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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 · 문 · 동 · 정 동 · 문 · 탐 · 방
적수공권으로 입사

한 회사에서 CEO가 되
기까지. 이번에 만나본
전기공학과 동창회장
김학목(전기·71) 동문
의 진솔한 성공담을
들어보자.

△ 70년대 학창시절의 기억
▲ 71년도 입학한 전기과에는 각 학년에

백여명의 학생이 두 반으로 나눠져 생활을
했었다. 2학년 때 동기 7명이서 ‘백로회’라
는 모임을 만들었고 학교의 크고 작은 일에
항상 앞장서서 솔선수범하려 했다. 후에 우
리 중에는 전기과 학생회장뿐만 아니라 총
학생회장도 있었으니 그 기세가 말 그대로
하늘을 찔렀다.(웃음) 학창시절에 대해 기
억하는 것은 백로회 동기들과 보낸 시간이
대부분이고 지금도 전국으로 해외로 흩어져
있지만 매년 2회의 모임에는 꼭 참석할 정
도로 삶의 일부분이 되어있다.

△ 직원번호 1번으로 시작한 사회생활
▲ 졸업과 동시에 군에 입대했고 제대 후

79년에 대구가톨릭대학병원 건설본부에서
사회 첫 걸음을 시작했다. 병원이 개원한 것
이 81년이니까 3년을 건설본부에서 일을
하고 직원인사번호 1번을 받아 병원 시설관
리 직원으로 넘어왔다. 이후 5년을 더 근무
했지만 불현듯 기술직의 한계를 느끼고 이
직을 결심했다. 새 회사에서 새롭게 시작한
영업이라는 분야에서 직장생활의 가능성을

찾았고 각고의 노력 끝에 5년만인 91년에
대표이사직을 맡게 되었다.

△ 성공으로 이끌어준 나의 동기동창들
▲ 병원에서 근무할 때 입원실이나 진료

의 편리를 봐달라는 요청이 많았지만 누군
가의 ‘불리’를 봐줄 수는 없는 노릇이라 대
신 입원이라도 하게 되면 알음알음 도와드
린 것이 전부인데 그런 지인들이 공사를 수
주하는데 많은 도움을 주었다. 또한 영업에
대해서는 백지상태인 나에게 심적으로 응원
해주고 도와준 사람들은 모두 나의 동기나
동창들이었다. 아직까지 한국사회에서 학
연이나 지연이 사라졌다고 말할 수 있는 사
람은 별로 없을 것이다. 자기관리를 통해 부
정적인 면만 잘 배제시킨다면 학연이나 지
연은 성공의 필수요소라고 본다.

△ 소나무에게 상록을 배우는 노후생활
▲ 경북 칠곡의 야산을 갈아엎고 경주 남

산의 소나무 씨를 받아다 싹을 틔워 1,200
여 그루를 키우고 있다. 매년 같은 시기에
자라는 모습을 카메라에 담아 보고 있자면
언제나 푸르고 공들인 만큼 커가는 자연의
모습에 감탄하게 된다. 노후에는 사세를 확
장하거나 감투에 욕심을 부리기보다 자연의
이치나 만끽하는 안빈낙도를 꿈꾸고 있다.

인터뷰를 마무리하며 수백명의 직원 가운
데 대표직을 넘겨받은 것도 언제나 자신의
일처럼 공들이고 노력하는 김 동문의 모습
에서 소나무처럼 푸른 회사의 청사진을 볼
수 있었기 때문이 아니었을까 생각해 본다.

김학목 동문(전기·71)

전기공학과 동창회는 지난달 22일 모교 실
내체육관에서 ‘2011 전기공학과 동문체육대
회’를 개최했다. 총동창회장과 모교 교수, 재
학생 등 50여명이 참석한 이번 행사는 배구,

족구, 단체줄넘기 등의 다채로운 종목에서 친
목과 우의를 다진 열띤 경합을 통해 10회 동
기회가 종합우승을 9회 동기회가 준우승을
차지했다.

전기공학과 동문체육대회 개최

건축학부 동창회는 5월 28일 청송 주왕산
에서 동문 등반대회를 개최했다. 모교 교수와
동창회 회원 50여명은 오전 8시 어린이회관
을 출발해 11시경 주왕산 등반을 시작했다. 3
시간가량의 산행 끝에 도착한 정상에서 준비
한 도시락으로 요기하고 내려와 주왕산 입구

의 식당에서 하산 뒤풀이 시간을 가졌다. 푸
짐한 음식과 술로 여흥을 시작한 동문들은 그
간의 회포를 나누었다. 주왕산 산허리로 해가
들어가서야 아쉬움을 뒤로 한 채 버스에 오른
동문들은 서로의 건강과 다음을 기약하면서
행사를 마무리 했다.

건축학부 동문 등반대회 개최

代表理事 金 學 穆(전기 71·전기공학과 동창회장)

電氣·消防·通信工事 施工 專門業體

동문글방 - 동창생

사춘기 울렁증이 
아직도 있었구나..
세월계곡 흐르면서 
푸른 이끼 입었는데

함께 날은 까마귀는 
곁눈질에 간곳없고

백조가 날개 펴고 
함께하자 손짓 하네

친구야 너는 어이 
주름치마 입었는가..
그 곱던 색동옷은 
누굴 위해 벗었더냐?

글/石松 具敎根 
서울경기지역동창회 사무국장
/시인

大邱廣域市 西區 梨峴洞 42-272 / 代表電話 : (053)559-3413 FAX : (053)559-3424
Mobile : 011-504-3413 E-mail : khm3413@yahoo.co.kr

▶154KV T/L 送.配電設備 新·增設 및 維持, 補修工事
▶22.9KV 受.配電設備 新·增設 및 維持, 補修工事
▶動力, 傳燈設備 新·增設 및 維持, 補修工事
▶配電盤 製作 設置 및 新·增設 및 維持, 補修工事
▶消防施設 新·增設 및 維持, 補修工事
▶情報通信工事 新·增設 및 維持, 補修工事

-電氣工事業 大邱 - 6號
-消防設備工事業 제2002-38號
-情報通信工事業 제530117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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