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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이

석 남님

1936년 11월 7일 ~ 2019년 10월 2일

최성자, 이경수, 이채연, 이봉수 드림
“함께해주신 마음, 보내주신 위로,
잊지 않고 가슴에 새기며 살아가겠습니다.”

故 이 석 남 님 약전

약 력

아버지는 1936년 11월 26일(양력) 경기도 이천시 설성면 금당리에서 4남 2녀 중

1953.3. ~ 1956.2

서울 덕수상업고등학교 졸업

넷째로 태어나셨습니다. 부모님을 일찍 여읜 아버지는 열네 살 때 상경하시어 덕

1965.1. ~ 1971.8.

삼성정판㈜ 영업부장

수상고를 졸업하셨습니다. 아버지는 학업을 계속하고 싶었지만, 가정 형편상 꿈

1971.8. ~ 1985.8.

㈜삼경정판사 영업 전무이사

을 접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1985.8 .~ 1990.6.  

삼화당정판사 대표

아버지는 서른두 살에 어머니(최성자 여사)와 결혼하시어 슬하에 2남 1녀(경수,

1990.6. ~ 2013.12.

㈜삼화당피앤티 대표이사

채연, 봉수)를 두셨습니다. 아버지는 어머니와 함께 저희 3남매가 훌륭히 성장할

2013.6. ~ 2019.9.

㈜삼화당피앤티 회장

수 있도록 사랑과 정성을 쏟으셨습니다. 저희 어린 시절, 아버지는 주말이면 늘
저희 3남매를 데리고 나들이를 가실 만큼 가정적인 분이셨습니다.

유 언

아버지는 술과 담배는 입에도 대지 않으셨습니다. 아버지는 화초와 수목을 가꾸
며 기쁨을 누리시던, 꽃 중에서도 철쭉과 진달래를 특히 좋아하시던 감성적이고

“ 여보! 아까 소리치고 화내서 미안해.

낭만적인 분이셨습니다.

이러면 안 되는데 그냥 당신한테 그랬네.

일찍이 인쇄업계에 뛰어든 아버지는 50세에

좋은 것만 생각하고 행복하게 살아….

사업을 시작하시어 적지 않은 성취를 거두셨

내 느낌에 다시 못 일어날 것 같아.

습니다. 하지만 앞만 보고 달리신 나머지, 70

너희 삼 남매는 똘똘 뭉쳐 어머니 잘 모시고

세에 간 경화로 간이식 수술을 받으셨습니

가족들과 행복하게 살아야 한다.”

다. 이식 수술 후에는 건강 관리에 신경 쓰시
면서도 늘 가정의 화목을 강조하셨습니다.
그로부터 어언 14년이 지났습니다. 아버지
는 가정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항상 깨끗
한 몸가짐과 절도 있는 생활을 강조하셨
고, 당신 스스로 실천하셨습니다. 그런 아
버지를 마음속 깊이 존경합니다.
아버지, 고맙습니다. 그리고 사랑합니다.
- 아들 봉수 올림

▲ 부모님

▲ 베트남여행(2019년 8월)

▲ 손주들과 함께

어머니가 아버지에게 보내는 헌시

자식들이 아버지에게 드리는 헌시

백년

아버지 그 이름

백 년을 만날게요

한평생 흙에 몸을 뒹굴고

십 년은 내가 다 줄게요

좋은 음식 좋은 것

이십 년은 오로지 가늠할게요

당신 몸에 움켜쥐기를 주저하셨던

삼십 년은 당신하고 다닐래요

가엾은 넋으로만 사시다

사십 년은 당신을 위해 하늘을 살게요

앞뜰 매화꽃 핀 그 좋은 봄볕을 물리시고

오십 년은 그 하늘에 씨를 뿌릴게요

아버지 야속히 떠나시다니

육십 년은 눈 녹여 술을 담글게요

목이 터져라 외쳐 봐도

칠십 년은 당신 이마에 자주 손을 올릴게요

들릴 리 없는 대답

팔십 년은 당신하고 눈이 멀게요

온기 알아볼 때

구십 년엔 나도 조금 아플게요

뺨이라도 더 부벼 볼 것을

백 년 지나고 백 년을 한 번이라 칠 수 있다면

죽도록 손이라도 더 잡아볼 것을

그럴 수 있다면 당신을 보낼게요

아침 해는 저리 밝게 떠오르는데

▲ 팔순연 케이크 커팅

어찌 내 아비는 오지 않으시나
▲ 팔순연

▲ 여행길에

▲ 베트남여행(2019년 8월)

부모님(팔순연)

故 이석남 님이 인쇄업계에 남긴 족적

이석남 님은 50여 년간 인쇄업에 종사하며
품질제일주의를 통해 인쇄문화 발전에 앞장섰습니다.
연간 약 1천여 종, 6천만 장의 인쇄물을 생산하고
다양한 인쇄기술을 개발하며 효율적·체계적인 관리로
고급상업인쇄를 실현하였습니다.

- 	2008년 5월 INNO-BIZ(기술혁신형 중소기업)로
선정되었습니다. INNO-BIZ로 선정되었다는 것은
기술력뿐만 아니라 재정상태, 경영성과, 사업성, 기업 비전 등을
국가로부터 인정받았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 2008년 11월에는 자동조색 시스템 기술로 특허출원 및 		
등록하여 인쇄품질과 인쇄시스템의 향상에 이바지하였습니다.

- 	이석남 님이 ㈜삼화당피앤티 대표이사와 회장으로
재임 중 ㈜삼화당피앤티는 빛나는 실적을 거두었습니다.
- 2000년 3월 국제품질인증 ISO9001을 획득하였습니다.
- 	2008년 2월 SHD기업부설연구소를 설립해
인쇄품질 향상을 위한 시스템 개발을 본격화하였습니다.

▲ 인쇄산업신문 기사(2009년 9월 21일)

지금은 두 아들(경수, 봉수)이 아버지의 뜻과 기상을 계승하여
㈜삼화당피앤티를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삼화당피앤티는 선진 인쇄기술 개발에 노력함으로써
인쇄 및 출판문화 발전에 이바지하겠습니다.

▲ 월간PT 기사(2009년 10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