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대학교 음악대학 관악 동문 명단

1948년 졸업 Tp 박주두

1949년 졸업 Fl 현종건 Cl 김상만 Hn 김종순 Tb 김을용

1950년 졸업 Fl 김진경 Cl 조규삼 Hn 권형달                       8

1950년 입학 Fl 김몽필 Tp 정윤민 Tp 조순명 

1952년 입학 Fl 고순자 

1953년 입학 Cl 이창애 Cl 김희태 Cl 김세웅 Bn 조정현 

1954년 입학 Fl 신문옥 Cl 홍성유 Tb 추윤호 Tb 최문호 Hn 안응균 

1955년 입학 Tp 백성일 Tp 조동제 Hn 이병근 Hn 이여배

1956년 입학 Tb 박정호 

1957년 입학 Fl 노정심 Cl 이규형 Cl 장재흥 Tp 김희봉 Tp 이덕성 Ob 박치호

1958년 입학 Tp 조학현 

1959년 입학  Ob 반정균 Cl 신계휴 Hn 신홍균 Hn 임종원 

1960년 입학  Cl 주종진 Tb 김정군  31

1961년 입학  Fl 현영수 Cl 김정수 Cl 이종명 Bn 배진호 Hn 이희철 Tp 이정섭 Tb 이운환    

1962년 입학  Fl 신홍균 Fl 한옥주 Fl 천유미

1963년 입학  Fl 문명자 Cl 황광섭 Cl 김동진 Hn 박종원 

1964년 입학  Fl 곽태조 Fl 이언자 Ob 김종덕 Cl 임현식 Cl 최용호 Hn 전동혁 Tp 김병찬 Tp 이순모 

1965년 입학  Ob 신상호 Cl 나민주 Cl 오광호 Bn 이정건 Hn 이한돈 Tp 박  영 Tb 김을곤 Tb 이종구

1966년 입학  Fl 김태숙 Fl 유정숙 Ob 이복영 Cl 나영흠 Cl 이존성 Tp 이찬형 Tb 이석원 38

1967년 입학  Fl 김성근 Fl 한기세 Ob 이평기 Cl 이창수 Hn 김종철 Hn 김헌경 Hn 이용진 Hn 허인흥 Tp 김준식 

1968년 입학  Fl 안돈나 Fl 양혜숙 Fl 최해춘 Cl 김연설 Tb 김기준 Tb 김인석

1969년 입학  Fl 권이덕 Fl 김미경 Ob 조혜연 Fl 박정임 Ob 윤희윤 Cl 고광설 Cl 윤원상 Cl 주  훈 Bn 이종철 Hn 김정택 

1970년 입학  Fl 김창익 Fl 박소현 Fl 이원규 Ob 김선연 Cl 박인수 Bn 이재열 Tp 석필원 Tp 이형근 Tp 홍용식 34 111

1971년 입학  Fl 박영훈 Fl 송경화 Fl 송나영 Ob 황인선 Cl 김현곤 Hn 송진범 Hn 이범희 Tp 김길수 Tb 박영린 Tb 임성환 

1972년 입학  Fl 김인숙 Fl 김태화 Fl 임영옥 Ob 김형섭 Cl 백영철 Cl 오태석 Cl 채일희 Bn 최중원 Tp 장우형 Tb 오덕환

1973년 입학  Fl 김정희 Fl 김진혜 Ob 목완수 Cl 권상욱 Bn 신현길 Hn 최선용 Tp 임영일 Tb 정낙복  Pc 최경환

1974년 입학  Fl 김현숙 Fl 최순균 Ob 이기진 Cl 임성혁 Cl 정운대 Hn 장동진 Tp 장기범 Tb 이정생 Tu 최영택 Pc 윤재상 

1975년 입학  Fl 노미애 Fl 문록선 Fl임미수라 Ob 손형원 Bn 임석인 Hn 이창영 Tp 김수관 Tb 이종헌 Tb 이관수 

1976년 입학  Fl 문은주 Fl 송현영 Cl 임종배 Bn 김병엽 Hn 김영률 Hn 이창근 Tp 이영철 Tp 이강일 Tb 김경환 Pc 정형진

1977년 입학  Fl 이승호 Ob 홍남표 Cl 김주상 Cl 이창희 Bn 조윤석 Bn 최봉락 Hn 곽상훈 Tp 김정덕 Tu 김재석 

1978년 입학  Fl 김정연 Fl 최상미 Fl 황연애 Ob 이승희 Cl 유형직 Cl 홍성택 Bn 노석만 Hn 변동호 Tp 박성수 Tb 이규용

1979년 입학  Fl 송진화 Fl 이용신 Fl 강현주 Ob 이혜연 Cl 권록현 Bn 이항석 Hn 지철우 Tp 이관호 Tb 윤인섭 Tu 유경애 

1980년 입학  Fl 오진희 Fl 최성숙 Ob 이재영 Cl 유영대 Bn 이은주 Hn 이태행 Tp 박홍규 Pc 정종빈 Pc 이영완          95

1981년 입학  Hn 심두섭 Fl 강신홍 Fl 김애란 Fl 김영미 Ob 윤혜원 Ob 이명진 Cl 최은식 Hn 이준일 Bn 김동철 Hn 송동석 

 Pc 김훈태 Tp  홍승현 Hn 최영우 Tb 이성호 Cl 이임수 Tb 이종관 Ob 추교웅 Pc 홍혜경 114

1982년 입학  Hn 강미애 Fl 김동수 Bn 김완순 Cl 김윤경 Cl 안성원 Fl 김희숙 Ob 신동원 Hn 오광석 Tp 윤왕로 Fl 이미선 

 Tb 이정석 Ob 임정희 Fl 정리나 Bn 최연식 Bn 정순용 Tp 황영기 Tp 김호영 Cl 동준모 Tb 박대규 Tu 최춘섭

1983년 입학  Pc 길혜성 Pc 김광원 Fl 김명희 Tb 김문택 Fl 김소화 Fl 민혜영 Fl 박용호 Tp 신동기 Cl 유세종 Bn 이기균

 Tu 이동주 Tp 이보배 Bn 이승윤 Cl 이영훈 Tb 이종식 Hn 이지원 Ob 이충환 Bn 임진경 Bn 장명규 Hn 조관형

 Ob 최경동 Cl 최동철 Ob 홍윤진 Fl 홍은진 Tp 황규섭  

1984년 입학  Cl 김낙구 Tu 김무영 Tb 김영진 Fl 김진선 Bn 김헌주 Hn 김호순 Cl 박소영 Fl 손수경 Pc 송  진 Ob 신정연

 Bn 오형호 Cl 이광훈 Cl 이명진 Tb 이병철 Fl 이상화 Ob 이상희 Bn 이우광 Tu 임원택 Cl 정경화 Ob 정현경

 Fl 최수은 Hn 한  식 Tp 한충식 Tp 함복주   

1985년 입학  Fl 김서경 Bn 김유미 Tp 김한구 Fl 남지현 Tb 민병덕 Hn 박상근 Pc 박태수 Ob 배경미 Fl 배민선 Ob 신현주

Tp 심상찬 Fl 오신정 Cl 이병연 Hn 이윤미 Bn 임성훈 Tb 차한석 Cl 최남용 Cl 최재경 Tb 한정훈 Hn 허인수

1986년 입학  Cl 권주혁 Tu 김승복 Pc 김영윤 Cl 김하나 Pc 도혜경 Fl 문영선 Fl 박경미 Tb 박은룡 Hn 송주호 Tp 유병엽

 Ob 윤지원 Pc 이관형 Bn 임현철 Cl 장선일 Ob 전은선 Tb 정민택 Hn 최영수 Bn 허혜주 107



1987년 입학  Bn 고의숙 Hn 김상원 Tb 김형준 Tu 나은석 Hn 박은영 Cl 송정민 Hn 신현석 Ob 오선영 Pc 이도연 Ob 이미진

 Tp 이병준 Bn 이영아 Fl 이지영 Tp 이칠규 Tb 임현식 Fl 장정아 Hn 편무영 Cl 하지윤 Tb 한운학  Pc 황진학

1988년 입학  Cl 계희정  Bn 기영호  Fl 김정아  Fl 김정임  Hn 노승희  Bn 박희라  Tb 안석준  Cl 양부현  Cl 윤기연  Pc 윤은희

 Ob 이승은 Sx 이정윤 Hn 이정헌 Ob 임수미 Tp 임시원 Tb 전인창 Tp 최정필 Pc 최주옥 Fl 허  난

1989년 입학  Bn 강지현  Hn 권광수  Hn 김경리  Tp 김남수  Pc 김보희  Tp 김태윤  Cl 김태훈  Tb 남욱일  Ob 배연하  Ob 송수완

 Fl 승희수 Tb 안승렬 Fl 윤혜진 Bn 이신화 Hn 이혜정  Pc 조연신 Ob 조혜연  Tb 지피요  Tb 한길봉

1990년 입학  Bn 곽정선  Hn 김영선  Tp 김월암  Hn 문민수  Cl 박준희  Pc 서화정  Ob 심윤주  Tp 윤성규  Hn 이석준  Cl 이승권 

 Ob 이윤정  Tb 이호선  Pc 임혜숙  Fl 임희수  Fl 정수안  Cl 정은원  Bn 홍순욱

1991년 입학  Pc 김재신  Bn 김형찬  Bn 노정선 Hn 박민아  Tp 박승언  Tu 박춘원  Tb 백윤경  Cl 양호정  Hn 여희구  Pc 오유선

Tb 이시연 Tb 임정남 Ob 조윤신 Tp 진은준 Hn 최경일  Fl 김지언 Fl 남혜정 Ob 장은영 Cl 최성심

1992년 입학  Hn 고현선  Fl 김소연  Pc 김태희  Hn 김혜선  Hn 김혜진  Bn 김희성  Ob 문수정  Tb 배석원  Sx 원무연  Tp 원지연

 Tb 윤혜련 Cl 이근정 Ob 이서현  Bn 이선주 Fl 정혜원  Pc 진태숙  Hn 최  진 Cl 한미옥 

1993년 입학  Ob 김선희  Ob 김정은  Pc 김지영  Cl 민희경  Fl 박현정  Tb 백경필  Ob 손연지  Cl 송호섭  Pc 오승환  Fl 이상은

 Bn 이승민  Pc 이주영  Fl 이지연 Cl 임명진 Tb 임현수  Tb 최정현 Fl 이지수 129

1994년 입학  Tp 고황경  Tb 권세영  Bn 김신정  Cl 김태선  Sx 김향임  Pc 박  윤  Tp 서혜진  Tb 신수영  Pc 신수정  Fl 윤현임

 Ob 이은도  Hn 이현주  Fl 장선우  Hn 전지연  Ob 조경은  Tu 지승렬  Hn 최소림  Hn 한여울  Cl 홍지흔

1995년 입학  Cl 강현주  Hn 김정기  Ob 김주영  Pc 박민규  Tb 백지혜  Pc 서경욱  Hn 신주희  Fl 심재연  Tu 오행선  Tp 우광희

 Cl 이상옥  Ob 이소림 Fl 이수진  Cl 이승신  Tp 이응우  Hn 이주호 Bn 이준철  Bn 정수은 Tb 최윤경  Sx 하지영

1996년 입학  Hn 김연정  Pc 김정화  Tb 김준구  Fl 나재령  Cl선우지현  Cl 심상준  Bn 양자영  Hn 윤보형  Pc 이규봉  Hn 이동곤

Tu 이병호  Tp 이창석 Fl 임정선  Sx 임정윤 Tb 정경빈 Ob 조윤성 Ob 최수연 Bn 최영옥 Hn 최윤선 Tp 표미정

1997년 입학  Tp 김대욱   Fl김란도  Bn 김세희  Tb 김지은  Hn 민희진  Pc 박보형  Tp 성재창  Bn 손유정  Fl 신주연  Hn 안윤정

Sx 양영욱  Ob 이미성 Cl 이미현  Ob 이승경 Tb 이예림 Tb 이우현 Hn 전선하 Cl 정윤진 Pc 조진희  Hn 최  윤

1998년 입학  Hn 강희명  Tp 기경환  Sx 김기선  Tb 김지선  Bn 김진훈  Fl 류영주  Hn 박나랑  Fl 박은사  Tb 백성현  Pc 손혜란

Pc 송경숙  Hn 윤한나 Cl 이범진  Bn 이상희 Fl 이지은 Cl 임상우 Ob 전민경 Ob 조환희  Tp 박기범

1999년 입학  Hn 강민정  Hn 강은혜  Tp 곽봉환  Tp 김대영  Bn 김  설  Cl 김은경  Fl 김정현  Ob 박민영  Pc 박수정  Tu 박재경 

 Pc 윤재현  Tu 윤현승 Hn 이상기 Ob 이연주  Tb 정계영 Cl 정소라 Tb 조세훈 Bn 최지현 Fl 최혜성 Sx 한기원

2000년 입학  Fl 장선아  Fl 정은지  Ob 임효재  Ob 최  정  Cl 김민이  Cl 이민나  Cl 조효단  Bn 이혜림  Bn 허지은  Sx 서성현

Hn 김원경 Hn 김흥박 Hn 김효정 Tp 배재혁 Tp 임승구 Tb 박동규 Tb 홍문기 Tu 정혜경 Tu 박재경 Pc 유의정 

Pc 김지형 Pc 박수정  140

2001년 입학  Fl 윤수빈  Fl 이정혜  Ob 김소연  Ob 홍서영  Cl 강민정  Cl 박수진  Cl 이정환  Bn 김은오  Bn 황의원  Sx 반소영

 Hn 김상희  Hn 조은혜  Hn 주혜준  Hn 한지희  Tp 김민혁  Tp 정혜경  Tb 이건주  Tb 정세영  Tu 이상수  Tu 정혜경 

Pc 이종헌 Pc 인아린  

2002년 입학 Fl 김지혜 Fl 허지현 Ob 김로사 Cl 김순희  Cl 최재희 Cl 임지영 Bn 강새봄  Bn 정하나  Sx 김태영 Hn 김규희

Hn 오형석 Hn 최대혁 Tp 김진희 Tp 박용욱  Tb 정혜민 Tb 조아름 Tb 차태현  Tu 신미림  Pc 이희경 Pc 정지혜

2003년 입학  Fl 김일지  Fl 왕주연  Ob 김영민  Ob 송영현   Cl 김은형   Cl 최지혜  Bn 고경훈 Hn 김선아   Hn 박지윤 Hn 최유진 

Tp 김문호 Tp 김한나 Tp 유재우 Tb 김송희 Tb 송관호 Tu 양은영 Pc 박라영  Pc 송민정

2004년 입학  Fl 김혜리  Fl 오은지  Ob 손미래  Ob 이윤경  Cl 이수영  Cl 이지희  Cl 허수진  Bn 김수민  Bn 차혜진 Sx 이재영

Hn 권석준 Hn 신미현 Hn세르게이 Tp 박상범 Tp 한성석 Tb 김수진 Tb 박성운  Tu 손용진  Pc 강주영  Pc 김보미

2005년 입학  Fl 유지홍  Fl 허윤정 Ob 김종엽  Ob 조은영  Cl 김주민  Cl 강신일  Cl 조동현    Bn 윤지영  Sx 이준호   Hn 김현영 

 Hn 이치훈 Tp 김지영 Tp 오주연  Tp 홍성민  Tb 김영은  Tb 안다혜 Tu 김가영  Pc 이  현  Pc 신은지  

2006년 입학  Hn 서지원  Fl 이진아 Ob 김지영  Ob 오민정  Cl 박성희  Cl 이소민  Cl 한세희  Bn 김미소  Bn 박지윤 Hn 백송희

 Hn 정희찬  Hn 최강산 Tp 조소영  Tp 권민경  Tb 심지혜  Tb 이나리  Tb 이인희  Pc 기현정   Pc 박수정

2007년 입학  Hn 김동균  Bn 김새미 0b 김수진  Hn 김승훈  Tp 양세준  Sx 여요한  Tb 오세리  Bn 오형원  Cl 유  청 Fl 윤숙정

 0b 이명진  Pc 이  비 Fl 이정아  Hn 조안나  Hn 조항군  Cl 최예니  Tp 한선교  Pc 황수진  136

2008년 입학  Pc 강지영 Tp 김나정  Tb 김미로  Hn 김성욱 Fl 김지혜  Cl 박인성  Ob 서윤정  Fl 오승민 Cl 윤보라 Pc 이슬기

 Bn 이은호 Tu 이찬영  Cl 이효진  Hn 임태훈  Sx 장원진  Tb 전태일  0b 정지인  Tp 정태진 Sx 최영헌 Bn 허리사

2009년 입학 Bn 강윤지  Hn 고예랑 Hn 김단비  Fl 김문수  Tb 김은별  Ob 김인경  Fl 박소희  Hn 박승실  Ob 박예슬  Hn오세아스

Tb 오윤섭  Bn 오현주 Pc 우요섭  Tp 이수진  Cl 이윤영  Tp  이희종  Cl 장재영  Pc 장혜진  Tu 한용희

2010년 입학  Fl 김예성   Fl  이지운  Ob 고민지   Ob 박시윤   Cl 강석원   Cl  김진수   Cl 박예실   Bn 최윤경   Bn 이경진   Sx 김수룡

 Hn 이호권   Hn 기현경  Hn 김태혁   Tp 최문규   Tp 강민우   Tb 주인혜   Tb 박은서   Pc 김지연   Pc 박혜지   Pc 최금성

2011년 입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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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입학

2013년 입학

2014년 입학

     

2015년 입학 Fl 신재연 FL 서희륜 Ob 김수영 Ob 윤성영  Cl 박상진    Cl 양수현 Bn 최수아 Bn 김민주 Hn 강해영 Hn 정현수 

Hn 조예은 Tp 전재혁 Tp 성청경 Tb 윤지언 Tb 정영수 Sx 김원태 Tu 박소정 Pc 김동현 Pc 박현준 Fl  송유담 

Hn 전혜진 Tb 홍성혁 Sx 홍규선 Ob 한효남 66 

2016년 입학 Fl FL김채현 Ob 송현정 Ob 김수아  Cl 정한샘  Cl 김현수 Bn 김진솔 Bn 곽서란 Hn 이용규 Hn 최민주
Hn 조은영 Tp 김동민 Tp  김다빈 이솔아 이민성 Sx 이재혁 Tu 손예선 Pc 안드레 Pc 오경민 손  민

2017년 입학 조은비 윤선호 조연수 윤하영 이준형 김찬우 이다인 정영서 조예지 김찬우
김영진 안경미 최예린 편우빈  원종현 손유진 김성수 오지성 김태영 39

2018년 입학  김 보영  최 윤혁  조 서영 김 서희  홍 정민  유 은진 김 우아  신 이솔  염 재빈   박 세연
  박 다빈 서 지민  손 주빈  신 지섭   김 민기   이 동용  조 성희  이 진원  김 용진   손 유진

2019년 입학  김 다빈 백 은비  이 유진  문 소현   김 세현 박 소은  조 원기   오 승은   박 가린

  김 용환    한 범규 39

2020년 입학     최수연  김주혁       신상혁 
      윤  완 박채림

 김나영 21

2021년 입학          
 

         22
2022년 입학

①                                                                   

             총 수    111 + 114 + 107 + 129 + 140 + 136 + 97 + 66 + 39 + 39 + 21 + 22 + 19 = 1038 명                 



- 4 -

서울대학교 음악대학

                  관악 동문회 회원 명단         2022년 3월 현재 
 

       ? : 주소 불명       ⋆ : 별 세      Ѽ : 원로 회원       ✿ : 모교 조교 · 강사 · 교수 경력      

 초대회장     ?   경복고 교사 역임

 미국 ?   공군군악대 대장 역임  
 ?   수도 중고 교사 역임     

⋆(198?) 
  서울시향 수석 역임          ✿

 전북 ?    이리 남성고 교사 역임  

 대구 ?    대구 경북고  교사 역임  
 ?   서울사대 부속여고 교장 역임
⋆(199?)   서울시향 단원 역임  

 미국 ?   이대 음대 교수 역임              ✿ 
 3-   
⋆1998 

  KBS 수석 역임              ✿ 

 강남구   K.B.S.단원  경복고 교사 역임  Ѽ 2001

송파구 
  KBS 수석 역임                                      Ѽ 2002 ✿ 

 Cl 이창애  ?  
 ?   평택고 교사 역임

 Cl  김세웅    ?  
⋆(2012년 1월)   서울시향 수석 역임  Ѽ 2001✿미졸업

 ?  
 ?  
 서대문구   KBS 수석 역임  Ѽ 2003 

⋆(2008)
  공군군악대 대장 역임

⋆(2006 미국)    수도악기사 사장 역임

 미국 ?    서울시향 수석 역임  
 용인시 ?   K.B.S.단원 및 휘문고 교사 역임  Ѽ 2002
군포시 ?   동아 피아노 사장 역임  Ѽ 2004

⋆ 미국   KBS 단원 역임   

관악구  
8·9대회장   
고문

 해군 군악대장. 강릉대 초대 음악과장.  모교 조교~~~교수 역임
 pjh3829@hanmail.net

 Ѽ 20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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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 9,3)  서울시향 수석   공주대 교수 역임                   Ѽ 2001 ✿ 
 동대문구 ?  원 서울 악기사 사장 역임  Ѽ 2005 
⋆(1999)
 ?   광신고 교사 역임
대구시 ?  대구 중앙상고 교사 역임  

 인천시    강릉대 교수 학장 역임  Ѽ 2009 

?  

?   인천 교대 교수 역임
⋆(199?)   KBS 수석 역임          ✿ 
 ?   인천시향 단원 역임  

⋆(196?)
⋆(2002)    KBS 단원 역임  
⋆(2021) 미졸업

미국 ?
강원도 ?    KBS 단원 역임    린나이 콘서트 밴드 단장 역임            Ѽ 2012
 ?           청주 문화원장 역임     
미국 ?  KBS 단원 역임  

10대회장 고문 

⋆2019
 서울시향 수석 역임  Ѽ 2011  ✿

 ?  
 ?   KBS단원 역임. 예종 교수   강남 심포니 상임  
 ?   해군군악대장 역임  코리안 심포니 감독 역임
 고양시 ?    KBS 단원 및 총무 역임  Ѽ       ✿ 

용인시 ?  Hongkyuns@hanmail.net  상명대 교수 역임               Ѽ 2012   
성남시 ?
미국 ?
미국 ?                    미졸업

1 1 대 회 장 고 문 
서초구  Ѽ 2013 ✿
성북구  hgslight@hanmail.net   노원고 교사  역임                 Ѽ 2012
종로구  cla44@hanmail.net  서울시향 수석 · 경원대 교수 역임 

 Ѽ 2013 ✿ 

미졸업
 ⋆(2008)부산시  해병대 군악대장 · 부산교대 교수 역임

미국 ?  미 백악관 군악대 대원 역임
프랑스 ?  
12대회장 고문 

서초구  서울시향 수석  이화여대 교수 및 충남도향 상임 역임  Ѽ 2013  ✿
대구시 ?  서울시향 단원 · 경북대 교수 역임           ✿

⋆(2020)서초구  목원대 교수 역임  Ѽ 2012
  

고양시
 롯데 밴드 단장 역임  Ѽ 2015



- 6 -

 ?        배명고 교사 역임 

⋆(198?)   

전주시 ?   전북대 교수 역임
미국 ?
동작구    독일 교향악단 단원 역임   예종 교수 역임  Ѽ 2016
 ⋆(2006.11)    서울시향 단원 역임 
강남구   강원대 교수 역임  Ѽ 2015
? 미졸업
? 
동대문구 ?    충남대 교수 · 학장 역임
총무 91~96 
강남구

 은광 여고 · 보성고 교사 역임                              Ѽ 2015

 ?    
⋆(197?)
 ?

 ?   대성고 교사 역임 
⋆(2017)

중랑구
 tpplayer@hanmail.net  KBS 단원, 서울심포니 수석 역임  Ѽ 2017  ✿

⋆(2007. 8)  보인고 교장 역임
 ?  해외거주 미졸업

 ?  

서초구   서울시향 수석 역임                                       Ѽ 2018  ✿
미국 ?

⋆(2016)  코리언심포니 수석 역임
송파구  KBS 단원 역임  Ѽ 2018 

⋆(2021)   숭실대 교수 역임  Ѽ 2018 
동작구    서울시향 단원 역임  Ѽ 2018 

⋆(20??) 미국  서울시향 수석 역임 
?  중랑구청 근무 퇴임  

 김포시 ?  

서초구  flute719@parau.com  KBS 단원 역임   64 최용호⋆ 동문 댁   Ѽ 2018 
강남구 ?  부산시향 수석 역임 
 ?
인천시  서울시향 단원  역임                        Ѽ 2016
미국 ?

? 
? 
? 
? 

⋆(2021)  서울시향 단원 역임  Ѽ 2018 
강남구  모교 조교 · 해군 군악대 문관 역임  Ѽ 2018  ✿
미국 ?
미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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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  농장 경영  Ѽ 2018 
?   SBS 악단장 역임

?  MBC 단원 역임   
?
서초구
?
광명시  광주시향 수석 역임  Ѽ 2019 
안산시  서울시향 단원 역임    프라임 수석  Ѽ 2020     ✿ 
캐나다 ?  KBS 단원 역임    벤쿠버 음악학교 교장
대구시 ?  경북 도향 상임지휘
영등포구 ?  blessgod@chol.com   영동 여고 교사

? 
강남구 ?  kwsong@hotmail.com 미졸업       ✿
대구시 ?

⋆(198?)     공군 군악 장교 역임 

서초구
  kimhg@snu.ac.kr  KBS 수석 · 모교 교수 역임   Ѽ 2021✿

?   
?        가요 작곡가
 동작구 수원시향 수석 역임  Ѽ 2021  

경기광주시  군산시향 상임 역임                  ✿
강남구  영동고 교사           

?  

동작구 ?
대구 ?
용산구 ?  haka44@netsgo.com   서울시향 수석 역임     
오스트리아 ?
경북 ?    현풍 고등학교 교사 역임        
 ⋆(2001)    서울시향 수석 · 서울시립대 교수 역임             ✿
송파구  서울시향 단원 역임  Ѽ 2019
안양시  changwh@kornet.net   한세대 겸임
?   서울시향 단원 · 양천여고 교사 역임
서초구    서울시향 단원 역임    모교 교수 역임  작곡과       ✿

?
서초구  64 김종덕 동문 댁              ✿

서초구
 KBS 단원 역임   사무국장 1997-2019              ✿

?     충암고 교사
?    KBS 단원 역임   군산 시향 지휘

 ?      서울시향 단원 · 경기도향 상임지휘 역임             
서초구 ?  limtrp@thrunet.com  서울시향 단원 역임               
 ⋆(2021 2)                ✿

서초구       경원대 교수 · 학장
해외거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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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시향 수석 역임   대구 가톨릭대 교수
일산 ?    KBS 수석            ✿ 
?       내셔날 심포니 감독
 ?    이화 여대 교수 역임 , 서울 교육대 교수
송파구   서울시향 수석 역임   해군 군악대 문관 역임           ✿
양천구       인창고 교사
캐나다 ?      코리언 심포니 단원 역임 

?

 성동구 ?  rocksunmoon@hanmail.net
?

 ⋆(2017. 8)   성남 시향 단무장 역임
광주광역시 ?  광주시향 수석 역임
총무2012-16 
성남시 

 서울시향 단원 역임 

양천구 ?    양정 고교 교사
대전시 ?
수원시 ?

?

?

⋆(200?)  강남 구립향 지휘 역임
동작구  수원시향 수석 역임             ✿  
서초구     모교 교수             ✿
뉴질랜드 ?  모교 조교 역임           ✿

⋆(197?)
대구시 ?  KBS 수석 역임   계명대 교수             ✿

⋆(197?)

 ?  코리언 심포니 수석 역임.   서울 시향 단원             ✿

영등포구  서울 콘서바토리 교수 역임    대구예술대 교수
프랑스 ?
인천시 ?  동일 여고 교사 역임
서초구    서울시향 단원
인천시  ?  코리언심포니 수석 역임                     ✿ 
양천구 ?  muserock@kbs.co.kr  모교 조교 역임   KBS 단원                    ✿  

⋆2006.10  안양예고 음악부장 역임     
⋆2019  한세대 교수  총 무 97~02 
 ?  byungangsi@freechal.co   부천시향 수석 역임          ✿ 

?

? 
? 
화성시  prooboe@hanmail.net  
관악구  KBS 단원
?  부산시향 수석 역임
강남구  bassoonlab@yahoo.co.kr.   성남시향 수석
고양시 ?  덕원 예고 교사
관악구 ?    수원시향 단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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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당구  서울시향 단원 역임.  안양예고 음악과장         ✿

캐나다 ?
?  
용산구 ?
프랑스 ?
?

대전 ?  대전 예고 교사
?    안양 예고 음악과장 역임
종로구 ?     부천시향 단원 역임
 ?

인천시   인천시향 단원
 ?      K.B.S. 수석

미국 ?
미국 ?
서초구 ?
 강동구 ?  서울시향 단원 역임   충남대 교수
미국 ?  
 ?    부천 정보 산업고 교사
미국 ?
? 

?    
?    
?           인천시향 단원 역임
용산구 ?  tukutuku@hanmail.net  KBS 수석 역임            ✿
서초구 ?  maya-hwy@hanmail.net   .KBS 수석 역임            ✿
성동구 ?  부천시향 수석  역임            ✿
?   건국대 교수 역임            ✿
안산시 ?    경기도향 단원  역임
? 
광주광역시 ?
성북구 ?  국민대 교수. 학장 역임
관악구  trphong@hanmail.com   성남시향 수석 역임 
대전시 ?  hornyw@hanmail.net    청주 시향 단원 역임 
미국 ?
서초구     서울시향 단원 역임   동덕여대 교수

 미국 ?  
미국 ?
?

?
서초구 ?   성신여대 교수
해외거주 ?
?

 춘천시 ?      1989-91 모교 조교 역임    KBS 단원 역임          ✿ 
종로구  heesukk@msn.com 
?
남양주시 ?
화성시  kingro99@hanmail.net  백석대 조교수,  화성심포니 단장 총 무 02-16
용산구      ms2flute@hanmail.net  코리언 심포니 수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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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구 ?    코리언 심포니 수석 역임          ✿
마포구  유라시안 단원
?
?
성남시  jsyzzzz@dreamwiz.cora   경원대 겸임          ✿  
성남시      계원 예고 교사
?  안양 예고 교사 역임
서초구 ?  상명대 교수. 학장      
인천시      인천시향 단원        

 미국 ?  

?
미국? 이민  kkw64ter@yahoo.co.kr  부천시향 단원  역임         
?
전주시  ? fullscore@hanmail.net전북대 인문대 경배와 찬양학과 교수
대전시 ?
캐나다 ?

 마포구     광주대 겸임         
미국 ? 
 마포구 ?  sejong-yoo@yahoo.co.kr.  가톨릭대 겸임
관악구  부산 경성대학 교수
양천구 ?  hallo112@hanmail.net  서울시경악대 대원
?
?
?

 ⋆(199?)
?
미국 ?
?   MBC악단 단원 역임
동작구      서울시향 단원          ✿
?  닛시 오케스트라 지휘자
?
영등포구 ?  코리언심포니 단원 역임
 강남구 ?  수원시향 단원 
미국 ?
미국 ?

강남구 ?  chalameau2000@yahoo.co.kr 강남심포니단원 역임. 서경대 교수
?  KBS 단원 역임  
서초구  김영진 풀륫 크리닉 사장 부 총무 91-96
?  
양천구 
강동구 경기도립 단원 역임
미국 ?
?
?
?
구리시 ?  fgoh65@yahoo.co.kr  뉴서울필 단원 역임
미국 ?
용산구 ?
은평구  부천시향 단원 
동작구  Tolbiac@netian.com
미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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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  광주시향 단원
성북구  josualim@hanmail.net   경기도립 단원 
도봉구 ?  아마빌레 현악사 사장 역임
?  
일산  jiicse@naver.com 
?  
 ?    
 강남구

구로구  skyungkim@yahoo.co.kr  1992 모교 조교 역임 총무(02-   ✿
경기도 의왕시  수원시향 단원    
?
?
?
미국  소리얼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단장, 강릉대 출강
송도  인천시향 단원 
미 국 ?  kmbae@hananet.net   강남교향악단 단원 역임
?
고양시 ?
독일  유라시안 수석단원 역임
용산구  lucyoh@unitel.co.kr    KBS 단원 역임   진주 인제대 교수
불란서 ?
서초구  meein2@chonlian.net  부천시향 단원 부 총무 08-11
경기도 의왕시  부천시향 단원             ✿ 
광진구  로렐 심포니 수석
 과천시 ?   과천필 단장
뉴질랜드 ?

 미국  ?             ✿
 미국  ?

? 숭실 콘서바토리 강사
광명시  ? 광명심포니 음악감독 겸 상임지휘자
고양시 malletkim@hotmail.com   수원시향 부수석 
?
강남구
?
?       
?       금란 청소년 교향악단 지휘자
미국 ?

 강동구 ? 대전시향 수석 역임    경희대 교수
서초구             ✿
?

⋆(2020) 수원시향단원 · 강남심포니 단원 역임 
?
해외거주  ?
송파구 성덕여상 교사.    중국 칭다오 청운 한국학교 교사 역임
?  경기도향 수석
?
해외거주  ? 대학원 졸업

미국  ? 서울시향 단원 역임                    
수원시 ? 경기도향 부수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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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 ? 스피릿 심포니 지휘자
고양시 국방부 군악대장 역임.  고교 교사 
? 계원 예고 강사
용산구 clarsong@unitel.co.kr    KBS 단원             ✿
고양시  ? rosandy@nate.com      KBS 단원
용산구 agribbina@yahoo.co.kr    뉴서울필 단원
?
?
수원시  ?   경기도향 단원 역임
서초구 ? 서울시향 단원
서초구   KBS 단원 역임
파주시 conductor@festivalsymphony.com 페스티벌심포니 상임지휘 
?
강남구 ? 과천필 수석 역임
? 영농 후계
서초구   halarine@hanmail.net   부천시향 수석
전주 ? 전주시향 수석
서초구 경기도향 수석           ✿

 ? luciakye@hotmail.com   수원대 겸임
고양시 ? 김포 심포니 단장
강남구  
성동구 jungimkim@hotmail.com   중부대 교수 김나원으로 改名

미국  ? 부천시향 단원 역임            ✿
강남구 부천시향 단원
강남구 삼성 재단 근무
미 국  ?
공주시 아름다운 오케스트라 상임지휘.  공주 교대 교수
?
강남구 ? oboelee@hotmail.com

  Sx 서초구   공주 영상정보대 교수 역임   
경기 광주시 성남시향 단원
고양시 ? imsumigg@hotmail.com  부천시향 부수석   
서초구 siwon1010@hanmail.net   KBS 단원 역임
광진구 대원 예고 교사
강북구 수원대 겸임 역임    필로스 음악감독
동작구 pg4plus@hotmail.com    부천시향 단원             ✿
? 

미국  ?
안동시 ? 
? 
분당구 nsoo70@hanmeil.net    성남 시향 단원         
마포구 ? 모교 조교 역임 1994            ✿
남양주시 코리아 페스티벌 심포니 음악감독
일산 
관악구 
사무국장 2020-

(사) 엑스폴 오케스트라 음악감독 겸 상임지휘
cntok@naver.com 

총 무 2006~2019
홈페이지 관리

 ⋆ ( ? )
? 
? 
미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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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당 ? 
영등포구 yearnshin@hanmail.net
강남구 hacho1114@hotmail.com

송파구 서울시향 수석            ✿
? 모교 교수              ✿

⋆{2002년} 경기도향 수석 역임
?
?  
? 
서초구 ?   yoonjoosim@yahoo.co.kr 
관악구 수원시향 단원

강남구 KBS 수석 역임, 한국예술종합학교 교수              
✿

용산구 ?
강남구 joon7202@unitel.co.kr  수원시향 수석 역임. 경희대 교수            ✿
강서구  영등포 공고 교사
? 
용산구 ? 코리안 심포니 단원 역임
용인시 ? 유라시안 수석 역임         
종로구 서울시향 단원
독일  ? 독일                                      

? 
서초구  모교 교수                                                         ✿
?  
? 
 강남구 ? 
수원시 ?
서초구
? 
? 
? 
? 
? 
영등포구 obcho87@yahoo.com                      ✿
관악구 산타바바라 단원 · 경기도립 수석 역임 서울교대 교수                 ✿
용인시 kmh9251@chonlian.net   부천시향 수석            ✿

 ? 부천시향 단원 역임  
?  
?          

서초구 수원 시향 수석

? 
서초구 수원 시향 단원         
분당구  ? 
종로구
인천시  ? 갈산중 교사
서초구  ?

 서초구  ?  liebeoboe@hanmail.net성남시향 단원 역임
 부천시  부천시향 부수석     
경기 성남시 서울 색소폰 콰르텟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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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85학번 심 상찬 동문 댁

?
중구 ?  1997 모교 조교 역임            ✿ 
용산구 ?
? 
?
?

 서초구
동작구 ? miokhan@hanmail.net   부천시향 단원

고양시 ? ersteoboe@hanmail.net 코리안심포니 단원
?     
?  
?

? 
제주도 ?
용인시 프라임 필 부수석
서초구  ?  충남도향 수석         
? 양일고교 교사
독일 ? Paul Rhee Gustavstr.5093 KÖln Germany        
영등포구   부천시향 부수석        
?
? 
서초구 jieyoun@gmail.com  프라임필 수석 역임 부 총무(18-
서초구 ? 원주시향 수석                                               
 하남시 경기도향 수석 역임                       
?
?

성남시 89 김 남수 동문 댁
?

?  
분당구
분당구 92 원 무연 동문 댁   서울 색소폰 콰르텟             ✿
미국  ?                                                
?

?

관악구 ?  
?      
카나다  ?
?

 강남구 ?
?  
서초구 ?  인쳔시향 수석
동작구 tubistgie@hanmail.net   서울시향 단원             ✿  
? 1999 모교 조교 역임             ✿
화성시    부천시향 단원
?

미국  ?
성동구 원주 필 수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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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  ? 
남양주시 ?  
?    파라다이스 기획
? 코리언심포니 단원 역임             ✿
서초구                                                    
?

?
성남시 페스티벌 심포니 단원
서초구                                                
? 
? 
분당구 ? 유라시안 단원
관악구 부천시향 부수석   
미국  ?
?                                                     
서초구 서울시향 단원         
? 

? 

?                                                      
?                         
? 휘문중학교 교사
강동구 K.B.S. 단원 역임  경기도향 수석
서초구 ghsunwoo@amail.com          
미국  ?                                                      
강남구 ?  백암 고교 교사
?
용산구 부천시향 단원
서초구 
마포구 2004 모교 조교.역임   K.B.S.근무             ✿  
용인시 ? 
강남구 ?                                                     
마포구 ?  

미국  ?                                                      
영등포구?                                                        
강남구                                                      
? 2001 모교 조교 역임   월촌중학 교사             ✿ 
영등포구  ?                                                     
부총무 07~17  
경기

서울심포니 단원 역임       

송파구    
서초구 ?  충남도향 수석 
? 

? 

?                                                       
부천시 ?
서초구     충남대 교수 역임(2011)     모교 교수             ✿ 
서초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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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

서초구 2006-08년 모교 조교 역임
             
✿ 

종로구 misung5@hotmail.com   서울시향 단원
?

?                                                        
?

⋆(1998) 발전기금 외 1999년부터 부모의 지원으로 관악기만을 위한 “우현 콩쿠르” 운영.   장학회 대표 목완수 

?

?   
광명시 ? 경기도향 단원
?   서울시향단원

?

 서대문구 ? 김포 심포니 단원
⋆(2019.7)             ✿ 
?
동작구
?

?

?

세종시 공군 군악 장교
 ?
?

?
강남구 서울시향 단원
?

성동구 ?
강남구 
송파구 
 ? 중국
춘천시 춘천대 교수

 ? 시울심포니 단원 역임
관악구 ?

 화성시 경기도향 단원
목포시 ? 목포시향 단원
금천구
송파구 ?
강남구  
? 
송파구
충남  ? 공군군악대
서초구

  ? 마포경찰서
서초구
강남구
관악구 ? 



- 17 -

동작구 
성남시 춘천시향 수석
광진구 성남시향 단원
강남구 ? 
관악구

 강남구 
광주광역시
? hyojae81@hotmail.com 유학

Ob 최   정 성동구 objung@hotmall.com  코리언심포니 부수석             ✿ 
강남구
용인시 ? 유학
 서초구
양천구 이도은 改名 

?

청주시 2010 모교 조교         ✿ 
? 유학
용인시 ? 서울시향 단원 역임 
?

 송파구  부천시향 부수석
 관악구 ?  대전시향 단원
 분당구
 관악구 ?
?

 김포시
 ?
 관악구 ? 유학

 서초구
 ?  
 동작구  
 미국 ?  
 양천구  cla8106@gmail.com  
 영등포구  과천시향 수석
 ?
 ? 유학
 강남구  경기필 단원
 관악구 ?  미림여고 교사
 ?
 동작구 ?
 파주시
 ? 유학
 ? 
 관악구 ?
 관악구 ? 유학
 ?
? 경찰악대
?
마포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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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 ? 코리안 심포니 단원  
?

?
군포시
울산시 
강남구 ?
서초구 ? ljy1104@snu.ac.kr
송파구 ? KBS관현악단 단원
영등포구 ? hana-bn@hanmail.net

 동작구          ✿
송파구 ? hi-kyoo@hanmail.net
?  
경기도광주 ? yanni1956@hanmail.net  충남시향 수석  2007 관악부장
관악구 ?
원주시 trumpetplayer@hanmail.net  
인천시 hm841202@hanmail.net   모스틀리 필 단원
?
서초구 snuckxogus@hotmail.com  부천시향 단원
광진구 ? 프라임필 단원
강동구 ? perc83@hotmail.com 유학

 서초구 iljiilji@hanmail.net    경기도향 단원
양천구 ? gracew17@hanmail.net 유학
과천시 i0min@hotmail.comi
 강동구 songyounghyun@empal.com  춘천시향 단원
한남동 guooho@hanmail.net
? jihae6557@hanmail.net
고양시 leowine@hanmail.net

  ? legna837@hanmail.net
   ? horn2023@hanmail.net
이민 ? hornno1@hanmail.net   외국대학 교수
? uhvalnara@hanmail.net 2008 관악부장
청주시 ? intofor@hanmail.net
용인시
? ssong501@snu.ac.kr 유학
경기·여주군 ? songtrombone@hanmail.net 
관악구 uba85@hanmail.net      모스틀리필 단원
성남시 분당구 violet0623@hanmail.net  수원시향 단원
청주시 ? muse_mj@hanmail.net   경기필 단원

강남구 ? hyeree17@hanmail.net  유학
 서초구 baboosara@yahoo.com  
강동구 mirae85@hanmail.net  부 총무(19-
종로구 oboe0406@hanmail.net   
종로구 clarinet85@hanmail.net  
용산구 art803@freechal.com
강남구 ? lulin@freechal.com110-104  유학
? tinyfagottist@hanmail.net
? dearro85@hotmail.com  유학
수원시 Leejjing85@hanmail.net
중랑구 gashorn@hanmail.net  코리안심포니 수석 역임
구리시 ? 신미현15@hotmail.net



- 19 -

광명시 yegres@hanmail.net   서울시향 단원
? suho1004sh@hanmail.net
동대문구 ? yosep84@hanmail.neet  유학
경기도 ? ksisi112@hanmail.neet
춘천시 ? chses04@hanmail.net
분당구? tuba-yg@hanmail.net
김포시 kjy85@yahoo.co.kr
? 

 Fl  유지홍 중랑구 jihong85flute@hanmail.net  
 Fl  허윤정 ? eez673@hanmail.ne 유학
 Ob 김종엽 ? jomgyeob86@yahoo.co.kr 2010 관악부장
 Ob 조은영  ?  cey84@hanmail.net    수원시향 수석
 Cl  김주민  ? maddog21@empal.com     
 Cl  강신일 경기도 광주시 clarinet-86@hanmail.net        
 Cl  조동현 마포구  jdh5257@hanmail.net  

 영등포구 ? silver0315@hanmail.com    유학 자퇴.
 Bn 윤지영 관악구  0112332986@hanmail.net   프라임필 수석
 Sx  이준호 중구 musician7@hanmail.net  
 Hn 김현영  동대문구  hyynyoung465@hanmail.net    인천시향 단원
 Hn 이치훈  ? taiji8508@hanmail.net    2011-12 모교 조교 유학09관악부장 ✿ 
 Tp 김지영 성북구 ? jyjy0113@hanmail.net    
 Tp 오주연  ? tpojy@hanmail.net   
 Tp 홍성민 관악구  trumpet6097-hsm@hanmail.net   프라임필 수석  역임
 Tb 김영은 전북 부안군? kye3119@hanmail.net 
 Tb 안다혜 강동구 ?  12345enen@hanmail.net   원주시향 단원  
 Tu 김가영 관악구 ?  gingaba@hanmail.net  
 Pc  이  현  ? hbh119@hanmail.net  

 Pc  신은지  ?  2j1317@hotnmail.com  

 Fl  서지원  용산구  jsuh87@hanmail.net 
 Fl  이진아  대전시
 Ob 김지영  용산구 ? lovelyjee@hotmail.com 유학
 Ob 오민정 서초구
 Cl  박성희  분당구 ?  xxsung_heexx@hotmail.com  

 Cl  이소민  강남구 ?  
 Cl  한세희 강남구 skybird10300@hanmail.net  
 Bn 김미소  ?
 Bn 박지윤  강남구 ? 과천필 수석                                       
 Hn 백송희  구미시 ?  
 Hn 정희찬  영등포구 precioushorn@naver.com  

 Hn 최강산  강남구  2013 ~ 15 조교            ✿
 Tp 조소영  성남시 수정구 

 Tp 권민경  충주시  trumpet0120@naver.com 

 Tb 심지혜  ? 유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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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b 이나리  관악구 ? 부천시향 수석  역임                                    

 Tb 이인희  강동구 ?  
 Pc  기현정  인천시                                       

 Pc  박수정  성남시 분당구  춘천시향 단원

 Hn 김동균 ? horn99@naver.com   코리언필 단원 
 Bn 김새미 강서구 ? bethel-kimsm@hanmail.net      
 Ob 김수진  용인시 수지구 luxury0691@daum.net      
 Hn 김승훈 전남 ? paxmanhorn324@hanmail.net      유학 
 Tp 양세준 부천시 jsa6122@hanmail.net      
 Sx  여요한 춘천시  dudygks@hanmail.net   미
 Tb 오세리 청주시 ? yksosr@hanmail.net   유학

? bassoon788@nate.com                        유학 자퇴
 Cl  유  청  마포구 wizniken@hanmail.net     
 Fl  윤숙정  ? galuppi@hanmail.net    
 Ob 이명진  종로구 aapaz@hanmail.net     
 Pc  이  비 강남구 ? hb121024@hanmail.net       

 Fl  이정아  ? juhga88kr@daum.net     신한은행         
 Hn 조안나  안양시 annahorn88@naver.com    원주시향 단원   
 Hn 조항군 충남 ?          
 Cl  최예니 과천시 ? cla486cyn@hanmail.net    프라임필 단원
 Tp 한선교 ? foryouashot@hanmail.net   자퇴
 Pc  황수진 화성시 sujins5161@hanmail.net   

 Pc  강주영  강동구 ? bkhammer@snu.ac.kr  자퇴 

 Pc  강지영  노원구 ? foll04@nate.com 
 Tp 김나정  강서구 ? 유학
 Tb 김미로  ? o_ko_k@hanmail.net 
 Hn 김성욱 김포시 izon-_-amazon@hanmail.net 
 Fl  김지혜  서대문구 ? ovaaavovaaa@hanmail.net 
 Cl  박인성  충남· ? love#0731@nate.com 13 관악부장 
 Ob 서윤정  vi222iv@hanmail.net 
 Fl  오승민  ? blueday_6@hanmail.net 
 Cl  윤보라  clara8960@hotmail.com  
 Pc  이슬기  성북구 wrkn@naver.com
 Bn 이은호  강남구 fagott0411@hanmail.net 
 Tu 이찬영  관악구 cksdvd213@naver.com 미
 Cl  이효진  강남구 ? 88hyojinlee@hanmail.net 
 Hn 임태훈  ? dlaxogns19@hanmail.net 유학
 Sx  장원진  성남시 cwi4023@hanmail.net 
 Tb 전태일  관악구 nmnm215@paran.com
 Ob 정지인  성동구 ? jij321@hanmail.net 유학
 Tp 정태진  ? taejin888@nate.com 2011 관악부장
 Sx  최영헌   koggr14@naver.com 2012 관악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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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n 허리사  ? imlisazzz@hanmail.net 유학

 Bn 강윤지  서초구 ?  yoonchiz@hanmail.net   유학
 Hn 고예랑  동작구 ?  na9090n-_-@hanmail.net  유학
 Hn 김단비  동작구 ?  danbie9044@hanmail.net  유학
 Fl  김문수  양천구  moon-su91@hanmail.net 
 Tb 김은별  ?  k4334k@hanmail.net     Asiana
 Ob 김인경  부천시  appie330@hanmail.net  
 Fl  박소희  관악구  zzang9811@hanmail.net 
 Hn 박승실  고양시 ?  pink-00@hanmail.net 
 Ob 박예슬  강남구 ?  yeseuloboe@hanmail.net  유학
 Hn오세아스  과태말라 ?  clasico440_oc@hotmail.com
 Tb 오윤섭  관악구 ?  ohyun147@nate.com              군
 Bn 오현주  안양시 ?  ohj204@hanmail.net 
 Pc 우요섭  ?  wys0106@hanmail.net  
 Tp 이수진  ?  ptp609844@yahoo.co.kr 유학
 Cl  이윤영  강동구 ?  tough0728@nate.com 유학
 Tp 이희종  ?  roadmusician@naver.com  
 Cl  장재영  중랑구 ?  beroo2415@hanmail.net   
 Pc 장혜진  인천시 ?  hyejin_9640@hanmail.net 
 Tu 한용희  구미시 ?  forever_hyh-_-a@hanmail.net 

 Fl  김예성  강남구 ?  yes0173@naver.com    

 Fl  이지운  ?  jw2612@hanmail.net

 Ob 고민지  강남구 ?  minji-1990@hanmail.net 

 Ob 박시윤  서초구 ?  bestfriend1025@hanmail.net  유학
 Cl  강석원  용인시  drsok1226@hanmail.net  

 Cl  김진수  성북구  powerexcel2070@hanmail.net   

 Cl  박예실  서초구  pyscla@naver.com

 Bn 최윤경  고양시 ?  whitecyk@hanmail.net   

 Bn 이경진  금천구 ?  lshlk2003@hanmail.net  
 Sx 김수룡  관악구  gogo6654@nate.com             
 Hn 이호권  관악구  dlghrnjszja@hanmail.net  

 Hn 기현경  강남구 ?  hkkee91@nate.com 
 Hn 김태혁  대구시 ?  to77i@hanmail.net 

 Tp 최문규  관악구  trumpet0730@gmail.com            
 Tp 강민우  중구  minwoo721@hanmail.net  유학
 Tb 주인혜  고양시 ?  inhye1217@naver.com 유학
 B.T 박은서  ?  trombone@naver.com   

 Pc 김지연  광진구 ?  szjiyeonsz@nate.com    

 Pc 박혜지  ?  hjp0324@hanmail.net  

 Pc 최금성  ?  cnut03@hanmail.net  

 Fl 임혜령  수원시 ?  kkk121c@yahoo.co.kr 유학
Ob 차시현  인천시  skylookj@hanmail.net   

Cl  고태원  동작구  wowgorae@hanmail.net  2014 관악부장
Bn 김지혜  동대문구 ?  kjhye527@nate.com 

Hn 이지민  강남구 ?  jimin724@naver.com 

Hn 조상현  ?  from9to6@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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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p 최혜민  송파구 ?  min-1023@hanmail.net 

Tb 이수진  ?  su624@nate.com 

Sx 이송이  충남 당진구 ?  dlx l5984@naver.com

Pc 강수진  ?  Marimbist.SJ@gmail.com 

Fl  고은주  송파구 ?  katheline@naver.com   

Ob 이광일  중랑구 ?  sungsoon70@hanmail.net      

Cl  이진아  경기 광주시  amiable42@nate.com   

Bn 백승훈  ?  back-seung-hoon@hanmir.com

Tp 전화종  ?  wjsghkwhd@hanmail.net               미
Tb 최유덕  ?  yooduck@hanmail.net 

Tu 강현수  관악구  kangka905@nate.com    15년 부장     
Pc 정지수  청주시 ?  dmadkrakqjqlk@hanmail.net    유학
Hn 김신영  수원시 ?  shinyoung0612@nate.com

 ?  dri8383@hanmail.net   

 도봉구  ?  algus3753@naver.com   

 서대문구 ?  mynill@naver.com    
 동대문구  ?  spb00136@yahoo.co.kr  

 부천시  tum98@naver.com     

 마포구  ?  kku4226@naver.com  17년 부장     
 분당구  h.azzy@naver.com                             

 천안시  scfg2213@hanmail.net                         

 의정부시  uunnhare@naver.com                          조교 16년   ✿
 송파구 ?  caliom@naver.com                             미
 송파구 ?  fhorn@hanmail.net                             

 충남 당진군  ijk8533@naver.com 미
 ?  pangte@naver.com  

 광진구  rose940113@naver.com                        

 ?  soljikim91@naver.com         

 관악구  castle2235@gmall.com

 ?  cherrysuji@naver.com  

 은평구  dmadkrakqjqlk@hanmail.net  
              
군

 ?  

    

   
 

 

 
 

 용산구

               
 

 

  18년 부장     
 양천구  군제대 복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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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작구  smart49@naver.com 

 용인시  ekdlsvmffbt@naver.com 
 ?   sjwnrdl@naver.com 유학
 성남시  valfun@naver.com 
 관악구  mirumi@naver.com 

 수원시   nafiel@naver.com 

 분당구  bnjsy2222@naver.com
 송파구  gucci5@nate.com 

 분당구  csy9511@nate.com 

 충남 보령  kgj5127@naver.com  

 중랑구  leeeb1024@naver.com 미졸
 시흥시  eunstar3927@naver.com  

 이천시   sks3258@nate.com 
 양천구  hyjnice9494@nate.com 

 ?   yys434@naver.com 

 관악구  zergjr@hanmail.net
 종로구  filter1994@hanmail.net 

 고양시  snfrns@naver.com 
 용인시   pretty941004@naver.com(

 별세(20 21)  
 강원 태백  dnfl2426@naver.com 미졸
 경기 광주시  bora7478@naver.com 미졸
 충남 서산시  ssng5373@hanmail.net 

Fl  신재연   서초구  wodus1507@hanmail.net     

FL 서희륜  대구시  zug8877@hanmail.net   

Ob 김수영  성동구  oboe0120@naver.com 

Ob 윤성영  강남구  bbun5@naver.com  자퇴

  Cl  박상진  용산구  joonho.park@dhl.com 

  Cl  양수현  ?  ysh951029@naver.com 

Bn 최수아  강남구  sooah1996@naver.com   

Bn 김민주  강남구  puppy10003@hanmail.net 

Hn 강해영  남양주시 ?  khayoung15@naver.com   

Hn 정현수  서초구  jhsu96@naver.com    

Hn 조예은  관악구  96yeun@daum.net  

Tp 전재혁  송파구  gurwo9769@nate.com         군 제대 복학
Tp 성청경  ?  tjdcjdrud@naver.com    군입대
Tb 윤지언  관악구  wldjsdl789@hanmail.net   군입대
Tb 정영수  동대문구  jys7396@naver.com    17년도 관악부장
Sx 김원태  춘천시  kwt0403@naver.com 군입대
Tu 박소정  관악구  thwjd8673@naver.com     

Pc 김동현  강남구  dnltl1234@hanmail.net

Pc 박현준  강남구  sem6645@hanmail.net    

Fl  송유담  관악구  yudams0209@naver.com    

Hn 전혜진  충남 서산  iopgw@naver.com    

Tb 홍성혁  충북 보은  dhgn112@naver.com  군 제대 복학
Sx 홍규선  여주시  rbtjs4807@naver.com    20년도 관악부장
Ob 한효남  양천구

 군포시  chomj1024@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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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채현  수원시  onion0607@naver.com      
송현정  강남구  amy1468@naver.com             유학
김수아  광진구  yasmine__@naver.com                      
정한샘  ?  pq4268@naver.com                      군 제대 복학 
김현수  서초구  kimcla1@naver.com                    유학
김진솔  중구  sol2323@naver.com               
곽서란  고양시  s2seoran98@naver.com                  
이용규  서초구  dldydrb1212@naver.com                  군 제대 복학 
최민주  경남 의령군  alswn572@naver.com                       
조은영  수원시  dmsdud9075@nate.com                        
김동민  관악구  hkm011@naver.com                  군입대
김다빈  관악구  tcreate96@naver.com                   
이솔아  강남구  ccross4457@naver.com                  
이민성  도봉구  105+2002ktop422@naver.com
이재혁  안양시  wdsd112@daum.net              2021년 관악부장
손예선  노원구  jh04165@naver.com      자퇴
안드레  관악구  okm0146@naver.com                  미졸

오경민  군포시 
손  민  동작구  clamin960@naver.com 

조은비  관악구  whdmsql3377@nate.com         
윤선호  송파구  yoonsge@naver.com                         
조연수  성동구  cho980320@naver.com         
윤하영  강남구  eibtgkdud@naver.com
이준형  영등포구  password0814@naver.com                   
김찬우  화성시  jjanwoo1005@naver.com                     
이다인  서초구  ekdls5094@naver.com                       
정영서  서초구  yskhmom@korea.com 
조예지  관악구  98yeji@naver.com                           
김찬우  송파구  rlacksdn2007@naver.com                    
김영진  관악구  bees96@naver.com                              

안경미  중랑구  bungsuk@naver.com                         

최예린  강남구  shilohlynn@naver.com                       군입대
편우빈  천안시  tigertau@nate.com                          군입대
원종현  동작구  supperwjh@nate.com                        
손유진  서대문구  syj8025@naver.com                          

김성수  관악구  kcockkc@nate.com                          군입대
오지성  관악구  yuoxo123@nate.com                         
김태영  서초구  cinnamoro@naver.com                       

  김보영  부산시  hyunhae@daum.net 
  최윤혁  경기도  gabriel1004abc@naver.com  군입대

 조서영  서초구  csya777@naver.com 
김서희  양천구  kimsh991026@naver.com 

  홍정민  경기도  jeongmini114@naver.com 
  유은진  수원시  sesmam0424@naver.com 

김우아  은평구  wooahkimwoo@daum.net
 신이솔  경기도  shinyisol@naver.com                            유학

 염재빈  종로구  fpemdkenl1218-@naver.com                    
  박세연  강남구  pilot0724@naver.com                           
  박다빈  충주시  db1203@naver.com                             

서지민  경기도  dkswpffk27@naver.com                         
 손주빈  수원시  jbub0104@naver.com                           
 신지섭  송파구  jason8497@naver.com                          군입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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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민기  강원도  kmm1003@naver.com                          군입대
  이동용  중랑구  eas1@naver.com                               

 조성희  충남  xkdlaj9@naver.com                            
 이진원  관악구  eejin5012@naver.com 군입대
 김용진  노원구  dydwlsdydwns@naver.com                      

  손유진  강원도  s_percussion@naver.com                      

  김다빈  대전시  daisykim45@daum.net 
 백은비  고양시  qodmsql3@naver.com 
 이유진  강남구  loboe100400@naver.com 
 문소현  용산구  sohyunob00@naver.com 

  김세현  성남시  shyunkim03@gmail.com
 박소은  성남시  thdms6312@naver.com 
 조원기  안동시  wk9029@naver.com 

  오승은  노원구  seungeun910@daum.net
 진주시  pcj7295@naver.com 군입대

  박가린  남양주시  sts07119@naver.com 
  김용환  예산군  didmadidma@naver.com 

 대구시  qkr6162@naver.com 
  노원구  swkim440440@naver.com
  강동구  il9557@naver.com 

 과천시  rjtjddp@naver.com 
 경기도 광주  jk330330@naver.com 군입대
 수원시  rkqls2893@naver.com
 춘천시  dlaqudgus0915@naver.com 군입대

 한범규  수원시  eomqbeomq38@gmail.com 군입대

   노원구  nanayes3007@naver.com 
  영등포구  misolflute@naver.com
최수연  용산구  lcsyjasmine918@gmail.com 
김주혁  창원시  juhyeok111@gmail.com  

    서초구  coketina@naver.com 
  송파구  minigeorge@daum.net 

   성남시  tmd9960@naver.com 
    용인시  ylyl0114@naver.com

신상혁  의왕시  sjs8548@naver.com 군입대
 충청남도  ssuki1107@naver.com

   서대문구  qkrdpfla0816@naver.com
  예산군  jtc0808@naver.com
  관악구  sjsjung5094@naver.com

 광주광역시  pyeongan68@naver.com 군입대
  밀양시  sonjangwon1@gmail.com

 여수시  thdmsqls4213@naver.com
 이천시  kunwoo4097@naver.com 
 예산군  zzss5012pm@naver.com

윤  완  성남시  best0.yoon@gmail.com
박채림  대구광역시  crys07@naver.com
김나영  충북 옥천군  i_d0856@naver.com

    강서구  sallynohfl@gmail.com 
  성남시 분당구  bssmam@hanmail.net 
   성동구  nrkim68@naver.com 

 성북구  totonsera@naver.com 

 부산시 금정구  dorothy020525@naver.com 
 송파구  spjeongsh@gmail.com 
 서초구  02ahnhorn@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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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파구  lsa1269@naver.com
 경남 산청군  kwwstar2@naver.com 
 고양시 일산구  dysam123@naver.com

  서초구  keby1005@gmail.com
 서초구  howon420@naver.com
 대구시 북구  a01045997471@gmail.com
 대구시 중구  kwbone@naver.com
 경기도 광주시  iamjungu@naver.com 
 경남 진주시  juhs0108@naver.com
 인천시  rlagkrfohlad@naver.com 
 중랑구  ngm0021@naver.com
 강원도 평창군  ekslsl123@naver.com 
 경기도 고양시  dmlwpsla123@naver.com 
 강북구  chzhfflt3255@naver.com 
 경남 밀양시  lee34615842@gmail.com

 도봉구  wjk00921@gmail.com
 강남구  semmjily101@naver.com 
 용산구  oboeyoung@snu.ac.kr 
 분당구  jun22@naver.com 
 평택시  abc6545253@naver.com 
 서초구  hyesungmedi@naver.com
 송파구  kb102437@naver.com
 성남시 수정구  flds8802@gmail.com  
 수원시  2695min@naver.com
 대구시  stella031030@gmail.com  
 양천구  haereehime@naver.com 
 인천시 부평구  bmhbmh1234@naver.com
 창원시  kimdongwon1007@naver.com 
 경기도 광주시  kmcjys0@gmail.com  
 대구시  joker1909827@gmail.com 
 관악구  rkddlf1130@naver.com 
 평택시  donghunee22@gmail.com 
 인천시  gksrhkdtjr13@naver.com 
 분당구  ryan614@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