정상길 회장 및 회원

들이 청소 및 정리정돈을 도왔고, 부산로터스RC의 에펠 추성희 여

성회원증강위원장이 빵과 음료수를 지원했다.

1지역 사하구가 사랑의 집수리

100세대 중 1호부터 4호까지 완료

했으며, 1지역 5개 클럽

(부산 · 광복 · 사하 · 다림 · 소산RC)

에서 경비를 지원했다.

3호

4호

사랑의 집수리 봉사는
3661지구 전 회원이 동참해 부산지역 내 선정한 100세대에 집수리를 해주는 지구공동사업이다. 이 공동사업에 지구 회원들은
1인 당 2만 원의 성금을 기탁하고, 매달 지역구별로 각 클럽 및 회원들이 재능 및 인적 기부를 해 사업을 이어 나간다. 

사랑의 집수리 봉사 현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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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대표에게 듣는다❷ l 정암 조철민 3지역 총재지역대표 

“어머님께서 유언을 남기셨어요. 생전에 로타리안으로

써 긍지를 가지고 계셨던 어머님의 유지를 받들고자 부산

새오륜로타리클럽을 창립하고 초대부터 4대째 회장직을

지냈습니다.” 

정암 조철민 3지역 총재지역대표(사진)의 모친은 前 부

산오륜로타리클럽 故 송소혜 전 회장님(39년생)이시다.

정암 대표는 어릴 적부터 어머니의 로타리 생활을 지켜봐

왔다. 회장 취임 시에는 그가 직접 사진 촬영도 해드렸다

고 한다. 당시만 해도 여성분들이 고급 호텔에서 사회활

동을 한다며 회합을 하는 것이 좋게만 보이지 않았는데

이제야 이해가 된다고 한다. 그동안 의사로서 바쁜 일과

를 소화하느라 어머니로부터 로타리 가입 권유가 있어도

참여가 어려웠다. 하지만 어머님의 유언을 듣고는 더 이

상 미룰 수가 없었다. “어머님 말씀 중에 가슴에 와닿는

말이 ‘바쁘다고, 힘들다고 미루면 나중에 후회한다’는 것

입니다. 바쁘면 바쁜 대로, 힘들면 힘든 대로 하는 것이

봉사라고 생각했어요.” 그는 시간이 있어서가 아니라 시

간을 내서 봉사해야겠다고 생각한 것이다. 

정암 대표는 “로타리안으로서의 경력이 일천한데 금회

기 총재지역대표를 맡아 어깨가 무겁다. 명문 클럽들이

포진해 있는 3지역에서 낮은 자세로 로타리를 더 배우고

경험하라는 뜻으로 생각하고 ‘새로운 도전 위대한 역사’

를 만드는데 미력하나마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소감을 밝

혔다. 그는 명보 총재로부터 제안을 받고 사양했지만, 클

럽과 지구 발전에 도움이 된다는 주변의 권유로 수락했다

고 한다.  

그는 지역대표로서 목표와 실행 계획을 새롭게 세우고

있다. “총재를 보필하고 총재의 공약 사항에 대해 구체적

어머님 유지 
받들고자  

로타리클럽 
창립 회장 맡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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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실천 방안을 수립, 이행하도록 노력하는 것이 기본인

데, 명보 총재님의 공약들은 목표가 너무 높아 따라가는

것만으로도 버겁지만, 3지역은 소속 클럽이 10개 클럽으

로 350여 명의 회원이 참여하는 지구 내 가장 큰 지역인

만큼 최선을 다해 성공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3

지역은 명문 클럽들과 신생 클럽

들, 허리 역할을 하는 중견 클럽

들이 잘 조화를 이루고 있고, 여

성 클럽과 혼성 클럽들로 인해

남녀의 성비도 비교적 우수한 편

이며 50세 이하의 젊은 회원들의

비율도 상대적으로 높다는 것이

정암 대표의 분석이다.  

그가 최우선으로 꼽는 것은 클

럽 간의 진심 어린 우정이다. 

“가식적이고 형식적인, 의전에

치우친 클럽 간의 관계가 아니

라, 우선 클럽 회장님들부터 클

럽의 대소사나 고민거리를 서로

터놓고 상의하고 조언을 주고받

으며 형제·자매·오누이같이

편하게 서로의 우정을 진심으로

나눌 수 있도록 지역대표가 낮은

자세로 클럽 회장님들을 연결하

고, 소통의 자리를 만들어 분위기를 조성해 3지역이라는

공동체 인식부터 돈독히 하려고 합니다.”           

그는 또 서로의 우정이 충만해진다면 한 회기에 그치지

않고 연속적으로 함께할 수 있는 봉사활동을 발굴하고,

필요할 경우 지구 보조금 사업으로까지 연계해 봉사 프로

젝트를 개발하고 봉사를 통해 화합을 더 다져가고 싶다는

것이다.

“또한, 회기마다 정례 행사처럼 전 클럽이 합심해 신입

회원님들을 발굴하고 추천해 하나의 클럽을 창립하고, 창

립만으로 그칠 것이 아니라 10개의 클럽에서 매월 돌아가

면서 보살피고 격려하면서, 이를 토대로 자신들의 클럽도

원점에서부터 다시 돌아볼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더 충

실한 클럽으로 발전하는 계기로 삼고 싶습니다.”

정암 대표는 매 회장단 모임 때 지구의 소식을 일방적

으로 전달하던 형식에서 벗어나 공통 관심사인 봉사 사업

소식과 신생클럽 창립 소식들을 서로 나누고 서로의 안부

를 진심으로 물어볼 수 있는 3지역이 되기를 희망한다고

했다.

부산새오륜RC은 65명 중 11명이 의사·한의사·치과

의사 등 의료분야 회원들이다. 정암 대표는 4년 동안 클

럽 회장을 맡았었다. “후임자를 선임하기 위해 무던히 노

력했지만, 로타리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고사하는 바람에

차기 회장을 추대하지 못했어요.

다음 회기부터는 모두 내정이 돼

있습니다.” 모두가 차기 회장으

로서 손색이 없지만 신생클럽의

경험이 부족한 회원들이라 로타

리에 대한 이해부족으로 선듯 나

서는 이가 없었다고 한다. 그는

신생 클럽 회장으로서 많은 고충

을 극복해내야 했다. “클럽 하나

가 제대로 정착되기까지는 창립

만 하면 된다는 인식을 버려야

합니다. 스폰서 클럽이나 지구에

서는 창립 클럽이 제대로 돌아가

고 있는지 보살펴 주고 차기 회

장이 취임할 때까지 이끌어 줘야

합니다. 회원증강의 증(增)만 생

각할 게 아니라 강(强)도 생각해

서 관심을 가져줘야 합니다.” 그

는 신생클럽 창립을 준비하고 있

다. 우선 초대 회장부터 선임해 주회에 참석시켜 로타리

를 이해하도록 안내하고 있다고 한다. 사실 회장 교육도

필요하고 나이나 직업 등도 회장의 수준에 맞춰 회원도

구성하고 있다. “신생 클럽은 차기 회장에게 물려줄 때까

지를 한 사이클로 보고 그때까지는 무조건적으로, 열정적

으로 케어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는 경험자로서

진지하게 조언한다. 

정암 대표는 로타리안으로서의 포부도 밝힌다.

“우리 부산새오륜RC은 100년 이상 계속 젊은 클럽으

로 이어지기를 희망합니다. 저희 회원들은 사회에 은퇴할

시기가 오면 순차적으로 부산새오륜RC에서 사용하고 있

는 우리의 아호를 계승할 자녀나 후배를 물색하여 입회시

키고 우리는 모든 것을 클럽에 남겨둔 채 아호마저 물려

주고 탈회하여 발전적으로 새로운 시니어 클럽을 만들려

고 합니다. 따라서 역사가 될 우리의 아호는 다음에 우리

의 자녀들이나 후배들이 그대로 물려받아 사용할 수도 있

으니 늘 당당해야 하고 부끄럽지 않은 로타리안으로서 매

회원증강의 ‘증(增)’만 

생각할 게 아니라 ‘강(強)’에

관심을 가져야



사에 모범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클럽이 100년을 이어

가려면 세대교체가 필요하고, 젊은 클럽으로 지속하려면

은퇴가 필요한데 별도의 시니어 클럽을 만들어 친교와 봉

사활동을 지원한다는 것이다.

그는 로타리의 미래를 밝게 전망하며 지구에 바람을 전

했다.

“소아마비 박멸은 굉장히 위대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

다. 지구상에서 인간이 박멸한 바이러스는 천연두 외에는

없습니다. 의사인 제 입장에서는 완전히 퇴치하기 위해서

는 한 몇십 년 더 걸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 로타리가

이뤄 낸다면 굉장히 숭고한 역사가 될 것이며, 로타리안

으로서 대단한 긍지와 자부심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그

때는 세대교체도 될 것이며 로타리의 장래도 아주 밝을

것입니다. 로타리가 지역에서만 활동하던 것에서 전 세계

로 움직이는 단체가 되지 않을까 하는 기대가 있습니다.

3661지구에서도 지역사회에 연속성을 가진 봉사 프로젝

트를 발굴하여 실시한다면 3661지구 회원으로서의 자부

심을 고취하고 회원들의 일체감도 높일 수 있어서 지구가

더욱 발전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부산새오륜RC은 100년을 내다보고 역사적인 봉사사업

을 추진하고 있다. 그 사업은 도서관 건립사업으로 기금

을 모으고 있다고 한다. 영유아나 어린이들을 위한 도서

관을 만든다는 것이다. 도서관 건립은 기금이 많이 들기

때문에 우선 작은 도서관부터 시작하기로 하고 실질적으

로 읽히는 책을 구입해 기증하기로 하고 가정집에서 전권

을 구입하기 어려운 ‘WHY 시리즈’ 280권을 책장과 함

께 구입해 기증했다. 앞으로 지속해서 ‘WHO 시리즈’도

기증할 계획이다. 

부산새오륜RC의 봉사활동은 보여주기식·적선 형식은

지양하고 가급적 가족 단위로 직접 참여하고 소통하는 것

을 원칙으로 한다고 한다. “화명동 소재 정화 양로원을 방

문하였을 때 단순히 물품을 전달하는 데 그치지 말고 어

르신들께서 그날 하루는 환한 웃음을 지을 수 있도록 해

보자란 취지로 의사들은 무료진료를 했으며, 다른 회원들

과 그 가족들은 식사 봉사를 하고 노래와 춤 등 신명 나는

레크리에이션을 진행하면서 봉사를 하기 위해 왔다가 오

히려 우리가 치유되는 그런 감동을 느낀 기억이 납니다.” 

그는 ‘메트로적추병원’을 통해 직업봉사를 하고 있다.

적추는 맞춰서 수술한다는 의미란다.

주로 척추, 상지, 하지, 관절 쪽으로 특화해서 수술을

전문적으로 한다. 그는 대학에서 미세뇌혈관수술을 전공

했다. 척추에서 제일 어려운 게 목 수술인데, 목 수술에서

제일 위험한 것은 목에 있는 혈관이라고 한다. 이 병원의

가장 큰 장점은 근골격계 수술 중에서 제일 까다로운 수

술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척추 디스크 쪽이나 아니면 상

지 관절 쪽에서 제일 어려운 수술을 할 수 있는 병원으로

수술 후에 재활을 특화해놓았다. 물리치료실이 150여 평

으로 부산에서 제일 큰 물리치료실을 갖고 있다. 또한,

CT와 MRI 등 장비들은 전부 다 대학병원급으로 갖춰져

있다고 한다. 정암 대표가 2009년에 설립한 이 병원은 89

병상이 있으며 전문의 6명과 56명의 직원이 로타리 정신

에 입각해 직업 봉사를 하고 있다.

그의 병원 모토이기도 한 ‘원인치료가 답이다’라는 철

학을 지닌 그는 “인생을 살면서 매 순간 주제를 잘 파악하

고 문제의 근본부터 접근해 해결하는 것이 최선”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다. 소아과 전문의로 같은 병원에서 여성

암 검진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아내와 올해 수험생인 아

들, 그리고 열 살이 넘은 노견 두 마리랑 같이 다복한 생

활을 하고 있다.

“의사로서 주어진 근무시간에는 많은 환자와의 선약이

있어 지역대표의 역할이 자칫 소홀할 수 있음을 용서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만 로타리안으로 지역대표로 할애된

시간에는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가 인터뷰 끝에 전한

말이다.

대담 전병열 편집위원장 I 사진 김국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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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보 김충석 총재를 비롯한 총재지역대표

와 은혁 장주덕 사무총장 및 지구 임원

등 15여 명은 지난 8월 3일 부산시청을

방문해 서병수 부산광역시장과 간담

회를 가졌다.

이날 부산시장 접견실에서 마주한 서

시장은 3661지구 명보 총재 및 지구 임

원진들을 반갑게 맞이하며 새 출발을 축하

한다는 인사를 건넸다. 

서 시장은 1992년 신해운대로타리클럽 창립회원

출신으로 제6대 회장(1997-98년도)을 역임했다. 현재 명

예 회원으로 동록돼 있으며 이날 로타리에 많은 관심과 애

정을 나타냈다.

명보 총재는 서 시장에게 국제로타리 3661지구 광고를

방송 및 언론사를 통해 전면적으로 방영 및 게재해 로타리

공공 이미지 강화 활동을 펼치고 있다고 소개했다.

그는 2026년 김해신공항 개항 시기에 맞춰 ‘2027년 국

제로타리 세계대회’가 부산에서 개최되도록 총력을 기울

일 것이라고 말했다. 또 “대송 이근철 총재님 당시 2025

년에 세계대회 부산 유치를 목표로 하고 있었지만, 그렇게

되면 해외 참가자들이 인천공항을 거쳐서 와야 한다”며

“대회 참가자들이 부산 직항 노선을 이용하면 지역 경제

발전과 부산과 로타리의 브랜드 가치가 함께 상승할 것”

이라고 말했다.

또 로타리와 부산을 세계적으로 주목받게

해, 이미지를 제고하고 로타리의 회원 수를

증강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제도적

인 정책을 잘 다듬어서 ‘전 세계가 주목

하는 명품 지구로의 도약’이라는 계획

을 하고 있다”며 자신감을 내비쳤다.

이언 라이즐리 RI 회장의 역점 사업인

‘1인 1그루 나무 심기 운동’도 소개했다.

그는 “라이즐리 RI 회장은 지구의 심각한 환

경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로타리안 한 명당 한 그루

의 나무를 심자고 하셨다”며 “부산지구 회원들이 1인당 한

그루씩 심으면 내년까지 4천 그루 이상을 심을 수 있을 것”

이라고 말했다. 

그는 국제로타리 3661지구 인터랙트 엔젤피스 예술단

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엔젤피스 예술단이 국내외 귀빈

들에게 로타리와 부산, 나아가 대한민국을 알리기에 너무

도 좋은 단체다. 앞으로 대한민국의 홍보사절단으로서 해

외에서도 큰 공을 세울 것”이라고 말했다.  

서 시장은 지역사회의 음악 및 예술 단체와 아트센터 등

에도 로타리가 많은 지원을 해달라고 요청했다. 또 그는

“‘소아마비 박멸’하면 로타리 아닌가. 그런데 요즘은 로타

리가 사업을 다양하게 분배하다 보니 대표적인 사업이 없는

것 같다”면서 “부산지구가 집중적으로 한 가지 사업에 매진

한다면 시민들에게도 많은 영감을 줄 것”이라고 전했다.

명보 총재 및 지구 임원진 부산시청 방문
- 서병수 부산광역시장, “부산지구만의 집중적인 봉사사업 있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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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항 국제여객터미널 환송식
국제로타리 3661지구 인터랙트 클럽은 지난 7월 22일

부터 26일까지 일본 자매지구인 2730(가고시마(鹿兒島))

지구와의 인터랙트 친선 교류 행사에 참석하기 전 부산항

국제여객터미널에서 환송식을 가졌다.

이날 행사에는 명보 김충석 총재를 비롯해 중보 서정의

전 총재, 진명 김태호 의전위원장이 참석했다. 명보 총재

를 비롯한 지구 임원들은 연수 인솔자인 청전 강위석 한일

친선위원장과 해성 이명옥 인터랙트부위원장, 인터랙터

29명 및 지도교사 3명(정영석, 정순활, 안영길) 등 방일 연

수단 34명의 출국을 격려하고 환송했다.

명보 총재는 환송 인사에서 “일본이라는 나라는 우리나

라와 역사적으로 적대적인 국가이기도 하지만, 문화적으

로나 환경적으로 배울 것도 많은 나라다. 4박 5일 동안 다

양한 체험을 하고, 많은 것을 얻어오는 시간을 보냈으면

좋겠다”며 “여러분이 2730 자매지구에게 민간 외교관으

로서의 면모를 보여줘야 한다. 여러분 개인적으로는 견문

을 넓히고, 새로운 사고를 할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고 전

했다.

이날 참석한 임운향 학생(부산영상예술고, 18세)은 “평

소 인터랙터로서 다른 학교 학생들과 다 같이 모여서 봉사

를 한다는 것이 자랑스럽다. 오늘 가는 방일 연수도 기대

된다”며 인터랙터로서 사명감을 가지고 잘 활동하고 오겠

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일본 자매지구인 RI 2730(가고시마(鹿兒島))지구에서 
친선교류회 개최

23일 아침 8시. 3661지구 인터랙트 클럽이 승선한 까멜

리아호가 일본 하카타(博多)항 국제여객터미널에 도착해

입국수속을 마치고 대기하고 있는 버스에 승차했다. 이동

중 전폭적인 지원을 해준 명보 총재와 한미숙 IA위원장께

감사의 박수를 보냈다. 

후쿠오카 모모치 해변 풍광 등을 먼저 돌아보고, 후쿠오

카(福岡) 소방서에서 주관하는 지진 등 각종 재해 발생 시

대처 요령을 교육하는 방재센터에서 약 2시간 동안 유익

한 체험을 했다.

교류회장으로 이동 중 일본 폭포 100선에 든다는 미야

코노조의 세키노오 폭포를 둘러보고 약 2시간 달려서 인

터랙트 교류회가 준비된 미야코노조 나가야마 호텔(都城

市 中山莊)에 도착했다.

인터랙트 방일 연수단, 
RI2730(일본 가고시마)지구와 친선 교류



RI 2730지구 오시카와 히로미(押川 弘己) 총재의 일정

때문에 이브스키(指宿市)에서 먼 길을 왕림해준 오시게 갓

츠히로(大勝 重弘) 직전 총재님이 대리 참석했다. 인터랙

트위원장을 13년간 연임한 카와바타 유키노리(川畑 幸則)

전 IA위원장, 금 회기 코사카(小坂 泰一郞) IA위원장, 로

타랙트위원장을 10년 연임한 야마다 타다시게(山田 忠茂)

전 RA위원장과 로타리안 20여 명, 인터랙트 30명이 연회

장에 대기하고 있었다.

오후 5시 30분, 교류회 식순에 따라 일본 측 오시게 갓

츠히로(大勝 重弘) 직전 총재 환영사와 청전 강위석 한일

친선위원장의 인사가 이어졌다. 오시게 갓츠히로(大勝 重

弘) 직전 총재와 카와바타 유키노리(川畑 幸則) 직전 IA위

원장, 야마다 타다시게(山田 忠茂) 전 RA위원장과 청전 위

원장은 오래 전부터 교분이 두터운 사이였다.

양 지구 IA 지구대표 인사, 기념품 교환, 코사카(小坂)

위원장의 폐회 타종, 기념 촬영 후 만찬장으로 이동, 이 지

역 특산 식재료로 준비한 뷔페로 2시간 30여 분 동안 만

찬, 오시게 갓츠히로(大勝 重弘) 직전 총재의 트럼펫 연주,

戶高 望 청소년위원장의 기타 연주, 일본 IA들의 합창과

율동, 우리 한국 IA들이 급히 만든 노래 등이 연출되며 즐

거운 시간이 흘렀다.

일본 IA들은 남녀 모두 단정한 교복 차림이고 머리에 노

랑물을 칠하거나 짧은 반바지 차림은 없었다. 일본 IA들

은 11월경에 부산을 방문하고 싶다는 의사를 표명했다. 오

시게 갓츠히로(大勝 重弘) 직전 총재 외 일본 로타리안 몇

분들이 함께 中山莊호텔에 숙박했다.

24일 아침 오시게 갓츠히로(大勝 重弘) 직전 총재, 카와

바타 유키노리(川畑 幸則) 직전 IA위원장, 코사카(小坂 泰

一郞) IA위원장 외 여러 로타리안들의 환송을 받으며 사쿠

라지마로(櫻島) 이동 중 가쿠이다(桷志田) 흑초 제조 숙성

과정을 견학했고, 아리무라(有村) 화산전망대 활화산을 조

망한 뒤 카페리로 건너와서 가고시마 NHK 방송국을 견학

했다. 중식 후 소낙비가 약 3시간 동안 억수같이 쏟아졌다.

쿠마모토(熊本)로 이동. 150년 전통의 마루코(丸小) 호

텔에 여장을 풀고 석식 후 특허로 유명한 온천체험과 자유

휴식 시간을 가졌다. 

25일, 우주를 테마로 한 미쯔이 그린랜드 자유 체험 후

아사쿠라시 아마기(福岡縣 朝倉市 甘木) AZ호텔에 여장을

풀고 석식 후 자유시간을 가졌다. 

일본의 거리에는 씹던 껌을 길거리에 뱉거나, 담배꽁초,

휴지 등을 버리는 사람이 없었고, 자동차 경음기 소리가

적으며, 교통경찰이 없어도 질서가 잘 지켜지는 성숙된 문

화를 보여줬다. 식생활도 우리와 달리 보신탕, 추어탕, 보

리밥집 등이 잘 안보였다. 치과는 많은 것 같았고, 한의원

은 안보였다. 옷차림은 검소한 편이고 가고시마, 쿠마모토

(鹿兒島 熊本市)에는 지금도 노면(路面) 전차가 다니고 있

는 것을 본 우리 학생들이 느끼는 바가 깊었다고 했다.

26일에는 공부를 잘하게 해준다는 태제부 천망궁일대

를 견학하고, 하카타항 국제여객터미널에 도착하자 뉴카

멜리아호가 엔진 고장으로 출항이 불가하다는 통보를 받

았다. 해성 IA부위원장이 급히 이리 저리 뛰어다녀 비틀

호 쾌속선으로 선편을 마련해 4박 5일간의 일정을 모두 마

치고 예정보다 2시간 빠른 오후 4시경 전원 무사히 귀국

했음을 명보 김충석 총재께 보고 드린 후 해산했다.

2017-18 Vol. 2  23



24 ROTARY BUSAN NEWS

지상중계 | 총재 공식방문

9지역 연제구 합동 총재 공식방문 행사가 연산동 해암뷔페에

서 지난 8월 9일 명보 김충석 총재와 대송 이근철 전 총재, 우겸

이도찬 9지역 총재지역대표 및 지구 임원, 각 클럽 회장 및 회원

등 1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됐다.

명보 총재는 클럽별로 이뤄지던 총재 공식방문을 올 회기에는

지역구 합동 공식방문으로 일정을 대폭 축소해 행사비 지출을 경

감시키고, 효율적으로 회의가 진행되도록 하고 있다.

명보 총재는 식전에 지난 8월 7일 별세한 부산금정RC의 故 우

광 김태곤 전 회장의 명복을 빌었다. 그는 인사말에서 “올 회기

원 쓰리 전략을 비롯한 우리 지구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클

럽의 주인이신 회원 여러분도 적극 동참해주셔야 한다”며 “모두

한 덩어리로 똘똘 뭉쳐 새로운 도전을 통한 위대한 역사의 탑을

기필코 완성하자”고 강조했다.

이어 대송 전 총재는 참석자들에게 2014-15년도에 시행했던

총재 박수(337박수)를 요청해 모두 힘차게 손뼉를 쳤다. 그는 격

려사에서 “9지역 클럽 회장과 회원들이 단결해 명보 총재를 도와

야만이 지구를 성공적으로 재도약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 

우겸 총재지역대표는 “9지역이 승승장구할 수 있도록 총재님

과 지구 임원 여러분의 아낌없는 격려와 협조 부탁드린다”고 인

사말을 했다.

9지역 연제구 합동
총재 공식방문 개최

부산금정 · 부산연제 · 부산연산 · 부산동연제
· 부산에듀온 · 부산매화 · 부산청솔RC 등
총 7개 클럽 참석

각 클럽 올 회기 주요 사업 보고 및 
총재 강평 시간 가져

1 2 3

1. 대송 이근철 전 총재
2. 우겸 이도찬 9지역 총재지역대표 
3. 동명 강태환 사무부총장

재단 기부금 전달식에서는 RI 재단 및 로타리부

산제주지구재단에 기부했거나 올 회기 기부 예정인

회원들이 9지역 대표로 나온 가포 김인규 부산금정

RC 회장에게 기부금 봉투를 전달했다.

이어서 각 클럽 회장은 올 회기 클럽 주요 목표를

보고했다. ▲부산금정RC은 29명 회원 영입(지난 6

월 말 RI보고 기준 현재 81명), PHF 30구좌, 전 회

원 EREY 100% 달성, 지구재단 1,000만 원 기부,

자매RC과 공동 글로벌보조금 사업, 농촌 지역 사랑

의 집수리, 무료급식 봉사, 클럽 장학생에게 2,300

만 원 장학금 지급 등 ▲부산연제RC은 10명 회원

영입(현재 28명), PHF 5구좌, 봉사의 인 5구좌, 전

회원 EREY 100% 달성, 봉사사업으로는 지난 6년

간 이어온 초읍어린이대공원 무료급식 봉사를 지속

하고, 경매를 통한 기금으로 독거노인 냉난방비 지

원, 클럽 장학생 선발 및 장학금 수여 등을 약속했

다. ▲부산연산RC은 16명 회원 영입(현재 16명),

PHF 3구좌, EREY 10구좌, 장학사업으로는 로타

랙트가 있는 부산가톨릭대학교에 클럽 장학금을 매

년 200만 원 지원, 학생들의 봉사활동을 적극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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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부산동연제RC은 회원 15명 영

입(현재 30명), PHF 3구좌, EREY 10구좌, 봉사의 인 5

구좌, 클럽 주관 집수리 봉사 2세대, 자장면 봉사, 클럽 장

학금 240만 원씩 총 2회 전달 등 ▲부산에듀온RC은 53명

회원 영입(현재 53명), 전 회원 재단 기부를 목표로 PHF

15구좌, EREY 38구좌, 무료급식 봉사, 연탄 봉사, 환경

사업 봉사, 강서오케스트라 단원 학비 지원을 위해 지구

보조금 680만 원 신청, 올 하반기 로타랙트 창립 예정 등

▲부산매화RC은 회원 수 10명 증가(현재 32명), PHF 5구

좌, EREY 15구좌, 나눔의 집과 한국자유총연맹에 비정기

무료급식 봉사, 남강종합사회복지원에 물품 지원, 성우원

격월로 햄버거 100개 전달, 청소년교환사업에 스폰서 및

호스트 클럽으로서 활동 등 ▲부산청솔RC은 18명 회원 영

3 41 2

75 6

1. 가포 김인규 부산금정RC 회장
2. 유솜 문혜련 부산연제RC 회장 
3. 무용 조성기 부산연산RC 회장 
4. 진석 서택경 부산동연제RC 회장
5. 거산 김영환 부산에듀온RC 회장
6. 운현 이은주 부산매화RC 회장
7. 활산 이만수 부산청솔RC 회장

입(현재 22명), PHF 3구좌, EREY 25구좌로 총 5천 500

불 기부, 클럽 장학금 지급, 추석맞이 이웃사랑 성품 전달,

나눔의 집 무료급식 봉사, 휴양지 환경정화 운동, 양지재

활원 장애인직업 재활시설 정기 봉사 등을 실천 및 계획하

고 있다고 밝혔다.

명보 총재는 각 클럽 보고 때마다 재단 기부액과 회원

수가 올 회기 목표보다 미달인 클럽이나 비교적 우량 클럽

인 경우 사업 보고 목표보다 상향 조정할 수 있도록 각 클

럽 회장과 상호 조율하고 격려했다.

또 총재 강평에서 “회원 수가 20~30명인 클럽은 온전

하게 운영되기 힘들 것”이라며 “모든 클럽을 회원 수 40명

이상의 건강한 클럽으로 만들 것이며, 회원 수 5천 명 이

상의 강건한 지구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또 얼마 전 총재지역대표 15명에게 EREY를 선물해줬

다며, 지구 전 회원이 EREY를 한 구좌씩 하자고 협조를

요청했다. 그는 “실적을 위해서가 아니라 끼니를 못 때우

고 식수가 없어 죽어가는 아동들을 돕는 차원에서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지구 전 회원 EREY 릴레이 활동을 하자”

고 말했다. 이어 8월 말 열리는 지구 전 회원 대상 회원증

강 및 로타리 재단 세미나를 공지했다. 

이후 명보 총재는 9지역 각 클럽 회장에게 방문 기념패

를 전달했고, 9지역에서는 명보 총재와 우겸 총재지역대

표, 동명 강태환 사무부총장에게 소정의 기념 선물을 전달

했다. 가포 회장은 태현 김종수 부산금정RC 직전 회장에

게 기념 앨범을 전달했으며, 각 클럽 총무가 클럽 공지사

항을 전달한 뒤 총재 공식방문은 폐회했다.

9지역 연제구 각 클럽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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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8월 10일 오전 7시 수영구 돈비치관광호텔 사

랑채에서 명보 김충석 총재를 비롯한 정암 조철민 3지

역 총재지역대표, 은혁 장주덕 사무총장 및 지구 임원,

서정 강대규 3지역 사무국장과 각 클럽 회장 등이 참

석한 가운데 조찬 회의가 열렸다.

회의에 앞서 명보 총재는 참석자들과 여담을 나누며

좋은 분위기를 만들었다. 이후 은혁 사무총장이 조찬

회의의 목적을 설명한 뒤 회의가 시작됐다.

명보 총재는 “우리 지역이 당면한 최우선 과제는 회

원증강”이라며 운을 뗐다. 그는 3661지구를 홍보해 공

공 이미지를 강화하는 것은 일반인들에게 로타리의 인

지도를 높여 회원증강을 꾀하기 위한 것이라면서, 적

당한 변화가 아니라 ‘완벽한 변화’가 필요하다며 올

회기 회원증강에 대한 강한 의지를 밝혔다.

명보 총재는 지난 2016년 말부터 열린 큰 규모의 지구 연수회들은 침체돼 있

는 3661지구의 분위기를 끌어올리기 위한 투자였다며 “우리 지구가 변하고 있

고, 연수회를 통해 분위기가 조금씩 바뀌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자신은 전 세계 2017-18년도 총재들과의 글로벌 네트워크를 형성하

게 됐다면서 우리 회원들도 국내외 로타리 네트워크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상생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친교와 우정, 그리고 비즈니스 공유 두

가지가 충족된다면 봉사는 저절로 이뤄진다”며 “우리가 충분히 공감대를 형성

해서 사업을 일구고, 이번 회기가 끝났을 때는 회원들로부터 존경 받는 지도자

로 남도록 하자”고 말했다. 

은혁 사무총장은 8월 26일에 열리는 ‘지구 전 회원 대상 회원증강 및 로타리

재단 세미나’와 8월에 열리는 지구 행사들에 대해 공지했으며, 탁봉 이근대 기

획위원장은 회원 상생 애플리케이션에 대해 설명했다.

한편, 조찬 회의는 3661지구 최초로 총재 및 지구 임원, 각 지역구 총재지역

대표와 클럽 회장 등이 참석해 총재 역점사업의 추진 상황과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 의견을 나누기 위한 목적으로 지난 7월부터 지역구별로 개최되고 있다.

또한, 참석자들의 개인 업무 시간에 지장이 없는 오전 7시에 개최해 회의에

부담을 주지 않도록 진행하고 있다.

3지역 수영구 조찬 회의 개최
- 명보 총재·은혁사무총장및지구 임원, 3지역 총재지역대표와 각 클럽 회장 참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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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환청소년 소식

국제로타리 2017-18년도 인바운드 및 아웃바운드 교환학

생들이 지난 7월 25일부터 8월 28일까지 김해 및 인천국제

공항에서 교환학생 프로그램을 이수하기 위해 입・출국했다.

인바운드 교환학생 Adela NGUYENOVA 외 8명이 한국에

입국했으며, 아웃바운드 학생 강명진 외 6명이 6개 국가로

출국했다. 이들은 한국을 비롯한 체코, 슬로바키아, 캐나다,

브라질, 미국, 이탈리아, 프랑스, 타이완 등에서 9월 1일부터

약 10개월 동안 수학한 뒤 귀국한다.

한편, 국제로타리 3661지구 청소년교환위원회는 지구에서

꾸준히 일궈온 청소년교환사업으로 미국, 캐나다, 프랑스 등

다양한 국가와 교류하며, 청소년들에게 국제적 감각과 비전

을 심어주기 위한 봉사를 실천하고 있다. 교환학생들은 프로

그램을 통해 안전을 보장받을 수 있는 나라에서 문화와 풍습,

언어 등 다방면으로 지식을 습득하고, 차세대 지도자로 성장

할 기회를 얻는다. 

인바운드·아웃바운드 교환학생 입·출국

청소년교환위원회(RYEC, Rotary Youth Exchange Committee) 명단

고원 이기삼
당연직위원(부산부일RC)

동죽 김인석
청소년교환위원장(부산낙동RC)

주천 정영훈 (부산강서RC)
청소년교환부위원장(Inbound 팀장)

수정 손미자
청소년교환부위원장(부산여명RC)

웨딩 전남미
청소년교환위원(부산여명RC)

청담 김경희
청소년교환위원(부산매화RC)

초록 조의제 (부산낙동RC)
청소년교환위원(Outbound 팀장)

경암 도재철
청소년교환위원(부산동래R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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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정보

이 기사가 나갈 즈음에는 9월 18일 3661 총재배 골프대회 신

청과 준비가 한창일 것 같아서 골프에 대해 척추신경외과 전문

의 입장에서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중년이란 단어는 자신이 하는 일에 숙련된, 오랜 경험이 있는

그런 느낌을 주지만, 사실 스포츠 부분에서는 전성기가 지나가

는 혹은 지난 그런 아쉬운 느낌도 동시에 주는 것 같은데 여하

튼 골프라는 단어는 스포츠 종목 중에서 유독 중년이란 단어와

잘 어울리는 것 같습니다. 

또 중년이란 단어에는 한창때의 몸이 아니라 여기저기 좀 아

쉬운 부분도 생기기 시작하여 사실 허리 한 번 안 아파 본 중년

은 아주 드물 것 같고 관리라는 단어도 덩달아 생각이 나기도

합니다.

‘수술하면 이젠 공을 못 치겠지요?’ ‘공 칠 수 있나요?’라는

질문을 하루에도 여러 번 받습니다. 사실 경력이 20~30년 되

는 중년 의사들은 환자분이 진료실 문을 열고 들어와서 진료실

의자에 앉기도 전에 대충 느낌을 압니다. 대개 이런 질문 하시

는 분들은 의사들이 치면 안 된다고 해도 조금만 몸의 상태가

허락되면 반드시 또 치실 분들일 겁니다. 그래서 저도 무조건

반대하기 보다는 이런저런 전제 조건을 달아서 할 수 있다고 오

히려 격려하는 쪽으로 진료하고 있고 더 나은 결과들을 보고 있

습니다. 이를 우리 회원님들께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손으로 하든 발로 하든 모든 구기 종목은 척추를 중심축으로

하는 회전 타격 운동입니다. 중심축인 척추가 건강하지 않으신

분들은 당연히 이런 구기 종목 운동을 할 때는 몇 가지 유념해

야 할 원칙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살아 움직이는 공보다는 정지된 공을 타격하는 운

동이 좋습니다.

두 번째는 한 손이나 한 발로 하는 구기 종목보다는 양손을

동시에 사용하는 운동이 좋습니다.

세 번째는 중량이나 거리 그리고 속도를 다투기 위하여 힘의

크기로만 대결하는 운동보다는 정교함으로 타격하는 운동이 좋

습니다.

상기 대원칙 세 가지를 동시에 만족하는 운동은 당구, 게이트

볼, 골프 등이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당구 경기를 상상해 본

다면 정지된 당구공을 큐라고 하는 긴 작대기를 두 손으로 살

짝 쥐고 다리를 적당히 벌리고 상체를 숙여 정교하게 회전을 주

고 힘 조절을 하여 대결하는 운동으로 상기 대원칙에 딱 부합

하는 운동이라 할 수 있습니다. 골프인 경우에는 좀 더 신중하

게 상기 대원칙을 잘 이해하고 지켜야 하는데 추가적으로 옵션

이 하나 더 주어집니다.

넷째는 운동하고 싶다면 대신 포기해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자기 관리).

진료실에서는 수술한 환자분들께도 질문이 오면 실제로는 환

자분들의 성향에 따라 골프를 하셔도 된다 안된다를 다르게 조

언 드리는데 그 판단 기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환자분들의 성

향입니다. 아프기 이전, 수술하기 이전 소위 왕년의 스타일대로

골프를 하겠다면 이건 분명 문제가 발생할 겁니다. 다만 골프라

는 운동의 원리를 이해하고 자신의 현재 상태에 대한 충분한 이

해가 있어 골프를 치기 위해 평소에 규칙적인 생활과 척추와 주

변 관절을 배려하는 재활 운동과 근력 향상을 위한 노력을 게

을리하지 않는다면 얼마든지 골프를 즐길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골프장에 평소보다 일찍 도착해서 몸을 충분히

더 풀어 주고 첫 홀에서는 무리하지 않는 초구 드라이버를 스

윙하고 꽂혀 있는 티를 뽑을 때에도 무릎을 구부려서 천천히 뽑

아주고 배려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실 드라이버나 우드류의 스

윙 궤도보다 좀 더 가파른 궤적을 그리는 짧은 아이언이 척추

에는 더 스트레스를 줄 수 있습니다. 이유는 헤드의 무게가 더

편중되어 있고 찍어 치는 데 대한 반대의 스트레스가 전부 해

소되지 않고 일부 팔을 통해 척추에 전해지기 때문입니다. 퍼팅

때에도 갑작스레 고개를 드는 일이 없어야 하고 갑작스레 허리

를 드는 일이 없어야 골프도 잘 되고 중심축인 척추에도 무리

를 덜 줄 수 있습니다.

중년이란 단어의 또 다른 의미는 안정감과 배려일 것입니다.

청년 척추가 아닌 중년의, 중년 이상의 척추로 골프를 즐기려고

할 때에는 단어가 주는 의미를 기억하고 평소에 자기관리와 척

추에 대한 배려를 한다면 얼마든지 행복하게 라운드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9월 18일 대회에서도 다들 굿샷 하시길

바랍니다.

중년 척추를 가진 
중년 골퍼들에게...

글. 정암 조철민
메트로적추병원 병원장
의학박사 
척추신경외과 전문의
(부산새오륜로타리클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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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담

저는 전라도에 있는 조그마한 농촌에서 농사를 짓는 아버

지와 어머니의 장녀로 태어났고, 밑으로 남동생 3명이 있습

니다. 저는 경제적인 문제 및 아들을 중시 여기는 가풍에 의

해 초등학교만 겨우 졸업했고, 동생들은 고등학교 또는 대

학교까지 졸업했습니다. 저는 30여 년 전 당시 20살 초반의

나이에 혼자 서울에 올라와 공장에 다녔고, 결혼할 때까지

는 월급 중 일부를 매월 부모님에게 송금해드렸습니다. 저

는 20여 년 전에 결혼을 했고, 결혼한 뒤에도 한 번씩 부모

님을 찾아뵀으며, 그 당시에는 부모님, 동생들과 아무런 문

제가 없었습니다. 그러던 중 아버지가 10여 년 전에 돌아가

셨고, 어머니는 아직 생존해 계십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뒤 동생들은 아버지의 유산인 논 밭 3,000평을 자기들끼리

적당하게 나눠 가지면서 누나인 저에게는 한 평의 땅도 나

눠 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동생들에게 저의 몫도 나

눠 줄 것을 요구했으나 동생들은 출가외인이라면서 응하지

않았고, 상속재산의 분배문제로 지금까지 동생들과 사이가

좋지 않으며 서로 연락하지 않고 지냅니다.

저는 최근에 남편과 이혼을 했고, 나이도 많은데다가 경

제적으로 너무 어려워서 아버지의 유산에 대해 등기부등본

을 열람해봤더니 상속등기가 되지 않은 채 아버지 이름으로

그대로 등기가 돼 있었습니다. 저는 어떻게 해야 동생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아버지의 유산에서 저의 상속 몫을 분할

해 받을 수 있는지요?

상속에 대해 망인의 유언이 없으면, 상속재산은 법정상

속지분의 비율로 상속인들이 공동으로 상속하게 됩니다.

한편 법정상속지분은 현재는 물론이고 질문자의 아버지가

사망할 당시, 배우자 1.5, 자녀들 각 1의 비율입니다. 질문

자께서는 아버지의 유산에 대해 어머니, 동생들과 같이 공

동으로 상속받게 됐고, 질문자의 상속지분은 2/11입니다.

또한 상속등기는 다른 상속인들의 동의가 없어도 상속인

혼자서 할 수 있으므로 질문자께서는 우선 아버지의 유산

에 대해 상속등기를 해두는 것이 좋겠습니다.

한편 상속재산의 분할은 피상속인(망인)의 유언이 있으

면 그 유언에 따르고, 유언이 없으면 상속인들 모두의 협

의에 의하고, 협의가 되지 아니하면 가정법원에 분할을 청

구할 수 있습니다. 질문에 따르면 상속재산의 분할에 대해

질문자의 아버지가 유언을 하지 않았고, 또한 상속인들 사

이에 협의가 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그동안 질문자의

동생들이 자기들끼리 아버지의 재산을 적당하게 나눠 가

졌더라도 그와 관련해 질문자와 협의가 없었으므로 법적

으로 효력이 없습니다. 

질문자께서는 상속재산의 분할에 대해 어머니, 동생들

과 협의되지 않으면 가정법원에 조정 및 심판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는 법원에서 앞으로 제시하는 조정안에

동의할 수 있고, 동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또 법원은

조정이 되지 않으면 상속재산에 대해 상속인들의 상속지

분에 따라서 원칙적으로 현물로 분할하게 될 것이고, 현물

로 분할할 수 없거나 현물분할로 인해 현저히 그 가액이

감손될 염려가 있는 때에는 경매를 통해 상속재산을 매각

해 그 돈을 상속지분에 따라서 분할하게 될 것입니다. 

결국 질문자께서는 아버지의 유산에 대해 우선 상속등

기를 해두고, 그 뒤에도 어머니, 동생들과 상속재산 분할

에 대한 협의가 되지 않으면 법원에 상속재산의 분할에 대

한 조정 및 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속과 
상속재산의 분할

전극수  변호사

제26회 사시합격, 숭실대학교 법대 교수
재부의령군향우회 전 회장
환경문화연합 고문
국제라이온스(355-A지구)법률자문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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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월 24일 전통음식점 원양에서 우

겸 이도찬 9지역 총재지역대표와 함께 9

지역 회장 및 총무, 사무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합동 클럽협의회가 개최됐다. 

이날 우겸 총재지역대표는 참석자들에게

명보 김충석 총재의 2017-18년도 총재

역점사업 및 ‘원 쓰리 전략’에 대해 안내

했다. 

또 총재공식방문 정기 모임에 앞서 각 클

럽의 2017-18년도 회원증강 및 기부 등

각종 중요 목표와 사업계획을 발표하고,

총재공식방문 일정을 조율했다.

9지역 연제구
(총재지역대표 우겸 이도찬)

지역

뉴스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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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영도로타리클럽
(회장 곽경호)

2017-18년도 정기 봉사활동으로 영도 관내
절영종합복지관과 ‘연간 600만 원 지원’ ‘매
월 두 번째 금요일 배식 봉사활동’을 하기로
협약 체결을 했다. 이에 부산영도RC은 지난
7월 14일 첫 번째 배식 봉사활동을 펼쳤다. 후
원금으로 특식을 제공했으며, 회원들이 협찬
한 과일, 떡, 빵 등이 푸짐하게 마련돼 어르신
들이 기뻐했다.

부산에듀온로타리클럽
(회장 김영환)

지난 7월 22일 시청등대광장에서 2017-18회
기 첫 봉사 모임이 개최됐다. 조상희 부회장의
주관으로 개최된 이날 모임에서는 500-600
여 명의 어르신에게 배식 봉사를 하고 후원금
전달식도 가졌다. 폭염경보가 내려진 무더운
날씨였지만, 나눔 봉사 실천에 흘린 땀방울이
무엇보다 값진 시간이었고 보람된 하루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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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지난 8월 2일 삼복더위에 ‘부산연
제로타리클럽과 함께하는 삼계탕 나눔 봉
사’를 실시했다. 이날 연제구 관내 독거
노인 100여 명에게 연산동 소재 진미원
삼계탕(부산연제RC 오승은 회원의 가게)
에서 준비한 삼계탕을 대접했다. 또 착한
떡(부산연제RC 정상철 회원의 가게)에서
어르신들에게 떡을 선물했다.

이날 우겸 이도찬 9지역 총재지역대표도
참석해 금일봉을 전달했으며, 부산연제
RC의 봉사활동을 격려해줘 더욱 뜻 깊은
행사가 됐다.

부산연제로타리클럽
(회장 문혜련)

지난 7월 19일 금강공원 내 음수대(부산연제RC 창립 15
주년 기념 건립)에서 환경정화 캠페인으로 음수대 주변
에 쓰레기를 치우고 잡초를 뽑은 후 식당으로 이동해 석
찬모임을 개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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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여명로타리클럽
(회장 손미자)

지난 7월 5일 부산여명RC 창립 기념식 때
받은 쌀 1,000㎏을 지난 7월 19일 부산 사
하구(구청장 이경훈)에 전달했다.

부산녹산로타리클럽 (회장 최찬수)

지난 7월 23일 사회법인 베데스다원을 방문해 이·미용 봉사활동을 펼쳤다. 이번 봉사활동에는 자원봉사
자 4명과 부산녹산RC 회원들이 함께했으며, 40여 명의 원아 머리를 손질해 주는 멋드림 봉사를 했다. 매
월 실시하는 이·미용 봉사활동에 자원봉사자들과 여러 클럽 회원들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부산낙동로타리클럽
(회장 이윤호)

지난 8월 8일 사상치과(괘법동 소재)를 운영하는 일우
임진규 전 회장과 눈시원안과(부산진구 범천동 소재)
이현석 원장이 취약계층의 의료지원을 위해 사상구청
(구청장 송숙희)과 협력한다. 이를 통해 사상구 관내 저
소득층 어르신 등 취약계층에게 틀니 시술과 백내장
수술을 지원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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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동남로타리클럽 (회장 강정원)
지난 6월 29일 서면 골든뷰 뷔페에서 창
립 36주년 기념 행사와 회장 및 이사·
임원 이·취임식이 함께 개최됐다.

부산신해운대로타리클럽
(회장 심용섭) 지난 7월 4일 해운대
마리나 블루 키친에서 창립 25주년
기념 행사 및 제25-26대 회장 및 이
사·임원 이·취임식이 개최됐다. 또
한 지난 8월 8일 해운대 그랜드호텔
1층 그랜드 테이블에서 정기모임이
열렸다. 이날 모임에서는 김태범 신
입회원의 입회와 함께 8월 생일, 7월
100% 개참 회원에게 축하를 전하는
행사를 열었다. 또 회원 상생 네트워
크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교육을 실시
해 함께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하고 이
용 방법을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다.
이용 실적 우수클럽과 우수회원의 시
상 내용을 알렸으며, 지구와 클럽, 회
원 간 win-win 전략을 도모하기 위

해 상생 앱을 더욱 활성화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했다.

부산구포로타리클럽 (회장 고광국) 지난 6월 22일 사상 파라곤호텔에서 제22-23대 회장 및 이사·임원 이·
취임식 행사가 열렸다. 이날 행사는 조일 김봉수 전 총재, 태암 문철환 6지역 총재지역대표 등 지구 임원과 자매클
럽인 RI 3710지구 광주신세기RC 회우, 6지역 클럽 회원들을 내빈으로 초대한 가운데 거행됐다.
부산구포RC 역대 회장들이 이사 및 임원으로 구성된 2017-18회기 임원진의 발전과 화합을 다짐했으며 ‘우정은 뜨
겁게, 봉사는 따뜻하게’라는 회장 표어로 모두가 하나가 되는 시간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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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미남로타리클럽 (회장 김달영) 지난 7월 11일
아시아드 볼링장에서 신입회원 환영 겸 7월 문화 친선
정기모임이 개최됐다.

부산금정로타리클럽 (회장 김인규) 2017-18년도 첫 번
째 정기모임이 지난 7월 5일 해암뷔페에서 개최됐다. 이날
모임에서는 2017-18년도 신입회원들에게 부산금정RC 30
주년 기념 책자와 기념품을 전달했으며, 각 신입회원의 로
타리 입회 동기 및 로타리안으로서의 각오를 듣는 시간을
가졌다.
또 등산, 바둑, 골프 동호회에 각각 클럽 지원금을 전달하
는 순서를 가졌다. 회원들은 가포 김인규 회장의

“R·R·R(로타리로 하나! 로타리로 변화! 로타리로 봉사!)”
라는 표어처럼 로타리로 하나되고, 변화되고, 봉사하는 금
정이 되길 기원했다.
또한, 지난 7월 19일 해암뷔페에서 가포 회장, 금령 박정순
차기 회장, 김선택 부회장의 주관으로 7월 두 번째 야간 정
기모임이 개최됐다. 이날은 부인회인 목련회도 함께했다.
지난 7월 26일에는 부산금정RC 사무국에서 대송 이근철
전 총재를 초청해 2017-18년도 신입회원 오리엔테이션을
열었다.
탁봉 이근대 지구기획위원장은 로타리 이념 및 역사, 재단
기부, 명보 김충석 총재의 ‘원 쓰리 전략’에 대해 교육했으
며, 대송 전 총재와 우겸 이도찬 9지역 총재지역대표는 격
려사를 전했다. 
특히 이날 대송 전 총재는 ‘수신제가치국평천하’ ‘진인사
대천명’ ‘일체유심조’ 이 세 가지를 마음에 새겨 봉사를 실
천하라고 말했으며, 독도참가자미집에서 맛있는 저녁을 협
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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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연산로타리클럽 (회장 조성기) 2017-18년도 7월
첫 주회가 지난 7월 12일 해암뷔페 10층에서 무용 조성기
회장의 타종으로 개최됐다. 지난 6월에 입회한 신입회원의
인사와 PHF 2구좌 기부 등의 소식으로 올 회기 부산연산
RC의 힘찬 첫 출발을 알렸다.
무용 회장은 지난 7월 10일 열린 제1회 총재지역대표 및 회
장단 회의에서 발표한 올 회기 총재 명보 김충석 총재의
공지사항을 전했다. 또 신입회원에게 봉사활동, 연회비 납
부를 요청했으며, 주변의 좋은 인연들을 부산연산RC의 신
입회원으로 영입해줄 것을 부탁했다.

부산서북로타리클럽 (회장 이성호) 지난 7월 11일 사
상 파라곤 호텔에서 2017-18년도 첫 정기모임을 개최하고,
북부교육지원청의 이영수 연사를 초청해 ‘행복 너머 삶에
대한 현문우답’을 주제로 봉사에 관한 강연을 들으며 진정
한 봉사의 의미를 재조명해보는 시간을 가졌다. 특히 지난
이·취임식 봉사 사업인 ‘꿈 장학금 500만 원’에 대해 자
세하게 설명하면서 올 회기 회장 표어인 ‘변화로 성장하는
서북’을 되새기는 시간을 가졌다.

부산대양로타리클럽 (회장 유희국) 
지난 7월 26일 서면 골든뷰 뷔페에서 가경 김
실곤 11지역 총재지역대표를 초청한 가운데
제1차 클럽협의회가 개최됐다. 이날 협의회에
서는 박상희 클럽관리위원장이 사회를 맡았
으며, 5대봉사위원회 사업방침 및 계획 발표
에 이어 회원 질의응답으로 유익한 시간을 가
졌다. 가경 총재지역대표는 강평을 통해 로타
리 이념 실천에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모습을
보니 역시 명품클럽으로서 손색이 없고, 앞으
로 더 나은 변화로 세계적인 클럽으로 도약하
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후 노변회 개최로 회
원들 간에 선의와 우정을 다지는 뜻 깊은 시
간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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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코러스로타리클럽

도란 김정순 부산코러스RC 전 회장의 부군인 도민홍 단장이 이끄는 행복한 실내악단이 지난 7월 27일 기장 정관읍 행복
한교회에서 부산코러스RC(회장 김미경) 회원을 비롯해 3661지구 로타리안들, 오규석 기장군수와 김대군 군의회 의장, 정
관군민 등 다수를 초청한 가운데 ‘정관시민을 위한 행복한 음악회’를 열어 아름다운 선율의 오케스트라 공연을 펼쳤다.
이번 음악회에서 도란 전 회장은 악단에서 오르간을 연주했다. 악단은 음악회를 통해 재능 봉사를 함으로써 지역 문화예
술을 발전시키고, 군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목적을 갖고 개최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날 김대군 군의회 의장이 축사를 전했고 오규석 기장군수는 큰절로 인사말을 대신했다. 악단은 ‘넬라 판타지아’ ‘도레
미송’ ‘라 쿰파르시타’ 등을 합주했으며 조삼열 테너가 독창을, 엄정경 피아니스트와 김일양 바이올리니스트가 독주를 선
보였다. 마지막으로 페도라 솔리스트 앙상블이 헨델의 메시아 중 ‘할렐루야’를 연주하면서 모두 일어서서 따라부르는 흥
겨운 시간을 가졌다. 부산코러스RC 회원들도 음악회에서 합창을 해 많은 박수를 받았다.
도란 전 회장은 “많은 관객들로부터 앵콜을 받는 음악회의 연주자가 돼 가슴 벅찬 행복감이 들었고, 아직도 심장이 뛴다”
며 “수년 간 부산코러스RC의 오케스트라를 회원들과 함께 잘 다듬어왔다. 앞으로 지역을 넘어 대한민국과 세계를 무대
로, 문화를 공유하고 봉사하는 로타리안이 되고 싶다”고 말했다. 부산코러스RC 회원들은 행사 참석자들에게 그간 숙련된
다도 솜씨도 선보여 더욱 풍성한 음악회를 만들었다. 
한편, 부산코러스RC은 2012년경 정관에서 활약하던 음악단체로, 대송 이근철 전 총재의 권유를 받아 2014년에 로타리클
럽으로 창립됐다. 주회와 함께 매주 러시아 이주민을 대상으로 한국의 문화, 요리, 다도, 체조 등 다양한 수업을 통해 재
능 봉사를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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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클럽 Club News

부산금정로타리클럽 (회장 김인규) 부산금정RC 제33대 회장을 역임한 故 우광 김태곤 전 회장이 지난 8
월 7일 오후 1시 1분에 별세했다. 8월 9일 오전 7시 30분에 부산 좋은강안병원에서 故 우광 전 회장의 영결식
이 부산금정로타리클럽장으로 치러졌으며, 바쁜 와중에도 명보 김충석 총재를 비롯한 많은 로타리안들이 참석
해 고인의 명복을 빌었다. 그의 유해는 창원공원 묘원에 봉안됐다. 

알립니다

2017-18년도 취임식에서 명보 김충석 총재에게 주암 최정봉 스튜어트십위원장(부산새서면RC) 외 일공일일동기회
일동이 행운의 열쇠(순금 10돈)를 전달하였습니다.

정정합니다

※ 2017. 제1호 11p 사진의 캡션을 바로잡습니다. 
부산시의회 의장 배종현 → 부산시의회 의장 백종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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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동정

중보 서정의 전 총재 (부산RC)

장덕 백낙효 전 회장
(부산광복RC)

중보 서정의 전 총재가 자서전 <수성천의 물길따라>를 펴냈
다. 중보 전 총재의 자서전에는 출생과 학창시절, 직장생활,
사업, 로타리클럽과 기타 단체에서 활동한 이야기들이 실렸고
책 말미에는 로타리클럽 연설문, 언론 기고문 등을 담았다. 

특히 국제로타리 3660지구 제44대 총재로 취임한 중보 전
총재가 ‘마음의 봉사! 행동으로 옮기자!’라는 캐치프레이즈를
내걸고 복지원 중심의 의료봉사사업, 무료급식 지원, 다문화
가정 및 결식아동 돕기 등 인도주의적인 봉사 사업을 펼친 이
야기가 인상적이다. 그는 “총재로 보낸 1년은 일생에서 가장
보람 있는 해였다”며 “로타리를 통한 봉사는 그늘진 세상을
밝히는 소중한 체험이 됐다고 생각한다. 앞으로도 마음의 봉
사를 실천으로 옮기는 삶을 살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그는 1945년 대구 수성천 변의 농촌에서 나고 자랐으
며 대구상고를 졸업했다. 1964년에 물류 분야에서 손꼽히는
기업 중 하나인 대한통운에 높은 경쟁률을 뚫고 입사하면서
부산에서 생활하기 시작했다. 이후 한국아마추어무선연맹 부
산지부장, 한국보이스카우트 부산연맹 이사, 국제로타리
3660지구 총재 등을 역임하고 지속적으로 초아의 봉사를 실
천하고 있다.

지난 8월 8일 해운대 K갤러리에서 개관 기
념 행사로 펼쳐진 한국 원로작가 18인 ‘열매’
전에, 부산광복RC의 장덕 백낙효 전 회장이 그
의 서양화 작품 <꽃병>(2011) 1점을 출품했다.

해운대 K갤러리는 거해 김기자 부산해운대
마린RC 전 회장이 관장으로 재임 중인 곳으로,
이번 작가전은 평생을 부산에서 꾸준히 활동하
며 부산 미술 발전에 기여한 만 65세 이상의 원
로작가들이 참여했다.

한편, 장덕 전 회장은 현재 한국미협, 부산미
협에서 활동하고 있으며, 청조회 부산지부장,
열매회 사무국장, 구인전회 사무국장, 동구예
술인협회 회장을 재임하고 있다.



(재)로타리부산제주지구재단 클럽별 나눔의 인 현황 (2017. 07. 31 현재)

클럽명 기부자 나눔의 인 클럽명 기부자 나눔의 인 클럽명 기부자 나눔의 인

강서

광복

구포

금정

낙동

남천

녹산

강신환
문용기
조문수
광 복
노증현
금 정
이근철
김봉수
김인석
장만영
오형근
강영순
구봉회
구차진
김성용
김진보
신병탁

1구좌
1구좌
2구좌
1구좌
1구좌
5구좌
10구좌
2구좌
2구좌
1구좌
1구좌
1구좌
1구좌
4구좌
1구좌
1구좌
1구좌

녹산

대양

동가련

동래

무궁화

범일

부산

부일
사하

하동곤
황 준
녹 산
허영도
동가련
조창제
김 균
김지원
김태광
윤홍주
이원우
무궁화
김채곤
서정의
신한춘
이기삼
강정부

1구좌
4구좌
3구좌
2구좌
1구좌
1구좌
3구좌
1구좌
3구좌
3구좌
2구좌
2구좌
3구좌
2구좌
1구좌
2구좌
1구좌

새부산
새서면

소산

신부산
에듀온

에이스

연산
영도
자성대
제일
충렬
해동
해양

해운대신도시

이철훈
남상우
이 혁
소 산
신부산
에듀온
김형두
에이스
연 산
영 도
변순영
제 일
김영준
김충석
배한진
서종범

10구좌
2구좌
1구좌
3구좌
2구좌
3구좌
2구좌
1구좌
1구좌
5구좌
1구좌
1구좌
1구좌
3구좌
1구좌
6구좌
1구좌

참여와 나눔
since 2008.11.25

MONTHLY NEWS OF THE ROTARY BUSAN JEJU DISTRICT FOUNDATION

http://cafe.naver.com/3660f(재)로타리부산제주지구재단

기타(한샘)

(재)로타리부산제주지구재단 클럽별 기부금 누적 순위 (2017. 07. 31 현재)

1
2
3
4
5
6
7
8
9
10
11

16
17
18

12

녹산
금정
무궁화
새부산

해운대신도시
낙동
영도
소산
광복
에이스
해동
동래
범일
부산
에듀온
동가련
대양
부일

178,800,000
153,600,000
120,000,000
103,900,000
60,000,000
51,000,000
50,000,000
40,900,000
40,800,000
38,600,000
31,900,000
30,400,000
30,000,000
30,000,000
30,000,000
30,000,000
29,800,000
20,000,000

18

21
22
23
24
25
26

30
31
32
33
34
35
36

새서면
신부산
구포
성지
사하
자성대
충렬
강서
남천
연산
제일
홍익
로터스
남부산
북부산
장미
오륙도
을숙도

20,000,000
20,000,000
18,300,000
15,300,000
14,900,000
12,000,000
12,000,000
10,600,000
10,000,000
10,000,000
10,000,000
6,000,000
5,300,000
5,000,000
3,200,000
2,000,000
1,500,000
900,000

순위 클럽명 기부금액 순위 클럽명 기부금액 순위 클럽명 기부금액
37
38

1
2
3
4
5
6
7
8
9
10

기장
부성

한샘
신남포
금잔디
부산항
코레자
모정
오륜
금샘
부경
초아

600,000
500,000

1,247,800,000

10,000,000
5,000,000
3,800,000
1,800,000
1,200,000
1,000,000
600,000
300,000
100,000
100,000
300,000

24,200,000
1,272,000,000

순위

소   계

기   타
소   계
총   계

클럽명 기부금액

27

폐지 클럽 외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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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로타리부산제주지구재단에서는 매년도 4월 30일과 10월 31일을 기준으로 개인회원과 클럽의 기부금을 합산하여
나눔의 인 장학금 지급을 결정한다.

(재)로타리부산제주지구재단 현금자산 예치현황 (2017. 07. 31 현재)

(재)로타리부산제주지구재단 장학금 지급일 기산일 안내

2017제86호
MONTHLY NEWS OF THE ROTARY BUSAN

JEJU DISTRICT FOUNDATION

KR재단과 지구재단의 장학금 비교

기부 출연 금액 KR재단 장학금
(3천만원당 6.7%)

지구재단 장학금
(금액별 차등지급)

1000만원
2000만원
3000만원
4000만원
5000만원
6000만원

-　
100만원
200만원
200만원
200만원
400만원

6%
6%
6%
6%
6%
5%

60만원
120만원
180만원
240만원
300만원
350만원

기부 출연 금액 KR재단 장학금
(3천만원당 6.7%)

지구재단 장학금
(금액별 차등지급)

7000만원
8000만원
9000만원

1억
1억 1천만원

400만원
400만원
600만원
600만원
600만원　

기부금의 120%까지 지급

5%
5%
5%
5%
4%

400만원
450만원
500만원
550만원
590만원　

(재)로타리부산제주지구재단 장학금 배정 안내

지구재단 장학금은 2014년 10월 31일까지 나눔의 인 1구좌를 달성 시 장학금을 배정하고, 2014년 11월 1일 이후에는 나눔의 인 2구좌
달성 시 장학금을 배정하기로 하며, 장학생 지명권은 나눔의 인 기부주체에게 있다.  금액별 장학금 배정율은 아래와 같다.

기부금액
누적  10,000,000원 ~  50,000,000원
누적  20,000,000원 ~  50,000,000원
누적  60,000,000원 ~ 100,000,000원
누적 110,000,000원 ~ 200,000,000원

누적 210,000,000원 이상

구좌수
1구좌 ~ 5구좌
2구좌 ~ 5구좌
6구좌 ~ 10구좌
11구좌 ~ 20구좌

21구좌 이상

장학금 배정률
6%
6%
5%
4%
3%

비고
14년 10월 31일 까지

14년 11월 1일 이후부터

예치은행명 예금액 이자율 만기일 세후월이자액 예치은행명 예금액 이자율 만기일 세후월이자액
(재)로타리부산제주지구재단 예금 리스트

71,560,700
49,900,000
40,000,000
49,500,000
29,800,000
25,000,000
20,100,000
90,000,000

1.18%
2.20%
2.20%
2.20%
1.90%
2.10%
2.10%
1.90%

2018.10.27
2017.09.22
2018.05.20
2018.08.30
2018.09.19
2018.10.27
2018.10.28
2018.11.03

만기시 지급 
77,403
62,053
76,774
39,923
37,020
29,765
120,560

고려저축은행
농협 저축보험

삼성생명 저축보험
재단기탁통장 부산은행
기본재산 예금합계
장학금 지급 준비금

및 업무경비
지구재단 현금자산 합계

49,000,000
100,000,000
100,000,000
90,431,691
715,292,391

42,378,289

757,670,680

2.00%

0% 

2019.05.20
2026.04.18
2024.07.14

69,096

-
512,594

대구은행
흥국저축은행
대신저축은행

부산HK저축은행
IBK저축은행
BNK저축은행
IBK저축은행

수협

출연재산운용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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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예의 인 ★
(1억 이상 기부한 분을
영예의 인에 칭함)

산촌 이철훈 대송 이근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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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8년도

신입회원영입유공회원(2017.7.1~7.31)

신입회원 9명 영입

김 인 규 (가포)
부산금정RC

신입회원 : 황종해, 공영일
전찬일 外 6인

신입회원 9명 영입

이 영 환 (백상)
부산새서면RC

신입회원 : 김주현, 황태송
김영수 外 6인

신입회원 6명 영입

감 은 근 (범성)
해운대신도시RC

신입회원 : 김승일, 박근
조여현 外 3인

신입회원 5명 영입

이 상 원 (석대)
부산해동RC

신입회원 : 박진국, 최인수
노송훈 外 2인

신입회원 5명 영입

홍 진 웅 (원경)
부산충렬RC

신입회원 : 박상호, 한정우
임태영 外 2인

신입회원 4명 영입

윤 성 용 (해일)
부산진RC

신입회원 : 오상준, 김경철
오광정, 이동재

신입회원 3명 영입

권 혜 주 (수천)
부산수련RC

신입회원 : 김수미, 오영자
정유란

신입회원 3명 영입

김 달 영 (현산)
부산미남RC

신입회원 : 박용기, 박정원
김상림

신입회원 3명 영입

김 분 선 (태림)
부산로터스RC

신입회원 : 박숙향, 이혜숙
박미정

신입회원 3명 영입

김 순 기 (미소)
부산수정RC

신입회원 : 박정화, 김지영
최보민

신입회원 3명 영입

문 혜 련 (유솜)
부산연제RC

신입회원 : 남병칠, 최우호
윤병재

신입회원 3명 영입

배 종 수 (우주)
부산서북RC

신입회원 : 정일영, 조현욱
이충훈

신입회원 3명 영입

신 연 자 (초심)
부산신화RC

신입회원 : 조정분, 선숙자
신민서

신입회원 3명 영입

이 승 아 (하랑)
부산오성RC

신입회원 : 김은경, 김경아
전서영

신입회원 3명 영입

이 태 희 (청하)
북부산RC

신입회원 : 이영환, 전명식
차영기

신입회원 영입 유공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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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입회원 영입 유공회원 

신입회원 1명 영입

임 양 희 (인경)
부산금정RC

신입회원 : 정영자

신입회원 3명 영입

정 태 율 (운해)
해운대신도시RC

신입회원 : 김성한, 정종근
이건훈

신입회원 2명 영입

김 경 희 (청담)
부산매화RC

신입회원 : 최경운, 배경희

신입회원 2명 영입

김 진 필 (해커)
부산광복RC

신입회원 : 배태건, 김종훈

신입회원 2명 영입

박 정 태 (무아)
부산제일RC

신입회원 : 오영일, 한동휘

신입회원 2명 영입

박 준 호 (범헌)
해운대신도시RC

신입회원 : 주연철, 주창근

신입회원 2명 영입

안 인 홍
부산금정RC

신입회원 : 김영수, 정성목

신입회원 2명 영입

양 희 선 (금산)
부산가람RC

신입회원 : 김대현, 양재성

신입회원 2명 영입

이 경 근 (록산)
부산기장RC

신입회원 : 권주, 서해준

신입회원 2명 영입

이 근 철 (대송)
부산금정RC

신입회원 : 김영일, 박동곤

신입회원 2명 영입

이 도 찬 (우겸)
부산금정RC

신입회원 : 송준부, 김경표

신입회원 2명 영입

이 승 훈 (태백)
부산구포RC

신입회원 : 박준흥, 김지석

신입회원 2명 영입

이 이 자 (수덕)
부산수정RC

신입회원 : 조경희, 김민숙

신입회원 1명 영입

고 광 국 (한빛)
부산구포RC

신입회원 : 김병준

신입회원 1명 영입

고 서 원 (들메)
부산오성RC

신입회원 : 이승아

신입회원 1명 영입

권 영 태 (유만)
해운대신도시RC

신입회원 : 이현우

신입회원 1명 영입

김 경 찬 (소호)
부산에듀온RC

신입회원 : 김규복

신입회원 1명 영입

김 명 자 (해촌)
부산신화RC

신입회원 : 황지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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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입회원 1명 영입

김 선 택
부산금정RC

신입회원 : 최순웅

신입회원 1명 영입

김 실 곤 (가경)
부산백양RC

신입회원 : 이용선

신입회원 1명 영입

김 익 현 (청파)
부산청솔RC

신입회원 : 김치곤

신입회원 1명 영입

김 정 섭 (송암)
부산강서RC

신입회원 : 서성관

신입회원 1명 영입

김 종 법 (운정)
부산신화RC

신입회원 : 김윤희

신입회원 1명 영입

김 지 혁 (도연)
부산새서면RC

신입회원 : 김대명

신입회원 1명 영입

김 태 영 (수초)
부산서북RC

신입회원 : 기근도

신입회원 1명 영입

김 한 지 (호관)
부산미남RC

신입회원 : 김종원

신입회원 1명 영입

김 현 철 (민재)
부산금정RC

신입회원 : 신미숙

신입회원 1명 영입

노 미 옥 (혜경)
부산로터스RC

신입회원 : 김희선

신입회원 1명 영입

문 철 환 (태암)
새부산RC

신입회원 : 이래춘

신입회원 1명 영입

박 국 섭 (지산)
부산구포RC

신입회원 : 강세민

신입회원 1명 영입

박 동 기 (백마강)
부산영도RC

신입회원 : 장희승

신입회원 1명 영입

박 만 진 (옥해)
새부산RC

신입회원 : 방극준

신입회원 1명 영입

박 문 수
신해운대RC

신입회원 : 손준영

신입회원 1명 영입

박 상 용 (배성)
부산서북RC

신입회원 : 양재성

신입회원 1명 영입

박 종 국 (현우)
부산에듀온RC

신입회원 : 이성근

신입회원 1명 영입

성 영 기 (건우)
부산영도RC

신입회원 : 이동진

신입회원 영입 유공회원 

신입회원 1명 영입

손 내 선 (경파)
부산기장RC

신입회원 : 김영수

신입회원 1명 영입

안 미 향
부산연제RC

신입회원 : 황지원

신입회원 1명 영입

유 희 국 (송산)
부산대양RC

신입회원 : 조종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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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입회원 영입 유공회원 

신입회원 1명 영입

윤 성 원 (해산)
부산신해운대RC

신입회원 : 안재천

신입회원 1명 영입

윤 정 애 (선오)
부산수련RC

신입회원 : 김희정

신입회원 1명 영입

이 기 용 (고당)
부산신화RC

신입회원 : 최영료

신입회원 1명 영입

이 만 호 (동현)
부산광복RC

신입회원 : 최진락

신입회원 1명 영입

이 상 권 (금송)
북부산RC

신입회원 : 노길우

신입회원 1명 영입

이 성 호 (여송)
부산서북RC

신입회원 : 정두권

신입회원 1명 영입

이 용 석 (보현)
부산홍익RC

신입회원 : 김무수

신입회원 1명 영입

이 은 주 (운현)
부산매화RC

신입회원 : 우자경

신입회원 1명 영입

이 종 연 (초언)
부산수련RC

신입회원 : 김미정

신입회원 1명 영입

이 창 우 (성지)
부산충렬RC

신입회원 : 신무정

신입회원 1명 영입

이 한 진 (명재)
부산강서RC

신입회원 : 한만권

신입회원 1명 영입

장 주 덕 (은혁)
부산해동RC

신입회원 : 김희호

신입회원 1명 영입

정 상 원
부산미남RC

신입회원 : 정운찬

신입회원 1명 영입

조 명 화 (예스)
부산수정RC

신입회원 : 양희정

신입회원 1명 영입

조 성 기 (무용)
부산연산RC

신입회원 : 강영민

신입회원 1명 영입

조 희 섭
부산대양RC

신입회원 : 김성원

신입회원 1명 영입

최 현 돌 (문암)
부산기장RC

신입회원 : 김진환

신입회원 1명 영입

한 승 철 (덕우)
부산진RC

신입회원 : 임제훈

신입회원 1명 영입

황 문 일
부산에듀온RC

신입회원 : 임상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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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F+8

김  균
부산동래RC

기부액 : $ 10,000

기부 유공회원

2017-18년도

로타리재단기부유공회원(2017.7.1~7.31)

PHF+8

김 인 석
부산낙동RC

기부액 : $ 3,000

PHF+8

김 봉 수
부산낙동RC

기부액 : $ 1,100

PHF+8

조 영 환
부산부전RC

기부액 : $ 1,100

PHF+8

서 영 수
부산RC

기부액 : $ 1,000

PHF+8

노 용 훈
부산구덕RC

기부액 : $ 1,000

PHF+8

정 만 수
부산구포RC

기부액 : $ 1,000

PHF+8

최 명 종
부산구포RC

기부액 : $ 1,000

PHF+8

김 병 우
부산낙동RC

기부액 : $ 1,000

Level I

조 문 수
부산광복RC

기부액 : $ 1,000
누  계 : $ 10,050

Level I 

정 명 학
부산낙동RC

기부액 : $ 1,000
누  계 : $ 10,000

Level I 

정 영 훈
부산강서RC

기부액 : $ 1,000
누  계 : $ 10,400

Level II 

故 한기승
부산부일RC

기부액 : $ 10,000
누  계 : $ 25,692

Level II 

이 유 억
부산홍익RC

기부액 : $ 10,000
누  계 : $ 28,300

7월 고액기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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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F+8

김 영 구
부산낙동RC

기부액 : $ 1,000

PHF+8

허 용 진
부산낙동RC

기부액 : $ 1,000

PHF+8

구 차 진
부산녹산RC

기부액 : $ 1,000

PHF+8

윤 영 선
부산충렬RC

기부액 : $ 1,000

PHF+6

천 휘 철
부산홍익RC

기부액 : $ 1,000

PHF+5

정 한 성
부산강서RC

기부액 : $ 1,000

기부 유공회원

PHF+5

송 경 호
부산구덕RC

기부액 : $ 1,000

PHF+5

한 원 수
부산서남RC

기부액 : $ 1,000

PHF+5

이 상 규
부산제일RC

기부액 : $ 1,000

PHF+4

강 영 진
부산낙동RC

기부액 : $ 1,100

PHF+4

김 진 호
부산낙동RC

기부액 : $ 1,100

PHF+4

서 광 설
부산금정RC

기부액 : $ 1,000

PHF+4

김 영 환
부산에듀온RC

기부액 : $ 1,000

PHF+4

강 병 록
부산연산RC

기부액 : $ 1,000

PHF+4

장 기 영
부산충렬RC

기부액 : $ 1,000

PHF+3

김 인 규
부산금정RC

기부액 : $ 1,100

PHF+3

김 병 수
부산동래RC

기부액 : $ 1,000

PHF+3

김 전 교
부산부전RC

기부액 : $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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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 유공회원

PHF+3

허 재 구
부산제일RC

기부액 : $ 1,000

PHF+2

고 형 문
부산강서RC

기부액 : $ 1,000

PHF+2

곽 영 호
부산구덕RC

기부액 : $ 1,000

PHF+2

박 회 옥
부산에듀온RC

기부액 : $ 1,000

PHF+2
김 현 진
부산충렬RC

기부액 : $ 1,000

PHF+2

홍 진 웅
부산충렬RC

기부액 : $ 1,000

PHF+2

정 태 율
해운대신도시RC

기부액 : $ 1,000

PHF+1

하 만 생
부산광복RC

기부액 : $ 1,000

PHF+1

박 성 백
부산구덕RC

기부액 : $ 1,000

PHF+1

이 성 용
부산구덕RC

기부액 : $ 1,000

PHF+1

이 윤 호
부산낙동RC

기부액 : $ 1,000

PHF+1

이 성 호
부산서북RC

기부액 : $ 1,000

PHF+1

이 희 찬
부산충렬RC

기부액 : $ 1,000

PHF+1

천 성 규
부산충렬RC

기부액 : $ 1,000

PHF+1

장 석 용
부산해동RC

기부액 : $ 1,000

PHF+1

이 기 락
북부산RC

기부액 : $ 1,000

PHF

서 동 균
부산RC

기부액 : $ 1,000

PHF

구 천 회
부산금정RC

기부액 : $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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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F

이 주 환
부산대양RC

기부액 : $ 1,000

PHF

조 철 민
부산새오륜RC

기부액 : $ 1,000

PHF

조 성 기
부산연산RC

기부액 : $ 1,000

PHF

김 석 현
부산충렬RC

기부액 : $ 1,000

PHF

김 원 묵
부산충렬RC

기부액 : $ 1,000

PHF

박 군 배
부산충렬RC

기부액 : $ 1,000

PHF

이 정 석
부산충렬RC

기부액 : $ 1,000

PHF

정 태 선
부산충렬RC

기부액 : $ 1,000

기부 유공회원

기부실적 클럽 기부자 연차기부 기부실적 클럽 기부자 연차기부
PHF+8
PHF+8
PHF+8
PHF+8
PHF+8
PHF+8
PHF+7
PHF+6
PHF+4
PHF+4
PHF+4
PHF+3
PHF+3
PHF+3
PHF+3
PHF+2
PHF+2
PHF+1
PHF+1
PHF+1
PHF
PHF
PHF

부산강서
부산낙동
부산강서
부산낙동
부산낙동
부산홍익
부산강서
부산새서면
부산강서
부산부전
부산에듀온
부산강서
부산강서
부산강서
부산을숙도
부산강서
부산에듀온
부산금정
부산낙동
부산에듀온
부산강서
부산

부산강서

강신환
김병우
이이근
김인석
허용진
이유억
박기봉
이영환
서상일
손병락
임숙연
김기진
박영민
임종식
김용혁
고형문
김서희
박병덕
주도익
이자현
김  훈
장정구
김성환

$200.00
$200.00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200.00
$100.00
$100.00

PHF
PHF
PHF
PHF
RFSM
RFSM
RFSM
RFSM
RFSM
RFSM
RFSM
RFSM
RFSM
RFSM
RFSM
RFSM
RFSM
RFSM
RFSM

부산강서
부산낙동
부산서남
북부산
부산구포
부산강서
부산강서
부산강서
부산낙동
부산낙동
부산낙동
부산낙동
부산낙동
부산동가련
부산서남
부산에듀온
부산에듀온
부산에듀온
새부산

부산교육

이한진
박호석
구재곤
이태희
조길수
김수창
유훈식
한만권
손상호
윤창우
전계석
조의제
최성원
정형모
정봉균
김규복
이성근
임상구
조영돌

윤혜지

$100.00
$100.00
$100.00
$100.00
$200.00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25.00
Areas of Focus-

Peace and conflict
prevention 

(RFS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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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 유공회원

나눔의 인

조 창 제
부산동가련RC

100만원 기부
누계 : 1,100만원

기부의 인

이 유 억
부산홍익RC

10만원 기부
누계 : 540만원

기부의 인

이 수 영
부산구포RC

100만원 기부
누계 : 450만원

기부의 인

박 태 종
개인회원

200만원 기부
누계 : 200만원

기부의 인

김 인 규
부산금정RC

100만원 기부
누계 : 210만원

참여의 인

배 동 현
부산강서RC

20만원 기부
누계 : 20만원

기부의 인

이 도 찬
부산금정RC

200만원 기부
누계 : 500만원

2017-18년도

지구재단기부유공회원 (2017.7.1~7.31)

2017-18년도

KR재단기부유공회원 (2017.7.1~7.31)

관명장학의 인

이 유 억
부산홍익RC

기부액 : 30만원
누  계 : 3,630만원

관명장학의 인
김 인 석
부산낙동RC

기부액 : 2,340만원
누  계 : 3,000만원

봉사의 인

허 용 진
부산낙동RC

기부액 : 30만원
누  계 : 240만원

봉사의 인

강 형 규
부산구덕RC

기부액 : 90만원
누  계 : 180만원

봉사의 인

정 명 학
부산낙동RC

기부액 : 30만원
누  계 : 60만원

봉사의 인

권 명 재
부산구포RC

기부액 : 30만원
누  계 : 6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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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8년도

국제로타리 3661지구 지역별 클럽현황
(2017.7.1~7.31)

지역별 클럽현황

1. RI 데이터베이스 회원수는 RI 온라인 업무 (www.rotary.org)를 통해 실시간으로 보고, 수정하실 수 있습니다.
클럽의 회장, 총무, 사무장님들께서는 RI 온라인 업무를 통해 클럽 관리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2. 각 클럽의 월례 보고서와 각 재단에서 받은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됐습니다.
3. 출석률이 공란인 클럽은 7월 월례보고 미제출 클럽입니다.

N
O

지역
총재
지역
대표

클럽명 회장명
7월 

출석률
(%)

회원수 재단기부

RI 7/1 7월말 남성 여성 증감 RI재단
(단위:$)

KR재단
(만원)

지구재단
(만원)

1

1지역
(중구)

하
만
생

부산 장정구 53 38 38 38 0 2,100
2 부산광복 조영우 90 35 38 38 3 2,000
3 부산사하 정상길 16 16 16 0

4 부산소산 방수근 85 15 15 15 0

5 부산다림 신종은 14 14 14 0

6 부산다솜 이성문 85 14 14 14 0

7 부산친구 박형우 100 40 40 23 17 0

8

2지역
(남구
영도구)

손
명
찬

남부산 김성우 73 22 22 22 0
9 부산영도 곽경호 64 45 47 47 2
10 부산구덕 이성용 80 43 43 43 0 5,000 90
11 부산남천 문태경 60 48 48 48 0
12 부산수정 이이자 80 23 28 28 5

13

3지역
(수영구)

조
철
민

동부산 전환수 10 10 10 0
14 부산온천 김갑영 76 40 40 40 0
15 부산미남 김달영 95 36 41 37 4 5
16 부산충렬 홍진웅 95 53 59 59 6 11,000
17 자성대 최은숙 100 36 36 36 0
18 부산제일 박정태 31 30 30 -1 2,000
19 부산새오륜 김형봉 65 65 65 0 1,000
20 부산신오륜 신상현 32 32 32 0

21 부산센텀 김지혜 22 22 7 15 0

22 부산금련 이정희 26 26 26 0

23

4지역
(부산진구)

김
윤
호

북부산 이태희 100 32 35 35 3 1,100
24 부산부전 김전교 100 75 75 75 0 2,200
25 부산부일 강병남 88 37 37 37 0 10,000
26 부산코로아 강승식 80 14 14 14 0

27 부산부성 신종익 90 8 8 8 0

28 부산수련 윤정애 85 23 29 29 6

29

5지역
(동구)

이
희
복

중부산 이진우 18 18 18 0

30 부산동남 강정원 90 20 20 17 3 0
31 부산오륙도 박풍자 11 11 11 0
32 부산범일 성효남 75 25 32 12 20 7
33 신부산 김상화 100 24 23 11 12 -1
34 부산교육 정석수 15 15 10 5 0 25
35 부산글로벌e 주귀란 9 9 9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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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
O

지역
총재
지역
대표

클럽명 회장명
7월 

출석률
(%)

회원수 재단기부

RI 7/1 7월말 남성 여성 증감 RI재단
(단위:$)

KR재단
(만원)

지구재단
(만원)

36

6지역
(강서구
북구)

문
철
환

부산서북 이성호 100 29 35 35 6 1,000
37 새부산 홍창수 100 32 33 33 1 100
38 부산낙동 이윤호 100 48 46 46 -2 12,400 2,400
39 부산구포 고광국 92 37 41 41 4 2,200 30 100
40 부산오성 최선희 97 19 21 21 2
41 부산홍익 천휘철 100 24 25 25 1 11,100 30 10
42 부산강서 김기진 100 40 42 42 2 4,600 20
43

7지역
(부산진구)

노
재
현

서부산 안윤수 12 12 12 0
44 부산진 오창익 91 23 28 28 5
45 부산서면 이용전 20 20 19 1 0
46 부산남산 조승희 21 21 12 9 0
47 부산동가련 정형모 90 15 16 15 1 1 100 100
48 부산새서면 이영환 96 51 61 61 10 100
49 부산여원 박다원 25 25 25 0
50

8지역
(사하구)

김
용
혁

부산항도 주종신 100 38 38 38 0
51 부산서남 한원수 96 43 43 43 0 1,200
52 부산대교 최달식 14 14 14 0
53 부산을숙도 정연재 97 90 90 90 0 100
54 부산장미 도옥희 25 25 25 0
55

9지역
(연제구)

이
도
찬

부산금정 김인규 100 82 99 86 13 17 3,200 300
56 부산연제 문혜련 92 27 31 28 3 4
57 부산연산 조성기 90 16 17 16 1 1 2,000
58 부산동연제 서택경 96 30 30 25 5 0
59 부산에듀온 김영환 53 54 34 20 1 2,600
60 부산매화 이은주 100 26 32 32 6
61 이젠e 임성출 10 10 8 2 0
62 부산청솔 이만수 100 22 23 18 5 1
63

10지역
(해운대구)

정
태
율

부산해운대 김준규 93 21 21 21 0
64 부산동백 김동률 10 10 7 3 0
65 부산신해운대 심용섭 100 32 34 34 2
66 해운대신도시 감은근 77 23 35 35 12 1,000
67 부산마린시티 고금수 36 21 20 10 10 -1
68

11지역
(사상구)

김
실
곤

부산성지 허태훈 20 20 20 0
69 부산백양 염호철 89 24 24 18 6 0
70 부산대양 유희국 84 86 86 2 1,000
71 부산한울 박영석 30 17 17 17 0
72 부산로터스 주연자 84 25 30 30 5
73

12지역
(동래구)

허
도
인

부산동래 강서룡 80 57 57 57 0 21,000
74 부산새금정 이두홍 28 27 17 10 -1
75 부산내성 김태국 54 40 40 40 0
76 부산해동 이상원 100 58 61 61 3 1,000
77 부산중앙 송원복 80 34 52 40 12 18
78 부산신화 신연자 78 16 23 12 11 7
79 부산여명 손미자 70 70 70 0
80

13지역
(서구)

김
태
광

부산가람 양희선 90 18 20 20 2
81 부산녹산 최찬수 46 46 35 11 0 1,000
82 부산무궁화 강유범 85 40 45 22 23 5
83 부산에이스 김우영 50 12 12 11 1 0
84 부산민트 이화숙 21 21 2 19 0
85 부산창조 최경희 23 23 13 10 0
86

14지역
(기장군)

최
현
돌

부산기장 손내선 82 39 42 42 3
87 부산정관 박한재 20 20 20 0
88 부산코러스 김미경 14 14 14 0
89 부산새기장 박종섭 83 41 41 41 0

합계 2,741 2,893 2,253 640 152 102,125 2,550 530



원장/전문의/의학박사

손 영 진

www.결석전문병원.com

전립선·남성수술

TEL. 051) 803-0600

다솜가정한의원

원장/한의학 박사

이 승 용

원장/신경외과 전문의

강 형 곤

가정의학과 전문의

손 경 욱

부산광역시 동래구 충렬대로 417 융강빌딩 3층
(KB국민은행 안락동점)
TEL : (051)528-1702
FAX : (051)528-1703
Mobile : 010-2663-7917
E-mail : paragon-son@hanmail.net

Mobile : 010-3556-0942

정형회과 전문의/원장
전, 동아대학교병원 정형외과 주임교수

김철홍

부산광역시 수영구 광남로 49
TEL : (051)363-9300
FAX : (051)363-9399
Cell : 010-7624-4265
E-mail : dasom6709@hanmail.net

부산 부산진구 가야대로 276(주례동)
엠스퀘어빌딩 6,7층
TEL : (051)711-7900
FAX : (051)711-7909
E-mail : mdgony@naver.com

원장/의학박사/안과전문의

박 찬 수

원장 신 지 훈

www.hivue.co.kr

http://www.조은치과.kr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부전동 485-6
원광메디칼 2/3층
(서면롯데백화점 정문 맞은편)
TEL : (051)816-0001
FAX : (051)818-0992

부산시 기장군 정관면 정관로 579
조은프라자 10층
TEL : (051)728-0275
FAX : (051)728-0274
Mobile : 010-3878-2871

성형외과 원장

엄 경 호

샤론의꽃 성형외과

전문의/임상교수
한국젊은 방송인학회 교육이사

부산 남구 대연동 산암빌딩 13층
TEL : (051)611-7400
FAX : (051)611-7400

전문의 의학박사

정 범 호

원장

오 세 혁

부산광역시 북구 화명동 2277-1번지 (4층)
TEL : (051)363-8383
FAX : (051)363-9800
E-mail : chang356@nate.com

부산 동래구 아시아드대로 226 (온천동) 2층
TEL : (051)805-7571
FAX : (051)805-7572
E-mail : yourspace@paran.com

부산광역시 수영구 수영로 390-1(남천역 3번출구)
TEL : (051)626-0250~1 FAX : 0505-300-0252
Mobile : 010-9782-5654 E-mail : chulhong.k@gmail.com

메트로적추병원
www.disc-korea.com

정범호정형외과
Dr. Jung's Orthopaedic Clinic

(사) 국제로타리 3661지구  부산새오륜로타리클럽 의료상생



(사) 국제로타리 3661지구  부산금련로타리클럽

표어  함께하는 봉사 아름다운 금련   목표 회원증강 40명, 1인 2명 회원 영입

지당  이정희

회장

끌레  정관희

부회장

홍익  김부희

총무

미르  이가영 아정  홍정희

재무 홍보위원장

해솔  손정숙

클럽관리위원장

금비  박복희

재단관리위원장

메리케이  송신혜

회원증강위원장

해강  문명희

봉사위원장

(주)알즈너 환희대리점
메가마트 남천점 010-8556-7898

부산시 수영구 황령대로 521 051) 755-4875

가족처럼 함께 일하실 분 모십니다!

알즈너 발 교정구는 인체공학과 운동역학을 기초로
제작되어진 몸의 균형을 위한 제품으로 신발 안에 넣고
보행하는 과정을 통해 잘못된 자세를 바르게 유지 및

증진시켜 인체의 각 기능이 원활하도록
도와주는 제품입니다.

1:1 맞춤형 발 교정구
족저근막염/무지외반증/어깨/허리/무릎/척추 측만증

고생하시는 분! 도움 드리겠습니다.

당신의 발! 무료로 상담해 드립니다 / 출장환영!



(사) 국제로타리 3661지구 동부산로타리클럽

Pride 동부산RC !   New Start 동부산RC !

⋅창 립 일 : 1963. 6. 28  ⋅정기모임 : 1,3주 목요일 12시 30분 / 농심호텔

(사) 국제로타리 3661지구 부산온천로타리클럽

황정  김갑영

회장

광운  조승종

차기회장

지산  안병우

총무

김종인

재무

박상규

회원

소암  서상탈

봉사

가안  이상헌

홍보

김종민

클럽

강병수

재단

경진  박기수

SAA

⋅클럽표어 : 초아의 봉사, 함께하는 온천로타리
⋅창 립 일 : 1984. 1. 9
⋅R I 승 인 : 1984. 2. 15
⋅스폰서클럽 : 동부산로타리클럽
⋅부 인 회 : 수연회
⋅정기모임 : 1,3주 화요일 19시, 클럽회관

부산광역시 금정구 금정로 135(장전동), 3층  TEL : (051)526-8313  FAX : (051)526-5931



(사) 국제로타리 3661지구 부산충렬로타리클럽

원경  홍진웅

회장

옥산  김현진

사찰위원장

돈암  김학문

로타리재단위원장

지산  김철조

무임소이사

송현  이준희

홍보위원장

효천  이희찬

회원위원장

금정  최용철

클럽관리위원장

웅산  이정환

봉사프로젝트위원장

성지  이창우

총무

청해  천성규

차기회장

우보  박군배

재무

2017-18 클럽표어 함께하는 충렬! 즐거운 봉사!

⋅창 립 일 : 1990. 8. 9
⋅R I 승 인 : 1990. 10. 24
⋅부 인 회 : 목련회
⋅정기모임 : 매주 목요일 19:00 (클럽회관)

부산시 동래구 연안로52번길 75(안락동), 3층
T. (051) 525-1551 F. (051) 525-3251

(사) 국제로타리 3661지구 부산제일로타리클럽

무아  박정태

회장

거성  김동국

부회장

구륜  윤정기

클럽관리위원장

상암  유병목

봉사프젝위원장

동우  김덕호

로타리재단위원장

향산  유관재

SAA위원장

현풍  곽동남

무임소이사

청평  서충식

총무

군봉  정진욱

재무

우보  안세욱

회원위원장

어신  배기호

클럽홍보위원장

2017-18년도 회장표어 변화와 도전, 알찬 봉사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새싹로 92번길 56 (2층) TEL : (051)805-6671 FAX : (051)805-6672



(사) 국제로타리 3661지구 부산자성대로타리클럽

25년의 역사를 가진 자성
대로타리클럽은 여성회원
들로만 구성된 클럽으로
구성원 모두가 하나로 단
합해 열과 성을 다해 봉사
하는 단체입니다. ‘로타리
주인은 회원’이라는 마음
으로 좋은 친구와의 우정,
사회와 이웃에 기여하는
활동들, 로타리의 윤리와
가치에 입각한 경험과 교

육, 도전 등으로 ‘더 나은
사람이 될’ 기회를 갖게
된다는 이언 라이즐리 RI
회장의 말을 되새겨 회원

전체가 한 마음 한 뜻으로
함께하는 클럽입니다.
2017-18년도 자성대로타
리클럽은 “모두가 함께해

서 행복한 로타리”라는 슬
로건 아래 더 많은 봉사와
클럽활동을 하려고 계획
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변
화를 꾀하는 자성대로타
리클럽은 앞으로 먼 미래
까지 이어나갈 수 있도록
회원 간의 연령 차를 극복
하고 모두가 상생할 수 있
는 클럽이 되도록 할 것입
니다.

❖ 자성대로타리클럽 올해의 성과 ❖
2017.05.25 2016-17년도 클럽 종합 최우수상 수상 / 2017.04.27 신생클럽 부산금련로타리클럽 탄생

글로벌 변화를 꾀하는  부산자성대로타리클럽

자성대로타리클럽 표어 모두가 함께해서 행복한 로타리!

(사) 국제로타리 3661지구 부산새오륜로타리클럽

⋅창 립 일 : 2013. 12. 11
⋅R I 승 인 : 2014. 02. 18
⋅정기모임 : 1,3주 수요일 늦은 7시

큐비e센텀 3층 대회의실

부산광역시 강서구 공항로1281번길 43
T. (051) 507-6090 F. (051) 507-6092



(사) 국제로타리 3661지구 부산신오륜로타리클럽

효우  신상현

회장

고암  이경순

총무

굿샷  남채윤

재무

김은정

회원위원장

심천  이원경

홍보위원장

미소  박순미

클럽관리위원장

다나  김경애

봉사프로젝트위원장

사월  양효숙

로타리재단위원장

(사) 국제로타리 3661지구  부산미남로타리클럽

⋅창  립 1986. 1. 17(33년) (동부산RC 스폰서) 
⋅자매클럽 대만 대중북둔RC 1991. 3. 27(26년간)
⋅PHF·EREY·BNF : US $ 180,819 
⋅한국로타리장학문화재단 : 73,400,000원 
⋅장학기금 3억 적립 / 지급 금액 : 3억 7백만원

부산광역시 연제구 중앙대로 1099 해암빌딩 B-304
TEL : (051) 865-4027
FAX : (051) 865-4021
E-mail : minam4027@hanmail.net

⋅창 립 일 : 2014. 12. 29
⋅R I 승 인 : 2015. 2. 15
⋅스폰서클럽 : 미남로타리클럽
⋅정기모임 : 1,3주 목요일 19시 사무국

부산시 범천동 사학연금 빌딩 B1층

2017-18년도 이사, 임원

⋅회   장 : 현산 김달영      ⋅회장위원장 : 송촌 김종서

⋅차기회장 : 거봉 이창규    ⋅클럽홍보위원장 : 이재웅

⋅총   무 : 호관 김한지      ⋅클럽관리위원장 : 이유식

⋅재   무 : 조은경      ⋅봉사프로젝트위원장 : 박민호

⋅무임소 : 보경 박주홍     ⋅로타리재단위원장 : 정상원

⋅SAA위원장 : 권후 박상복 

* 주보위원장 : 덕강 최순환

* 출석친선위원장 : 송림 정태복 



2017년 8월 10일 수영구 돈비치관광호텔 조찬회의에서 명보 김충석 총재, 지구 임원, 3지역 회장단

(사) 국제로타리 3661지구  3지역 수영구 회장단

정암 조철민
(부산새오륜RC)

총재지역대표

서정 강대규
(부산새오륜RC)

사무국장

가원 전환수 회장
헌암 구한수 총무

동부산로타리클럽
황정 김갑영 회장
지산 안병우 총무

부산온천로타리클럽
현산 김달영 회장
호관 김한지 총무

부산미남로타리클럽
원경 홍진웅 회장
성지 이창우 총무

부산충렬로타리클럽
제일 최은숙 회장
연주 정지윤 총무

자성대로타리클럽

무아 박정태 회장
청평 서충식 총무

부산제일로타리클럽
해윰 김형봉 회장
태강 유승일 총무

부산새오륜로타리클럽
효우 신상현 회장
고암 이경순 총무

부산신오륜로타리클럽
지당 이정희 회장
홍익 김부희 총무

부산금련로타리클럽

3지역 캐치프레이즈 Evolution and sometimes Revolutio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