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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회사 명단명단

포스코

공상호(경주공고)김병국(대동고) 손무성(장성고) 이현배(포항영신고) 석수민(오천고) 배기백(신라공고) 이
재우(중앙고) 채주현(대동고) 조성혁(포철공고) 은희재(대동고) 김용환(경일고) 윤광식(대동고) 김상윤(세
화고) 이시진(포철공고) 이상대(오천고) 박재관(대동고) 양성훈(오천고) 오영택(포철공고) 김윤오(동지고)
남현수(신라공고) 조철호(광양고) 박도현(울산정보고) 안현기(흥해공고) 정재운(경주정보고) 손창하(포항
고) 이민수(동지고) 정성엽(경산고) 이장훈(두호고) 박은용(세명고) 김해돋이(장성고) 배진모(세화고) 최상
원(여수고) 김명연(포철공고) 이동현(오천고) 임인덕(홍천고) 송경섭(대동고) 양승민(세명고) 김동휘(장성
고) 김승훈(도농고) 신연식(광양고) 이승호(중앙고) 이은행(인제고) 정세엽(중앙고) 김성주(흥해공고) 이충
현(포철공고) 권기범(대동고) 이민규(동지고) 이민섭(울산마이스터) 최재현(중앙고) 장혁진(포철공고) 이
승훈(서천고) 정원영(포철공고) 정주현(포철공고) 최장관,심재선(장성고) 김창준(동지고) 장석원(울산경의
고) 변수영(울산성신고) 박정열(동지고) 임정우(부산사대부고) 황인준(오천고) 이재훈16(청주공고) 유승
윤(신라공고) 이창형(대동고) 이재훈14(포철공고) 심세원(울산우신고) 왕우현(대동고) 김현준(포철공고)
박준호(이동고) 김병조(흥해공고), 이채형(신라공고), 김민관(흥해공고), 박근엽(동지고), 박지운(동지고),
이종민(오천고), 곽명학(성포고), 형성윤(세명고), 정태훈(대동고), 김기범(이동고), 김한울(동지고), 박민
호(장성고), 장동익(광영고), 오근영(포철공고), 손동민(포철공고), 이동민(안강전자고), 오휘석(대동고),
임채성(순천금당고), 홍준모(군위고), 조형일(두호고), 이승원(세화고), 윤수민(동지고), 이동욱(세명고),
김동준(세명고), 손정빈(해양과학고), 고보명(영일고), 장영준(중앙고), 장원령(중앙고), 배진현(세화고),
배지홍(세명고), 노범택(제철고), 박승환(영신고), 이상희(동지고), 이강민(제철고), 정현준(세명고), 김상
효(오천고), 차종현(이동고), 김효범(흥해공고), 정재영(대동고), 강민구(포항고)
이창훈(동지고), 천지훈(동지고), 방제승(영일고), 이승환(동지고), 이재혁(대진전자통신고), 이태화(동지
고)

현대제철

김성준(중앙고) 황선우(신라고) 곽도환(흥해공고) 양현우(경기기계공고) 김태원(두호고) 최규태(포철공고)
원태경(흥해공고) 오경준(동지고) 김우현(안강전자고) 석지훈(포항영신고) 임설민(동지고) 황보민(흥해공
고) 이대홍(세화고) 김도훈(동지고) 김형하(동지고) 우성호(동지고) 홍성도(영일고) 김현우(포항해양과학
고) 최병목(흥해공고) 홍준호(장성고) 류남욱(양산고) 박현호(대동고) 왕성민(중앙고), 황용기(흥해공고),
곽상민(동지고), 권병철(두호고), 윤동훈(영신고), 천용혁(세화고), 윤주영(제철고), 이상록(경주정보고),
손정빈(해과고), 이태진(신라공고), 천용혁(세화고), 윤주영(제철고), 태민호(흥해공고), 방호성(중앙고),
임가승(오천고), 강병준(흥해공고), 김민규(해과고), 박신우(흥해공고)
양민호(중마고), 정인섭(세명고), 김경남(흥해공업고), 김도현(대동고), 남경수(중앙고), 박정태(두호고),
이동균(영일고), 최진영(흥해공업고)

한국전력공사
김병관(동지고) 우동준(백영고) 정영섭(세명고) 조성민(구미고) 김지훈(두호고) 임두빈(두호고) 장선후(곡
성고)

S-oil 강채현(중앙고) 서영조(포항해양과학고) 김병수(포항고) 김진홍(대동고) 김도환(포철공고) 최은광(세화고)

삼성
김준호(흥해공고) 박지원(흥해공고) 이준호(안강전자고) 황보현(포철공고) 전찬준(동지고) 김재훈(포철공
고)

LG 이동석(포철공고) 김민기(기계고) 강정호(흥해공고) 박민수(대가야고)

SK E&S 안건우(영일고) 정상용(포항제철고) 김태현(포항고)

한국가스공사 최영배(대동고) 배재관(포항제철고)

SK하이닉스 김지훈(포항고) 남태현(세명고) 김준현(중앙고), 권지훈(동지고)

현대기아차 이건형(포철공고) 이주민(신라공고)

현대오일뱅크 최민호(두호고) 이승호(대건고)

포스코에너지 김대현(흥해공고) 이동규(울산경의고)

RIST 오세원(대동고) 이영석(동지고)

풍산 강홍구(안강전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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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el
/steel/jo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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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국제강
이동혁(장성고)
김태형(중앙고), 김진욱(울산경의고)

현대특수강 하진(흥해공고)

세아제강 우성찬(안강전자고)

포스코 그린가스텍 강민구(경주정보고)

영흥화력발전소 정민호(강서공고)

동우화인켐 강대해(포항해양과학고) 김세영(기계고) 조창환(흥해공고) 백종현(포항해양과학고)

금화 PSC 고문성(대동고) 박민준(인항고) 손정빈(포항해양과학고) 송경근(인항고) 최용민(중앙고)

쌍용머티리얼 이지훈(안강전자고)

인그리디언 코리아 백인봉(이천고)

KT&G 차재영(보문고)

해광 이재환(장성고)

한전산업개발
김희수(합덕제철고) 이진선(합덕제철고)
김영빈(양산고), 양승호(안산국제비즈니스고), 정광조(금산고)

디앤비 이승우(동지고)

히타치금속 이채현(포항해양과학고)

한국인삼공사 최인수(신라공고)

현대모비스 노희민(안산공고)

Nexteel 권혁준(포항해양과학고)

LG하우시스 하창재(중앙고)

포스코강판 허성민(이동고)

휴스틸 박정현(목포공고)

에코프로/에코프로비엠 권재석(장성고), 김기석(흥해공업고), 김대규(포항고), 류민혁(동지고), 김병욱(대동고), 이효창(장성고),
장원준(중앙고)

포스코 케미칼 한성 권영민(동지고)

포스코 O & M 배용환(중앙고)

현대제철인천 임경환(제철공업고)

SK실트론 심승현(흥해공업고), 이민기(세명고), 하도현(세화고)

SK이노베이션 박건호(이동고), 김진욱

삼성 sdi 배민규(세화고)

LG화학 안성일(이동고)

한화큐셀 박현(천안신당고)

세운선재㈜ 엄차현(오천고)

풍산금속 고건(안강전자고)

볼보 코리아 진현석(광운전자공업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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