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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회 경일대학교 총동창회장배 골프대회 2005 경일대학교총동창회장배골프대회정산

■물품협찬
김성동 모교총장 기념타올200장
박진향 준비위원 전광판광고협찬(범어로타리)
김성은 (주)하얀얼굴예쁜몸매 쿠폰10만원권10매

■현금협찬(광고포함)
남기수총동창회장 3,000,000원
이덕록준비위원장 1,000,000원
정응호경기위원장 500,000원
김석성경 기 위 원 500,000원
부산지역 동창회 500,000원
구미·김천지역 동창회 500,000원
기계공학과 동창회 500,000원
전기공학과 동창회 500,000원
섬유공학과 동창회 500,000원
건축공학과 동창회 500,000원
토목공학과 동창회 500,000원
진재근건축학과동창회고문(광고) 1,000,000원
이헌구총동창회부회장(광고) 500,000원
나종기총동창회부회장(광고) 500,000원
85학번전기공학과김남균동기회일동 300,000원
사진값 482,000원

※협찬해주신모든분들께진심으로감사드립니다.

수상자 현황

상 장 성 명 소 속
우 승 임 경 춘 전기공학과
준 우 승 조 대 호 섬유공학과
3 위 강 원 술 구미지역동창회
메달리스트 이 문 희 전기공학과
리어리스트 최 이(여) 섬유공학과

김 남 균(남) 전기공학과
롱 게 스 트 김 희 숙(여) 구미지역동창회

김 경 기(남) 공업화학과
의 상 상 최 미 섬유공학과
인 기 상 김 상 건 전기공학과
미 기 상 김 재 우 부산지역동창회
백 타 상 이 승 로 건축공학과
보 기 상 김 동 태 토목공학과
파 상 신 봉 섬유공학과
특 별 상 강 현 중 전기공학과
버 디 상 이 정 식 토목공학과

주 요 사 업

주 식 회 사 범 서 정 공

자동차부품전문제조업체

- 자동차용 에어컨 콤프레샤 풀리 &

클러치 & 피스톤

-디젤 엔진용 연료 분사장치

▶ Address : 대구광역시 달서구 호산동 703-12번지
▶ Tel : 053)593-2000(代),      Fax : 053)593-2010
▶ 홈페이지 : www.bumseo.com   E-mail : bumseo1@chollian.net
▶ 代表理事 會 長 南 基 守
▶ (現) 慶 一 大 學 校 總 同 窓 會 長

지난8월 30일동창회활성화
와 동문 상호간의 우호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천혜의 자연경관
을 자랑하는 팔공산 중턱에 자
리한 팔공칸트리클럽에서 160
여명의 동문과 모교 교수들이
모인 가운데 제2회 총동창회장
배골프대회가개최되었다.
10시 30분경팔공칸트리클럽

하우스에 모인 동문들과 모교
교수들은 서로 반갑게 인사를
나누며 짐을 풀고, 협찬으로 들
어온 참가상품을 교부 받아 경
기준비에 들어갔다. 경기 시작
전 기념촬 과 시타가 있었는

데, 시타는 남기수 총동창회장,
모교총장을 대신해서 정현태
학생처장, 강현중 고문, 이덕록
준비위원장, 김석호 구미지역
동창회장순으로 시타를 하 다.
시타를마치후OUT 코스와 IN
코스로 나눠서 동시에 경기를
진행하 다. 4시간동안 경기를
마친 동문들은 클럽하우스 2층
식당에서만찬을가졌다. 오후 6
시 30분경 김종석 총무위원장
사회로 시상식을 시작하 는데
남기수 총동창회장은 대회사에
서“신학기를 맞이하여 바쁘신
학사일정에도 불구하고 시상식
에 참석해주신 김성동 총장님과
여러 교수님, 그리고 공사다망
한 가운데 귀중한 시간을 할애
해 참가해준 동문여러분께도 감
사의 말 드립니다.”라는 인사
말을 하 다. 이어서 김성동 총
장은 축사에서“이렇게 성대하
게 행사가 개최하게 됨을 진심
으로 축하드리며 앞으로 계속
발전된 골프대회가 되었으면 좋
겠다.”는 말 과 금번 경일대학
교가 8월 29일에 제6회 중소기

업기술혁신 대전에서 산학연
유공대학으로 대통령상을 수상
하 다는낭보의말도있었다.

이어서 김석성 경기위원이
본대회가 있기까지 그 동안의
경과보고를하 다.
정응호경기원장이수상자성

적발표와 시상식이 진행되었는
데지난 1회대회때보다참가동
문들도 많고 또한 여자 동문들
도 다수 참가하 으므로 니어리
스트상과 롱게스트상을 남·여
선수로 구분하여 수여 함으로써
당초보다 2명이 늘어나 16명을
수여하 는데, 수상은 학과(부)
회장, 지역동창회장, 고문, 총장,
회장순으로 16등 하위에서부터
1등까지지 수상토록 함으로서
전체 분위기가 가일층 흐믓 하
다.
2부에서는 본 대회에 물품과

현금을 협찬해주신 분들께 감사
하다는소개와축배가있었다. 
이어서 건배 제의는 대표로

강현중 고문이 감사하다는 인사
말과 모교와 동창회의 무궁한
발전을위한건배가있었다.

골프대회경기위원장
정응호(총동창회부회장)

김석성 경기위원 시상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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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0월 마지막 일요일, 작년에
이어 양 재약산에서 제2회 경일인
합동등반대회를 무사히 마치고 난
소감을적는다.
이 행사는 총동창회와 우리 학교

교직원 산악회인 요산회가 공동으로
주관한것으로되지만, 사실참가인
원이며 행사 준비에 대한 공헌도를
보면총동창회가주축인셈이고요산
회 회원들은 별 부담없이 그냥 따라
만 간 셈이다. 그날따라 쾌청한 가을
날씨는 여느 산에서는 보기 힘들게
넓은 정상 바로 아래의 계곡에서 흘
러내리는 맑은 물과 함께 환상적인
풍경을 우리에게 보여 주었으며, 이
름 그대로 藥을 품은 산이라는 載藥
山의 공기며 이곳은 계곡수로 만든
시원한막걸리를마시면서도시의공
기에 찌든 몸을 깨끗이 씻은 느낌이
었다.
친목을 도모하는 모임인 친목회

성격의 행사에는 여러 형태가 있지
만, 특히 산악회의 행사는 장거리에
장시간이 소요되며 심한 육체적인
노력과 때로는 위험이 수반되기에,
다른 친목회 행사와는 달리 주최 측
의주도면 한준비와완벽한행사진
행과정이 필요한데, 이번 행사가 아
무런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었던 것
이 모두 동창회 강현중 전임 회장님,
남기수 회장님, 김종석 부회장님 그
리고 다른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며,
전통과실력을자랑하는우리학교산
악회 OB, YB팀의 모든 분들께도
감사드린다.
처음 이 행사의 명칭을 지을 때,

‘등반대회’, ‘등산대회’또는‘등행

대회’중 어느 것이 좋은 지 약간
고민을 했었는데, 동창회 측에서‘등
반대회’로정해왔기에그래도‘등반
대회’가좀더‘폼’이나겠다싶었다.
사전에서 찾아보면, ‘등반(登攀)’이
란‘높은곳에오름’, ‘등산’은‘산에
오름’, 그리고‘등행’이란‘높은곳으
로 올라감으로 그 뜻이 설명되어 있
다. ‘등산’이란 단어는 너무 흔히 사
용되는 것 같아 식상하고, ‘등행’이
란 다소 낯설며‘원족(遠足)’즉, 소
풍간다는느낌이들기에‘폼나게‘등
반’이라고하는것이좋았던것같다.
재약산과 천황산 등은 내가 생애

처음 제법 힘든 등산을 하면서 엄청
나게 고생을 한 추억이 깃든 곳이기
에 이 곳을 찾을 때마다 새로운 감회
를 가진다. 그러니까, 1960년대 후반
고등학생일 때, 지금에 비하면 형편
없는등산장비를가지고이곳재약산
등을등산하면서처음으로텐트를치
고 야 을 하며 밤을 지새웠던 적이
있어, 당시의아마튜어등산도요즈음
에 비해 무척 어려웠다는 옛날 이야
기를해본다. 
교통이 편리해졌고 좋은 섬유소재

가개발되어요즈음은등산을한다는
것이 옛날에 비해 무척 수월해 졌다.
나의 기억으로 1960년대 후반에만
하더라도 국내에 등산장비를 제조하
는 회사가 거의 없어 등산용품은 거
의 모두 미제 군수 품을 사용하 다.
등산복 상의는 두 겹으로 된 군용 면
파커, 등산화는 워커라고 부르는 군
화, 텐트는 주로 2인용 군용 A형 텐
트 다. 그리고취사도구로서요즈음
의‘코펠’에 해당하는 것은 미국 군
인들의체격에어울리게우리에겐매
우큰‘항고’라고도불리는반합이었
다. 군용면파커속에는면내의를입
기에 땀이 많이 나면 온몸이 물에 젖
는 듯하 고, 워커라는 군화는 방수
가전혀되지않아비가올경우물속
을걷는기분이었다. 또 야 도중비
가 많이 오면 텐트를 걷고 하산해야
할 때가 있는데 이럴 때면 텐트가 물
에 젖어 그렇게 무거울 수가 없었다.
버너하면 군용 휘발유 버너와, 군용
이 아닌 포에브스, 옵티무스난 마마
슬루등의외제석유버너가있었지만

우리가 그런 것을 돈을 주고 사기엔
무리여서 간혹 빌려 쓰기도 했지만
고장 나기가 일쑤 다. 이런 버너가
귀했던 당시 밥을 지을 연료로서 나
무를많이사용하 기에반합에묻은
숯 검댕 때문에 반합을 배낭 속에 넣
을수없었다. 그래서이반합을넣을
큰 주머니가 붙은 한복 저고리 모양
의 키슬링이라 부르는 배낭을 주로
사용하 는데, 이 배낭은 옆으로 너
무 커서 좁은 오솔길을 걸을 치라면
나뭇가지에 자주 걸려 애를 먹곤 하
다. 물론방수란거의되지않는것

이었다.
판초우의도 고무 코팅이 된 군용

이라 매우 두껍고 무거워서, 산속에
서 야 을 하기 위해 이런 장비들을
모두 짊어지고 등산을 한다는 것이
너무나 힘들었다. 그러나 이렇게 힘
든 산행을 마친 후 저녁에 계곡가에
텐트를 치고 나무로 불을 피워 해 먹
는밥맛이란꿀맛이었고반합밑바닥
에눌어붙은누룽지로숭늉을만들어
먹는 맛도 일품이었다. 밥을 먹은 후
모닥불을 피우고 하늘에 빽빽이 떠
있는 별을 바라보면 동화 속의 주인
공이 되는 듯한 기분이었다. 그리고
는 좁지만 촛불이 켜진 아늑한 텐트
속에 들어가 누워 밤늦도록 이런 저
런 애기를 하다가 잠이 들곤 하 다.
당시등산을다닌사람들이면누구나
이런 꿈같은 추억을 지니고 있을 것
이다. 이와 같이 불편한 교통사정과
형편없는등산장비로인해당시엔멀
고 산에 등산을 한다면 누구나 이런
고생들을 하지 않으면 안 되었던 것
이다. 이런점에서, 늦긴하 지만총
동창회의노력덕분에우리학교에서
총동창회와 교직원간의 합동등반대
회가 시작되어 1년에 한번이지만 등
산을 통해 보다 끈끈한 친목을 도모
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은 무척 반가
운 일이다. 아무쪼록 이 합동등반
대회가 해를 거듭할 수록 발전하여,
춘계·추계등반대회로 횟수도 늘어
나고참가인원도불어나등산을마치
고 下山酒를 마실 때 산행지의 버스
주차장이 우리의 등반대회 참가자들
로 붐비어 발 디딜 곳 없도록 되었
으면싶다.

제2회 경일인 등반대회 화 보

■현금 및 물품 협찬내역
①모교교직원요산회 : 산악용방석120개
②남기수총동창회장 : 보성녹차120개
③전기공학과동창회장 : 사과2박스
④강현중총동창회고문 : 기능성치솔, 치약5set
⑤정침재총동창회부회장 : 현금500,000원정
⑥진재근건축학부동창회고문 : 현금500,000원정
⑦김홍준기계공학부동창회사무국장 :

여성용미용기더 턴2대, 가정용사우나2대
⑧박진향총동창회부회장 : 전광판광고(범어로타리)

요산회(교직원산악회) 회장
김정만(철도경 학과)

전기 공사업 소방설비 공사업 정보통신 공사업
최첨단의 기술과 신공업으로 완벽에 도전한다.-(주)서보

대표이사 李德綠

▶(현)대구광역시 씨름협회장
▶(현)경북대학교 경 대학원 석사동창회 회장
▶(현)대구지방법원 가정지원 가사조정 위원
▶(현)전기공사 공제조합 신용평가 위원장
▶(현)경일대학교 총동창회 부회장
▶(현)경일대학교 총동창회장배 골프대회 준비위원장

경 력

▶대통령상 수상업체
▶ISO 14000   ISO 9002 인증업체
▶765kv변전소 건설적격, 765v 송전선로 건설적격 업체
▶철도청 전차선로 시공실적업체, 철도신호 시공실적 업체

대구 : 대구광역시서구중리동 1156-3 본사 : 경북성주군벽진면가암리 798-1
TEL : (053)564-6000~4 TEL : (054)933-0322~3
FAX : (053)564-6005 FAX : (053)931-3301
H·P : 011-9493-6006

홈페이지주소: www.sbep.co.kr E-mail : seobo@sbep.co.kr

회사소개

계

열

사

▶ (주)서보신호기술
▶현중전력(주)
▶삼아전력(주)
▶ (주)서보칠곡프라자
▶ (주)서보개발

범어로타리 전광판범어로타리 전광판범어로타리 전광판범어로타리 전광판범어로타리 전광판범어로타리 전광판범어로타리 전광판범어로타리 전광판범어로타리 전광판범어로타리 전광판범어로타리 전광판범어로타리 전광판범어로타리 전광판범어로타리 전광판범어로타리 전광판범어로타리 전광판범어로타리 전광판범어로타리 전광판범어로타리 전광판범어로타리 전광판범어로타리 전광판범어로타리 전광판

2005 경일인 등반대회 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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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동창회 사업보고

경일가족여러분안녕하십니까?
희망찬丙戌年새아침이밝았습니다.

올해도 경일 가족 모두의 가정에 건강
과 만복이 가득하시고, 소망하시는 모
든일들이성취되시기를기원합니다.

지난해는 여러 가지 행사로 다사
다난했던한해 던것같습니다.

특히, 경일인 상호간의 우호증진과
체력단련을 위한 친선골프대회와 경일
인등반대회를성공적으로잘마침으로
써 새로운 도약의 발판을 마련한 뜻깊
은한해 다고봅니다. 

5만동문여러분!
우리 모교 경일대학교는 지난 43년

동안많은시련과여러가지어려움에도

불구하고배출한수많은인재들은근면
성실한 자세로 각계각층에서 국가와
지역사회를 위해 저마다 큰 역할은
담당하고 있으며, 모범적인 사회인으로
서 모교와 동창회의 명예를 드높이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해 8월 29일에는
제6회 중소기업 기술혁신 대전에서
산학연 유공대학으로 대통령상을 수상
하 습니다.

이로써우리모교는전국적으로주목
받는 대학으로 발전해가면서 변화와
개혁의 걸음을 힘차게 내딛고 있습니
다. 이 모든것이재학생과교직원그리
고 5만여 동문의 한결같은 애교심의
결실이라생각합니다.

앞으로 저 또한 총동창회장으로서
전국에서가장으뜸가는모교와동창회
를만들기위해최선을다하겠습니다.

동문 여러분들께서도 드높은 자긍심
과 동문의식을 가지고 모교와 동창회
발전을 위해 적극적인 노력과 성원을
보내주시기를간곡히당부며늘건성하
시기를기원합니다.

총동창회장
남기수

동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한
해는총동창회와각학과(부) 동창회및
지역동창회가 지속적으로 경일인 만남
의 장을 위해 각종행사를 개최하여 더

욱화합을다졌고특히친선골프대회와
등반대회를 실시함으로서 동문간의 친
목도모와 체력단련에 크게 기여했다고
생각됩니다. 이는 오로지 선·후배간의
적극적인 지원이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확신합니다. 총동창회 사무국을 대표하
여다시한번머리숙여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해동안 크고 작은 행사는 다

음과같습니다.

1. 신년교례회개최
2005년 1월 18일 오후 6시 30분 제

이스호텔에서 120여명이 모인 가운데

신년교례회가개최되었다.
먼저 총동창회장 인사와 총장님을

대신하여박종봉교무처장의인사에이
어 지난 1년동안 공로가 많은 동문(이
동건 전기과 동창회장, 장근석 부산지
역 동창회장, 정응호 골프대회 경기위
원장)에게 공로패수여와 모교 김정만
교수에게감사패(경일인등반대회공동
개최 요산회장)를 전달하 다. 곧이어
모교와 동창회의 무궁한 발전을 위한
시루떡절단식을갖었다.

2. 김성동모교총장취임축하연개최
2005년 3월 17일 19:00 인터불고호

텔동보성에서총동창회임원과보직교
수 등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김성동
총장 취임축하연을 개회하 는데 주로
모교의 발전방향에 대한 논의와 총장
약력소개가있었다.

3. 정기이사회및정기총회개최
2005년 3월 22일 오 6시부터 9시까

지총동창회정기이사회및정기총회를
호텔 제이스에서 개최하 다. 남기수회
장 개회사에 이어 김성동총장 축사가
있었다. 2005년도사업계획(안)과예산
계획(안)이원안대로가결되었다.
진재근 감사(건축학부동창회)에게

감사패전달과김홍준이사에게공로패
수여가있었다.

4. 권 기동문2군사령관취임축하
2005년 3월 31일 2군사령부 무열대

연병장에서 권 기동문(토목공학과 86
졸) 이 2군사령관(대장)으로 취임 축하
하 다. (범어네거리전광판광고, 학교
앞현수막등)

5. 동창회보지3호발간
2005년 8월 20일자로경일대동창회

보지를 1년에 2회발행한다는사업계획
에 의거 1만 5천부를 발행하여 동문 및
관계기관에발송하 다.

6. 모교대통령상수상홍보
2005년 8월 29일 제6회중소기업기

술혁신 대전에서 산학연 유공대학으로
대통령상을수상하 음을홍보하 다.
(대구매일신문 1면 4단통 / 컬러)

7. 총동창회장배골프대회개최

2005년 8월 30일 팔공칸트리클럽에
서 16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10시 30
분 시타부터 20시 30분 시상식까지참
석자전원이화기애애한 분위기속에서
제2회 총동창회장배 골프대회를 마쳤
다. 일천육백만원상당의협찬물품과현
금을협찬해주신15분께감사드립니다.

8. 총동창회장배제4회축구대회개최
2005년 10월 5일 모교 가을 대동제

기간에 대운동장에서 총동창회임원과
재학생 및 교직원이 모여 제4회 총동창
회장배 축구대회를 개최하여 경일인들
간의친선도모와화합의장을마련하 다.

우 승 : 산업공학과
준우승 : 토목공학과
3 등 : 건축공학부

9. 제 2회경일인등반대회개최
2005년 10월 23일 양 재약산에서

모교 요산회와 공동으로 제2회 경일인
등반대회를개최
하여 80여명이참석한가운데오전 8

시부터오후 7시 30분까지경일인가족
의체력단련과우호증진에크게기여하
다. 8백만원 상당의 현금과 물품을

협찬해주신여덟분께감사드립니다.

10. 총동창회장학금전달
2006년 신입생에게 지급할 총동창

회장 장학금을 2006년 1월 11일 신년
교례회식장에서 일천만원정을 전달할
예정이다.

11. 모교및각동창회행사참석축사및지원금전달
2005년 5월 18일 모교 봄 대동제
행사에참석축사및지원금전달
2005년 5월 29일 모교 운동장에
서 전기공학과 체육대회에 참석
축사및지원금전달
2005년 9월 30일 모교 경일산학
축전참석
2005년 10월 29일 토목공학부 동
창회정기총회및홈컴밍데이에참
석축사및지원금전달
2005년 11월 20일 기계공학부 동
창회등반대회에지원금전달
2005년 12월 6일 모교 경일 산학
포럼에참석축사

상임부회장
김종석

사업보고

새해 인사

대호정 공업주식회사

代表理事 金 碩 星
(경 공학과90년졸업/총동창회부회장)

대구광역시 북구 노원3가 42
T E L : (053) 357-5760~2
F A X : (053) 357-5 7 6 3
휴대폰: 011-824-1 0 1 0
http://www.dhw.co .kr
E-mail : daeho@daeho.cointop.co.kr

ISO 9002인증획득업체·QS 9000 인증획득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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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계공
학부동문회장홍신표입니다.
기계공학부 동문회는 1963년 개교

이래 발전을 거듭하는 과정에서 학과
명칭도 변화하 습니다만 졸업생들의
입장을 고려하여 기계공학부 동문회
란명칭을그대로사용하도록하 다.
경일대학교 기계공학부는 40년이

넘는오랜전통과사회각분야에진출
한 6,500여명의 졸업생들을 기반으로
국가와 지역산업 발전에 기여해 왔다.
최근에는 대구·경북의 기계·전자
부품산업의 지리적 중심에 놓여있어
경일대학교의 졸업생들이 관련 산업
계의기술혁신을주도하고있다.
또한 졸업생들이 관련 산업계 이외

에도다양한분야에진출하여국가발
전에이바지하고있다. 우리학부의이
러한 저력과 대구·경북지역의 기계
및 자동차산업벨트를 연결하는 위치
적 여건이 앞으로도 졸업생과 재학생
들의전망을밝게하고있다.
기계공학부 동문회는 1985년 결성

하여초대회장은 1회졸업생인김정림
동문이 동문회를 맡아서 어려운 여건
속에서기틀을잡았다. 이후 1993년에
제2대 회장으로 1회 졸업생인 허치경
새로닉스 부회장이 동문회를 맡아서
반석에 올려 놓는 계기를 마련하 다.
이때 1994년 8월 이득조교수님의 정
년퇴임식을 그랜드호텔에서 많은 교
직원과 동문들이 참석한 가운데 성대
하게 치루었고, 부회장단과 각 기별이
사를 입하여 현재의 체제를 이룩하
다.
그리고 2004년부터 제가 제3대 회장

직을맡아동문회를이끌어오고있다.
미약한 힘이지만 최선을 다하여 모교
와 동문회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겠습
니다만 동문 여러분께서도 많은 지도
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기계공학부
동문회를 이끌어 가는 고문, 회장 및
사무국장은 아래 표와 같고, 이외에도
200여명의 고문 및 사업이사와 각 기
별 이사들이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다.
(주요행사는 본 회보지 7면 동창회소
식란을참고해주기바랍니다.)
기계자동화산업은반도체, 섬유, 전

자, 조선, 철강, 화학분야와더불어우
리나라의 8대 기간산업중 하나이다.
특히 이공계출신인력의 취업비중이
가장높은업종이며이분야는대구경
북권의 핵심전략분야이고 R&D 인력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 모교의 기계자동차학부가 위치
하고 있는 경산시는 천시, 경주시,
대구 성서공단등자동차부품산업집
적지로서 배출인력의 취업전망이 매
우밝다. 이러한기술인력양성의효율
화를 위하여 본 학부는 2004년도 교
육·인적자원부 지방대학혁신역량강
화사업(NURI)에서“지역 중소기업
RDI(Research & Development
Institute Incubator)를 통한 자동차
부품전문기술인력양성사업”의중심
학부로 선정되었다. 지역중소기업의
연구소를 학부 내에 유치하여 기업체
의 기술력향상은물론 학부 학생에세
현장실습, 연구소인턴쉽참여와장학
혜택등을주고졸업후학생취업에도
더 한층 박차를 가할 수 있게 되어 명
실상부한 지역거점 특성화 학부로 성
장할발판을마련하 다. 이와함께우
리동문회도더울발전할수있는계기
를마련하여야겠다.

고문 : 김정림 수복사 (대표) 053-253-1772
〃 : 허치경 (주)세로닉스 (부회장) 019-332-9218

회장 : 홍신표 (주)명신 (대표) 011-8141311
사무국장 : 이연태 (주)아성테크 (대표) 011-518-4650

〃 : 김홍준 SGS수석검사관016-675-2538

기계공학부동창회장
홍신표

기계공학부

금년 겨울은 유난히도 추운 날씨
인것같다.
예전에는 삼한사온이란 말에 의하

여춥고훈훈한겨울날씨가연일보름
이상 계속되고 서편에는 폭설로 동편
에는 건조주의보로 우리 경일대학도
40여년의 세월 속에 수많은 역경의
과정을거치면서오늘에온것같다.
그러한 과정에 우리경북북부지역

에는 70년대에는 소수의 동문들이 기
반을잡고자각고의노력을하여왔으
며, 이제는 변화와 발전을 하여 각 분
야에서 터전을 잡고 리더로서 또한
실무자로서활동을하고있다.
우리 경북북부지방에 안동시, 주

시, 의성군, 예천군, 봉화군, 청송군,
양군으로나누어져 있으며, 안동시

에서 동문들은 70년대 말부터 김성근
선배(1회토목)를중심으로“효목동문
회”라는 모임으로 청구대학병설공업
고등전문학교 출신들의 중심으로 정
기적인모임을하여왔으며, 현재는경
일대학동문까지 회원으로 활동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서 적극적인 활동
을추진하고있다.
지난 12월 15일에는 2005년도 총

회를 하여 2년간 수고한 천기택(전기
7회 현진 에버빌관리소장)회장후임
으로, 손동헌(기계2회 경북도시가스
대표이사)선출되었다. 총무는 이정활
(건축19회 필승건설소장)은 유임되
었으며, 감사로는 권재동(토목10회
필승건설대표이사)이 선임되어 2006
년을잘이끌어갈것이다.

주시에는 정태호(건축8회 주

시청주택과장)를 중심으로, 의성군은
지동학(토목3회 상,하수도사업소장),
예천군은 이선 (토목91년졸업, 건설
과장), 봉화군은 이유덕(토목9회
건설과 도시계획담당), 청송, 양은
김춘삼(건축8회청송군주택담당)으로
각 지역별로 동문간의 우의를 다지고
있다.
앞으로 하여야 할일들은 아직까지

우리 동문들이 여건에 의하여 변화한
학교명칭등으로모임에갈등을느끼
면서참여의식이부족하다는것을 느
끼고있다.
이제는 변화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

다. 지나간 것은 과거의 추억이고 기
억이다. 앞으로 우리 경일 인들이 어
떻게 하면 함께 도우면서 협력하고
내일이란 미래, 우리후배들에게 어떠
한 것을 더 좋은 것을 물려 줄 것인가
를생각하면서힘을합하여노력할때
라생각한다.
이슬라함의 창시자 마호맷트는 군

중들 앞에서“여러분 내가 저 앞산을
내 앞으로 오게 할 수 을까요”하고
군중들에게 물었답니다. 군중들은 모
두다그를신봉하고따르기때문에모
두들“예 당신은 할 수 있습니다.”그
는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그리고“자,
산아 내게로 오라”하고 두 손을 들었
습니다. 그러나 산은 꿈적도 하지 않
았습니다. 그러자 그는“아, 그대가
내게오지않으면내가가야겠지”
동문 여러분 우리 가만히 있어서는

되지 않습니다. 경북지역의 동창회가
더욱더 발전할 수 있도록 후원하여
주시기바라며적극적인모임과 참여
가필요하다,
다가오는 2006년도에는 가정과 하

시는일들잘이루어지시기를기도드
립니다.

(북부지역연락처 : 경북 안동시 당북동
333-32  (주)학성엔지니어링 권호열
011-547-9862)

경북북부지역

경북북부지역동창회장
권호열

무정전/ 정전압/ 전원의 고품질화 실현!
ht tp ://www.upsavr .co .kr

대구광역시북구노원3가 45-6
T E L : (053) 356-4474~6
FAX : (053) 356-2 9 1 8
E-mail:ups4474@kornet.net

■본사공장 : 서울특별시성동구성수2가 277-52
TEL : 080)352-8585  FAX : 050)5815-7000

■울산사무소 : TEL : 052)227-7234
FAX : 052)260-6250

축전지사업부 TEL:(053)356-1286

품질인증사항

▶한국산업표준화“KS”인증
▶환경경 체제인증 ISO 14001
▶우수단체표준품질인증“우수EQ”획득
▶전자파장애검사“EMI”인증
▶특허제품
▶이동통신품질인증
▶한국전력발전설비제조품질인증“R”등급
▶정보통신부/기술신용보증기금우량기술기업지정

▶ISO/KSA 9001 인증획득
▶산업자원부우수품질인증“EM”획득
▶품질보증Q마크획득
▶전기제품양식승인
▶PL보험가입
▶한국전력원자력설비품질인증“T”등급
▶국제선급협회“LR”인증획득

대표이사 오현택 (전자공학 86년 졸업)

특징>>

ALL IGBT MICRO PROCESSOR 방식
순수반도체무순단동기철제(ZERO SEC)
대화형LCD GRAPRIC 표시
충전지자동점검(BMS)
이상시휴대폰CALL 및음성지원

RSICC & SNMP 지원
SYSTEM DATA SAVE 지원
SYSTEM SHUTDOWS 지원
EVENT HISTORY 관리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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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상방수공사전문시공
대표이사 이헌구 (기계공학과 79년졸업/총동창회부회장)

(주)동방케미칼
방수전문 건설업체
http://www.bangsu.co.kr

대구광역시달서구송현2동 576-6 동방빌딩 4층

TEL.  053)625-3200, 3214

FAX.  053)625-3511

◈삼성물산(주)- 삼성전자 무선동, 기숙사동 신축
및공장보수10여개동방수공사

◈STX에너지(주)- 구미발전소보수동보수공사

◈ (주)코오롱- 사원APT 외사택27개동방수공사

◈대구대학교- 본관외15개동옥상방수공사

◈LG전자(주)- A1동, A2동, C1동, C2동외지붕방수공사

◈경일대학교- 인문, 사회관외벽방수및보수공사

◈효성타운아파트- 7개동옥상방수공사

시 공 실 적

서울·경인지역 동창회 정기총회
및 송년회 개최

지난 11월 28일오후 8시에서울강남구역삼
동 성릉역 부근에 소재하는 B.T.B성릉점(’65,
최정호 동문 경 )에서 170여명이 모인 가운데
구교근 사무국장 사회로 정기총회 및 송년회가
개최되었다. 박현우 회장의‘비가오고 일기가
불순한데도 이렇게 많이 참석해 주셔서 감사하
다’는 인사말에 이어 임원 40명을 대표하여 이
동건 수석부회장 (’64 전기공학)에게 위촉장을
수여하고 이응강 자문위원(’63 토목공학)의 건
배제의로끝을맺었다. 공지사항은본동창회에
취미클럽인 산악회와 골프대회를 운 하고 있
으니 참여를 원하는 동문은 아래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 (031)753-3669  FAX:(031)754-3662 
E-mail:kkk3@korea.com
☎사무국장 : 구교근 011-211-6890

부산지역 동창회 정기 등반대회 개최
부산지역 동창회는 격월로 등반모임을 하고

있다. 이번에는 지난 10월 23일 기억에 유난히
남는 남쪽섬 사량도의 아찔한 등반으로 이제까
지 맛보지 못했던 짜릿한 쾌감을 느꼈고 동문들
의 단합은 자연스럽게 만들어졌다. 맛있는 음식
점을찾아피로를잊고다음을다시기약하는모
임의연속으로이어져갈것이다.
동문을만나고그속에서삶의향기와재미를

느낀다. 마치오래전부터어떤인연의끈을이어
온 것처럼 자연스럽게 친화되고 어린 아이와 같
은해맑은웃음과즐거운대화가오고간다. 이제
는 부부동반으로 그 친 감이 한층 업되고 각자
가 준비해온 음식으로 산정상의 진수성찬이 차
려진다. 서로에대한고마움으로정을더한다.
앞으로더많은동문들이참석하고그래서더

유쾌하고단합된등반이될것이라생각한다.
아직 참석치 못한 동문들은 사무국장을 통해

연락을 주시고 카페개설을 해 놓았으니 계속적
인관심을가져주시길바랍니다. 

☎사무국장 : 조배다 010-8245-7782

산악회‘제3회 아름다운 동행

히말라야의 8천미터급고봉인가셔브럼Ⅰ,Ⅱ
봉을연속등정한모교재학생과동문으로구성
된 산악회가 장애인들과 함께 아름다운 동행에
나섰다.
경일대 산악회 회장 이은혁(’65 건축공학)은

지난 10월 30일(일) 고령군 소재 성요셉 재활
원에서 생활하고 있는 중증 장애인 34명과 함
께 비슬산 자연휴양림 대견사지산행길에 올라
‘수 마라톤’에 이어‘산악마라톤’의 감동을
재현하 다.
등반에나서는재활원생들은휠체어장애인 6

명, 지체장애및정신장애 28명 등모두 34명이
며,경일대 산악회원 및 대구경북학생산악연맹
소속자원봉사자 등 1백 20여명이 이들을 도와
함께끌어주고당겨주며비슬산을등반하 다.

농협경북지역본부장 취임

◀서인석 동문

(경 . ’92졸)이 지난 1
월 1일 농협경북지역 본부장
에 취임하 다. 서 본부장은
’68년 1월 입사하여 현재까지
기획관리과장, 청도지부장,

경북연수원장, 경북지역본부 신용본부장, 경북지
역본부 경제본부장, 본부채권관리실장 등 요직을
두루 역임하 다.

경산상공회의소 회장 취임

◀이우경 동문

(전기. ’71졸)은 지난 4
월 30일 경상북도 의원 보궐
선거에서 의원으로 당선되었
으며 9월 29일에는경산상공
회의소회장에취임하 다. 

이 동문은 한성레미콘(주), 한성아스콘(주),
안창산업(주)를경 하고있으며, 경산시새마을
지회장으로서지역발전에기여하고있다.

청도축산업협동조합장 취임

◀박병주 동문

(경 . ’97졸)이 지난 7월
10일 청도축산업협동조합장으
로 취임하 다. 취임사에서 실
무 경험 바탕으로 책임경 제
도를 도입, 열악한 재무구조를
개선하고 동물병원, 식육백화

점운 , 조합원들의 1일 명예조합장제도를도입
하 다 하 고 1968년 축협에 입사후 예천,상주,
성주, 천 축협상무와 청도 축협 전무이사를 역임
했다.

동창회 소식

동방바이오 (주)
■미생물 비료 생산업체■

http://www.dbbio.net

- 생 산 제 품 -
흙 살 려 - 토양미생물제제(분말형)
객토대행 - 토양미생물제제(액상형)
알콩달콩 - 아미노산비료(질소비료대신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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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창회 소식

공학박사와 기술사 자격증 취득
◀안종록 동문

(토목. ’81졸)이경상북도
도시계획과 사무관으로서 최
초로 지난 8월 22일 남대학
에서 공학박사와 1994년 토
목기술사 자격증을 취득 하
다.
안 동문은 32년간 격무부

서를 두루 거치면서 동료·후배공무원등에게 귀
감이 되고 있으며, 지역사회발전 공로로 녹조근
정 훈장을 받았다.

명 장 수 상
◀지상근 총동창회이사

중소기업청CEO 초빙교수겸임

(기계. ’89졸)이 지난 11
월 8일 노동부 장관 으로부터
대한민국기계분야생산자동화
1호명장으로칭호받았다.
지 동문은 구미시에서 (주)

지상뉴메틱을경 하고있다.

기계공학부 각종행사 개최

2005년도 주요행사는 1월 14일 예당에서 신년
교례회를 개최하 고, 5월 23일에 기계계열 동문
초청 골프대회를 개최하 고, 지난 11월 20일에

제3회 기계계열동문초청등반대회를용연사에서
약 60여명이 출발하여 비슬산 정상 자연휴양림까
지 6시간에 걸친 산행을 하면서 교수, 동문 그리
고재학생이친목을다지는기회를가졌다.

건축학부 동창회 정기총회 개최
건축학부 동창회에서는 (회장 이은혁) 2006년

2월중정기총회및신년교례회를개최하여회장단
이·취임식및동창회결산보고와우수동문감사패
수여및동창회발전방향과사업계획보고를한다

전기공학과 동창회 송년의 밤 개최
지난 12월 15일 2005년도 송년 이사회를 시내

모 식당에서 이동건회장을 비롯하여 서 태고문,
김창구, 고시 감사 및 각 기수별 임원들이 참석
한 가운데 전기공학과 동창회 송년회가 개최되었
다. 그리고 같은 동문이며 현 전기공학과 학과장
으로 재직 중인 김인식교수께서 참석하여 이 행
사를 더욱 빛나게 하 다. 이번 이사회에서는 이
동건회장의 인사말에 이어 김상건 사무국장이
2005년도 결산 보고를 하고 2006년도 춘계체육
대회 개최건과 차기 집행부 (회장등) 구성 및 내
년 2월에 정년 퇴임하는 김광일교수에 대한 논의
가 있었다.

토목공학부 동창회 정기총회 개최
지난 10월 29일 오후 4시 모교 대회의실에서

9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정기총회가 개최되었
다. 허수 사무국장의 사회로 시작되었는데, 지
용성 회장의‘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참석해 주셔
서 감사하다’는 인사말에 이어 총동창회장을 대
신해서 김종석 상임부회장의 격려사와 이무락
퇴직교수의 축사 등으로 화기애애한 분위기로 진
행되었다. 김광주 신임회장의 인사말에서‘앞으
로 토목공학부 동창회를 화합하는 동창회로 이끌
어 가겠다’며‘선·후배간의 많은 협조를 부탁한
다’라고 호소하 다.

이날 명사초청 강연회와‘토목인의 밤’을 개
최하는 등 다채로운 행사가 진행되었다.
☎사무국장 : 김광년 016-879-2810

경제학과 동창회 송년의 밤 개최
경일대 경제학과 총동문 송년의 밤 행사를

2005년 12월 16일(금) 19:00 들안길 두류해물탕
에서한상인교수님, 남병탁교수님을모시고동문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송년의 밤 행사를 실시
하 으며, 정기총회는 내년 2월경에 계획하고 있
으며 전반적인 경기침체에 따라 가능하면 동문들
이운 하는사업장에서행사를하는것이동문들
을 도와주는 것이라 생각하고 들안길 두류해물탕
(김진민사장 : 경제학과90학번)에서행사를하 다

경 학과 동창회 정기총회 개최
금번 경 학과 동창회 정기총회를 오는 1월 중

순경 개최한다. 김병국 회장은 이번 총회에서 동
창회발전 방향에 관한 주제로 동창회원간의 상호
의견을 나눌 예정이다. 세부일정과 장소는 추후
통보할것이다.

공로패 수여
총동창회에서는지난 1년동안모교와동창회

를빛낸동문에게1월 11일오후 6시신년교례회
에서공로패를수여한다.

취임일

1. 1
1. 31
2. 21
3. 31
4. 11
4. 30
4. 30
7. 10
9. 29
11.  8

직 명

농협경북지역본부장
농협청송지부장
청송경찰서장
2군사령관

대구은행경북1본부장
덕군수

경상북도의원
청도축산업협동조합장
경산상공회의소회장

생산자동화1호명장수상

성 명

서인석
이상열
이 태
권 기
김수명
김병목
이우경
박병주
이우경
지상근

학과

경
행정
행정
토목
행정
행정
전기
경
전기
기계

졸업년도

1988
1995
2000
1986
1992
2003
1971
1997
1971
1989



제4호2006년 1월 10일【8】

총동창회 행사 화보

시타를 마치고시타를 마치고시타를 마치고시타를 마치고시타를 마치고시타를 마치고시타를 마치고시타를 마치고시타를 마치고시타를 마치고시타를 마치고시타를 마치고시타를 마치고시타를 마치고시타를 마치고시타를 마치고시타를 마치고시타를 마치고시타를 마치고시타를 마치고시타를 마치고시타를 마치고

서울지역 동문과 함께서울지역 동문과 함께서울지역 동문과 함께서울지역 동문과 함께서울지역 동문과 함께서울지역 동문과 함께서울지역 동문과 함께서울지역 동문과 함께서울지역 동문과 함께서울지역 동문과 함께서울지역 동문과 함께서울지역 동문과 함께서울지역 동문과 함께서울지역 동문과 함께서울지역 동문과 함께서울지역 동문과 함께서울지역 동문과 함께서울지역 동문과 함께서울지역 동문과 함께서울지역 동문과 함께서울지역 동문과 함께서울지역 동문과 함께

토목공학과 교수님들토목공학과 교수님들토목공학과 교수님들토목공학과 교수님들토목공학과 교수님들토목공학과 교수님들토목공학과 교수님들토목공학과 교수님들토목공학과 교수님들토목공학과 교수님들토목공학과 교수님들토목공학과 교수님들토목공학과 교수님들토목공학과 교수님들토목공학과 교수님들토목공학과 교수님들토목공학과 교수님들토목공학과 교수님들토목공학과 교수님들토목공학과 교수님들토목공학과 교수님들토목공학과 교수님들

부산지역 동창회부산지역 동창회부산지역 동창회부산지역 동창회부산지역 동창회부산지역 동창회부산지역 동창회부산지역 동창회부산지역 동창회부산지역 동창회부산지역 동창회부산지역 동창회부산지역 동창회부산지역 동창회부산지역 동창회부산지역 동창회부산지역 동창회부산지역 동창회부산지역 동창회부산지역 동창회부산지역 동창회부산지역 동창회

남기수 총동창회장 인사말 모교 김성동 총장 시상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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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지역 동창회구미지역 동창회구미지역 동창회구미지역 동창회구미지역 동창회구미지역 동창회구미지역 동창회구미지역 동창회구미지역 동창회구미지역 동창회구미지역 동창회구미지역 동창회구미지역 동창회구미지역 동창회구미지역 동창회구미지역 동창회구미지역 동창회구미지역 동창회구미지역 동창회구미지역 동창회구미지역 동창회구미지역 동창회 경일대산악회‘제3회아름다운동행’경일대산악회‘제3회아름다운동행’경일대산악회‘제3회아름다운동행’경일대산악회‘제3회아름다운동행’경일대산악회‘제3회아름다운동행’경일대산악회‘제3회아름다운동행’경일대산악회‘제3회아름다운동행’경일대산악회‘제3회아름다운동행’경일대산악회‘제3회아름다운동행’경일대산악회‘제3회아름다운동행’경일대산악회‘제3회아름다운동행’경일대산악회‘제3회아름다운동행’경일대산악회‘제3회아름다운동행’경일대산악회‘제3회아름다운동행’경일대산악회‘제3회아름다운동행’경일대산악회‘제3회아름다운동행’경일대산악회‘제3회아름다운동행’경일대산악회‘제3회아름다운동행’경일대산악회‘제3회아름다운동행’경일대산악회‘제3회아름다운동행’경일대산악회‘제3회아름다운동행’

재약산 정상을 향하여재약산 정상을 향하여재약산 정상을 향하여재약산 정상을 향하여재약산 정상을 향하여재약산 정상을 향하여재약산 정상을 향하여재약산 정상을 향하여재약산 정상을 향하여재약산 정상을 향하여재약산 정상을 향하여재약산 정상을 향하여재약산 정상을 향하여재약산 정상을 향하여재약산 정상을 향하여재약산 정상을 향하여재약산 정상을 향하여재약산 정상을 향하여재약산 정상을 향하여재약산 정상을 향하여재약산 정상을 향하여재약산 정상을 향하여

시상식 장면시상식 장면시상식 장면시상식 장면시상식 장면시상식 장면시상식 장면시상식 장면시상식 장면시상식 장면시상식 장면시상식 장면시상식 장면시상식 장면시상식 장면시상식 장면시상식 장면시상식 장면시상식 장면시상식 장면시상식 장면시상식 장면모교 김성동 총장 인사말모교 김성동 총장 인사말모교 김성동 총장 인사말모교 김성동 총장 인사말모교 김성동 총장 인사말모교 김성동 총장 인사말모교 김성동 총장 인사말모교 김성동 총장 인사말모교 김성동 총장 인사말모교 김성동 총장 인사말모교 김성동 총장 인사말모교 김성동 총장 인사말모교 김성동 총장 인사말모교 김성동 총장 인사말모교 김성동 총장 인사말모교 김성동 총장 인사말모교 김성동 총장 인사말모교 김성동 총장 인사말모교 김성동 총장 인사말모교 김성동 총장 인사말모교 김성동 총장 인사말모교 김성동 총장 인사말

경일대산악회‘제3회아름다운동행’



제4호2006년 1월 10일【10】

모 교 소 식

현장실습형프로그램
경일대는여름방학을맞아현장학습을학점으로인정

하는 현장실습형 프로그램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대학
은 재학생 180명을 지역 중견기업체에 파견해 3주에서
6개월간 산업현장에서 현장실습을 하도록 하하고3학점
에서 18학점까지학점을인정해주었다.
이에따라 전자정보 통신공학부와 컴퓨터제어전기공

학부는 최근 평판디스플레이 제조 장비 설계 및 제작업
체인 (주) 아바코(AVACO)와산학협력을맺고재학생
28명을파견, 6개월간실무교육에돌입했다. 이들은 6학
점을 취득할 뿐 아니라 졸업후 100% 취업을 보장받게
된다. 또 두 학과는 경북 테크노파크에 입주하고 있는
(주)GB Teck 등 6개업체에 27명의재학생을 6개월교
육과정에참여시키고있다.
고시 전자정보통신공학부 학부장은“현장수업을

통해 각 분야의 최고 전문가로 양성해 다양한 진로기회
를제공할것”이라고말했다.
이와함께 기계자동차학과는 한 학기(6개월) 동안 18

학점을 이수하는 현장실습프로그램을 운 하고 있으며
자동차 성능시험연구소의 요청에 따라 6명의 학생을 파
견했다. 

고교생‘유니-쿨’교육과정마련
경일대는예비대학생인고교생들에게미리대학생활

을 체험하고 학문을 배울 수 있는’유니-쿨’
(university-cool)교육과정을마련했다.
‘유니-쿨’은 대학과 고교의 합성어로 대학과 고교교

육의 연계교육을 의미한다. 대학이 전공분야를 미리 체
험하길 원하는 고교생들을 대상으로 대학에서 필요한
분야를선정, 교수들이직접교육을시키는한편전공관
련동아리와조인을맺어실질적인기술을전수해준다.
전 학과를 대상으로 운 하는 이 프로그램에는 천

전자고등학교와조일공업고등학교학생 16여명이참석,
인공지능, 자동화 시스템, 로봇 등을 연구하는 대학 내
창업동아리인‘마이크로아카데미’와조인을맺어선배
들의기술노하우를전수받기위해구슬땀을흘리고있다.

경일대창업동아리경연대회

중앙경 정보고‘P·H·C’최우수캐릭터이용
휴대폰클리너소개

대구·경북지방중소기업청후원, 경일대와대구·경북
창업대학생연합회주관‘경일대제2회창업동아리경연
대회’시상식이지난 1일대학체육관에서열렸다.
지난 달 30일과 1일 이틀간 열린 이번 대회에서 중앙

경 정보고 창업동아리‘P·H·C’가 캐릭터를 이용한

휴대폰 클리너 및 팬시사업 아이템으로 참가해 고등부
최우수상을, 대구대‘A·I·S’가 극한 지역 탐사로봇
개발을아이템으로출전, 대학부대상을각각차지했다.

창업보육센터‘창업행사지원기관’선정
경일대 창업보육센터가 중소기업청으로부터 대학창

업행사지원 기관으로 선정돼 창업 동아리 경연대회를
개최한다. 지난해에 이어 오는 9월 30일부터 10월 1일
까지 펼쳐질 이 대회에는 오는 9월 5일부터 26일까지
참가신청을받았다.
참가대상은 대구 경북 소재 대학(교) 창업 동아리와

고교 창업 동아리인 BizCool 회원, 창업보육센터 입주
기업, 졸업 후창업에관심있는학생등으로심사를통
해 30여개업체를선정한다. 시상은대학부과고등부를
나눠 진행된다. 대학부는 상금 1백만원을 수여하는 대
상 1팀과금상 1팀, 은상 2팀, 동상 2팀, 특별상 1팀이며
고등부는 최우수 1팀, 우수상 1팀, 장려상 2팀을 뽑았
다. 수상팀에게는창업보육센터입주시우선입주, 대
학생 창업 스쿨 입교 지원, 2005년도 창업 동아리 사업
우선 지원, 향후 경일대 창업 동아리 타운 조성시 우선
입주의혜택이주어졌다.

“中企기술대전”서대통령표창수상
경일대학교는 중소기업기술혁신대전 산학연 컨소시

엄단체부문에서대통령표창을수상하 다.
경일대는‘산학연 연계 강화’를 대학의 최우선 특성

화정책으로 수립하고 1996년 중소기업지원센터를 설
립, 8년여에 걸쳐 151개 업체가 참여한 가운데 147개
과제를수행한것등이인정돼대통령표창단체로선정
됐다.
경일대는 그 동안 연구인력 457명과 참여기업 및 외

부 전문가 256명이 참여한 가운데 지적재산권 55건(특
허출원 37건, 실용신안 14건, 의장 2건, 상표 2건)과 국
내외 학술지 발표 92건 등 모두 415건의 현장 착형
기술개발실적을거뒀다. 
경일대는 8월 29일부터 나흘동안 대구전시컨벤션센

터에서 제6회 중소기업기술혁신대전’기간에 표창을
받았다.
한편 중소기업기술혁신대전은 그 동안 서울에서만

열렸지만 이번에 지방에서는 처음으로 APEC(아.태경
제협력체) 중소기업장관회의와함께대구에서개최되었다.

경일대, 하양초등생 어회화지도
경일대는 지난 5일부터 경산 하양초등 학생 20여명

을대상으로무료 어회화수업을실시하고있다. 매주
수요일에 2시간씩실시되는이번회화수업은하양초등
현지에서 대학 국제교류교육원의 미국 출신 패트릭 졸
리교수가맡는다. 
신동환 하양초등 교장은“지역여건상 아이들의 어

교육문제로고민을하던중경일대측이사설 어학원
수준을능가하는원어민교수를선뜻보내줘고맙다”고
말했다.
이밖에 고등부에서는 대구여자상업정보고‘난강비

즈쿨’이우수상, 거제여상의‘스위트봉봉’, 경북여자정
보고의’CDS’, 경북공고의‘청개구리’가장려상, 대학
부에서는 경일대 마이크로로봇연구회가 금상, 대구산
업정보대‘코디’와 위덕대‘게임존’이 은상, 계명대
‘HDMD’와경일대‘Archi Touch’가동상을각각수
상했다.

“인터넷을통해더범위가넓어진
미술감상하세요.”

석성석(36) 경일대 교수는 일종의 인터넷 미술관을
열고있다. 
‘언더그라운드아트채널(undergroundartchannel

.net)’이란 이름의 미술 전문 인터넷 방송을 시작한 것
이다. 이 방송은 기존의‘미술관’을 방송 역으로 확장
한것이다.
석교수는 2003년, 8년동안의독일유학생활을청산

하고 한국에돌아왔다. 하지만 뉴미디어작품을 발표할
곳이마땅히없어어려움을느꼈던경험과한국의뛰어
난인터넷기반에착안,  한국문화예술원에계획을제출

代 表 김 현 수
(전기공학과 85년 졸업)

대구 중구 동인동 4가 297-1
무료전화 : 080-427-2282
T E L : 053-427-2282
F A X : 053-427-2293
H · P : 011-9575-7884

경 성 트 로 피경 성 트 로 피경 성 트 로 피경 성 트 로 피경 성 트 로 피경 성 트 로 피경 성 트 로 피경 성 트 로 피경 성 트 로 피경 성 트 로 피경 성 트 로 피경 성 트 로 피경 성 트 로 피경 성 트 로 피경 성 트 로 피경 성 트 로 피경 성 트 로 피경 성 트 로 피경 성 트 로 피경 성 트 로 피경 성 트 로 피경 성 트 로 피경 성 트 로 피경 성 트 로 피경 성 트 로 피경 성 트 로 피

♣경성트로피는골프크리스탈, 각종상패, 우승컵, 트로피등을
전문적으로제작하는업체입니다.♣

http://www.yescall.com/kstroph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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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명희 교수팀이 개발안 연안위험취약지역 정보시스템은
최근 10년간의태풍, 해일, 범람, 침식에대한피해자료를
수집하여 피해지역 및 위치를 가시화하고 1 : 5,000기반
연안의 지형, 경제, 환경, 시설물 정보 등을 DB화해 대용
량의위성 상과 DB를인터넷상에서빠르게스트리밍될
수있도록한것이특징이다.

따라서국내각시·군·구공무원은이미이시스템을
활용해 연안지역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있으며 일반인
들도 해양수산부의 연안관리정보사이트(www.coast.
go.kr)에 접속만하면모든관련정보를실시간으로제공받
을수있다.

이번 시스템 개발의 공로를 인정받아 해양수산부장관
표창을 수상한 조명희 교수는“연안위험취약지역 정보시
스템은 국가안전관리시스템과 연동해 연안재해를 예측하
고취약지역관리를통해재해를방지하기도하며, 연안정
비사업등장기적인정비계획을세울때에도없어서는안
될중요한프로그램이될것”이라고전망했다.

제25회대구건축대전

대구건축가협회(회장이정호)가주최한제25회대구
건축대전 대상에 동산상가 재래섬유시장의 활성화에
관한 김동호·김 환(경일대 4년) 씨의‘END가 아닌
AND로’가 선정됐다. 이번 건축대전에는 모두 131점
이 응모, 14일 열린 6차례의 심사 끝에 특선 이상 10작
품을선정했다. 초대작가부문에는‘신기술산업지원센
터’를설계한김진식(주)토담건축사사무소대표, ‘붓다
의집 + 갓바위치매센터’설계자우홍직건축사사무소
프로세스대표가선정됐다.

신슬기씨‘삶은움직인다’銀賞
“생각지도못한큰상을받아얼떨떨하지만너무좋아요.”
제1회 국제다큐멘터리사진 대상 학생부문에서 경일대

사진 상학부 3년신슬기씨가내국인으로는최고의성적
인 은상을 수상했다. 올림푸스 코리아와 한국사진학회가
주최한 이 공모전에서 신씨는‘삶은 움직인다’를 주제로

동춘서커스단의 유랑생활을
렌즈에 담았다. 신씨는 서커스
인들의 유랑생활과 몸동작을
주제로 공연장 뒤쪽의 모습,
숙소, 단원들의 표정 등 디지
털시대와 대비되는 서커스단
의 삶과 애환을 애정 어린 시
선으로표현했다.신씨는“애정
어린 지도를 해주신 이경홍 교
수님과 뉴욕타임스 객원기자
로 활동하셨던 석재현 교수님
의 조언이 많은 도움이 되었다”
고고마움을전했다.

미술분야예술인상수상
정복상 경일대교수(인테리

어조형디자인학부)는 최근 대
구문화예술회관 대극장에서 열
린 예술인의 날 유공자 시상식
에서 한국예총 대구지회가 수
여하는 미술 분야 예술인상을
수상했다.

대구세무사회와산학협약체결
경일대(총장 김성동)와 대구지방세무사회(회장 김종

구)는 26일오후대학본관중회의실에서계약학과설치·
운 등을주요내용으로하는산학협력협정을맺었다.

경일대조명희교수연안재해관리시스템개발
국내최초웹기반고해상위성 상제공,
해양수산부장관표창

최근 14년간 국내에서발생한
자연재해는약 1천여건, 이중바
다와 인접한 연안지역 재해는
4백9건에 이르고 있다. 이처럼
전체자연재해 중 40% 이상을
차지하는 연안지역 재해는 피해
액수만 약 2조1천억에 이르고
있으나 지금까지 국내는 연안에
서의 피해를 줄이기 위한 관리
시스템이미비한상태 다.

우리나라의해양수산부는지난 2004년 5월경일대학교
도시정보지적공학과 조명희(曺明姬·52)교수팀과 손을
잡고 관련 프로그램 개발에 나서 지난해 11월 초순경 2차
년도 개발을 종료하면서‘고해상 상기반 연안위험취약
지역정보시스템’을내놓기에이르 다.

해지원을받아냈다. 
석 교수는“단순히 작가의 작품을 보여주는 것을 넘

어, 실험 예술적인 미디어· 상 작업을 하는 예술가,
이론가 및 유저들에게 열린 채널을 제공해 네트워크를
만들려 한다”고 방송의 목적을 밝혔다. 현재 30여명의
온라인 회원이 가입한 이 방송은 시청자들이 필요하면
언제든지 볼수 있는 주문형 비디오와 실시간으로 방송
되는 상작품, 디지털미디어, 대화형 화(인터액티브
시네마), 소리작업과사진물등으로구성돼있다. 또석
교수 자신의 작품을 소개하는‘프로젝트’방, 다양하게
소개된 퍼포먼스들을 소개하고 국내외 다양한 작가들
의 작품을 기록 상으로 소개하는‘프로젝트 O’방 등
이있다.

교통안전공단과산학협약

경일대(총장 김성동)는 9월
2일 우리나라 유일의 자동차
성능시험연구소가 있는 교통
안전공단(이사장박남훈)과 산학
협약을체결했다. 
기계자동차학부와 자동차성

능시험연구소의 산학협력을 위
해 맺어진 이번 협약은 학생들
이 재학 중 산업현장의 실무를
익히기 위해 실시하고 있는 현

장실습기회를기존의몇달에그치는형식적인데서벗
어나 1년간으로확대제공하기위해마련됐다.

경일대’자동차부품전문기술인력양성’
누리사업우수사례선정

경일대 기계자동차 학부의 누리사업인‘지역중소기
업 RDI를 통한 자동차 부품 전문기술 인력 양성사업’
(이하 RDI 사업단, 단장 조현덕 교수)이 대통령 자문
‘국가균형발전위원회’가 선정하는 누리사업 우수사례
로선정돼지난 10월 5일부터 9일까지대구엑스코에서
열리는제 2회지역혁신박람회에전시되었다.
이번 전시회는 국가균형발전위가 교육부에 의뢰해

우수누리사업단을추천받고 8월 31일 우수사례발표회
를 거쳐 마련되는 전시회로 지난 1차년도에 우수하게
과제를수행한사업단에게기회를제공하고있다.
경일대‘RDI사업단’은 교내에 자동차 부품 관련 중

소기업의연구소를유치해, 기업은 기술과 연구 인력을
제공받고 학생들에게는 이곳에서 기업 실무를 익히는,
산학협력이적용된효율적인교육사업의사례로평가됐다.

▲김성동(총장)

▲정복상(교수)

▲조명희(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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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 문 탐 방

12월 성탄절이 다가오기 전, 서구
중리동에 있는 경일대학교 동문이자,
(주)서보의 대표이사로 있는 이덕록
(85 , 전기과) 동문을만나고왔다.
2층 사무실은 굉장히 넓고 깨끗했으

며, 직원들은 각자 책상에 앉아 자신의
일을하며, 오전의엄숙한실내분위기
다. 李대표는조금늦는다고하여 (주)서
보의 홍보비디오를 시청하며, 회장실을
둘러보았다. 회장실또한깨끗하고넓었
으며, 문앞에큰거울이있었다. 많은수
상경력을 알려주듯, 수료증 및 상장을
비롯하여 상패가 엄청나게 많이 있었
다. 그중대통령표창장이가장눈에띄
었다. 그리고 벽면에 붙여진 사진을 비
롯한 풍경그림과 달력에는 李대표의 스
케줄이 가득 있었고, 사업과 관련한 공
사현황, 환율변동등이도표로깔끔하게
문서로정리되어있었다. 거기서李대표
의 깔끔하고, 정확하고 철두철미 할 것
같은성격을엿볼수있었다.
조금은 늦었지만, 우리들을 편안하게

맞이해 주었다. 李대표는 1985년도에
늦게 만학의 길을 걸으며, 사업과 병행
하며학창시절을보냈다고했다. 그리고
1988년도에 (주)서보를 설립하여 전기
공사의 여러 분야의 종목으로 지금까지
한길만을걸어왔다.
전기공사만 하기보다는 계속 업그레

이드 하면서 관련된 여러 분야도 함께
하며투자한다고했다. 만약 3억을투자
해서 순이익이 0원이거나, 10억인 것을
하지, 3억을투자해서 1천만원의순이익

을 바라지 않는다고 했다. 거기서 李회
장의 모험적인 것을 좋아할 것 같은 기
질을 알 수 있었다. 손실이 있더라도 과
감히 바꿀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 될 때
는 과감히 바꾼다고 말했다. 사원은 경
일대 출신의 임원급을 포함하여 100여
명으로 구성된 (주)서보의 사원 채용방
식을 물어봤다. 사원채용방식에 李대표
는 관여하지 않고, 각 담당 부서의 부장
들이 신입사원을 뽑는다고 했다. 사원
모두가 지식과 도덕으로 무장된 사람으
로 탄탄하다면서 현직원들을 자랑하셨
다. 李대표의 사랑을 받는 사원들은 혹
독한훈련을마친후이고, (주)서보의가
족이 되었기 때문일 것이다. 먼저 혹독
한 훈련의 첫 번째는 안대를 끼고 워드
를 쳐서 300타는 무조건 기본으로 오타
없이 쳐야 한다고 했다. 왜냐하면, 당연
히 그 정도 기본적인 것은 사회에 발을
딛기 전, 작은 사회(대학교)에서 충분히
연습과 연습을 해야하고, 회사는 실전
(전쟁터)이고, 노력하는 사람이 분명 잘
살아야한다고단언했다. 그리고학벌은
하드웨어적이라면 개인의 능력은 소프
트웨어 즉, 학벌은 불변이지만, 능력은
자신의 노력여하에 따라 변할 수 있는
것이라며, (주)서보에들어오면 3개월간
의철저한교육으로무장하여어느곳에
서든(주)서보의 명함만으로 무사통과
될 수 있는 사원으로 만들고 있다고 자
부했다. 그리고 요즘 청년 실업에 李대
표는‘월급 받으러 회사에 들어가지 말
고, 일을 하기 위해서 들어가라’라고 말
했다. 월급 받으러 간다고 생각하면 일
자체가너무무미건조해지고시야가좁
아지지만, 일을 즐겁게 한다면 돈은 자
연스럽게 부수적 결과로서 따라오고 시
야도 넓어진다고 요즘 젊은이들의 물질
만능주의에대해걱정하고질책했다. 李
회장은 특별한 취미가 없고, 지금 하고

있는일이자신에겐취미이고특기라하
다. 그리고 1사-1교수제의 장학금을

제공하여졸업장을딸수있게끔공부의
장을 만들어주는 가마골밸리를 실천하
고계시며, 현재대구시씨름협회회장을
작년에 취임하여 봉사하는 마음으로 임
한다고 했다. 사업을 하면서 크고 작은
어려움이있었을것이라가정해보았지
만, 자신이 힘들다거나 어렵다고 말해
본적도, 생각해본적도없었다고했다.
CEO로서힘들다고하면자신이불안하
고 초조한데, 자신의 아래 직원들은 더
불안하고초조해한다며자신이어려우
면 분명 상대도 어려울 것이니, 그다지
부정적인표정은짓지않는다고말했다.
李회장은 제자리에 안정적으로 안주

하지않는것같았다. 아니, 안정적인것
을 절대 좋아하지 않을 것 같았다. 마른
몸에서 느껴지는 날렵함과 말투에서 나
오는 용맹함, 그리고 전쟁을 좋아하고
모험을 좋아하는 몹시 강하고 전투적인
것을분명알수있었다.
요즘고민거리라하면, 동기를부여하

여생각바꾸는것을해서한단계 업그
레이드 시켜야 하는데 고민거리라 하
다. 생각에서 행동이 나와 점차 습관이
되어 반복된 습관으로 인격으로서 운명
을바꾼다는진리를말했다.
즉, 생각은 운명이다. 생각을 바꾸면

운명이바뀌는데사업적으로그것을응
용하려니 어려움이 적지 않다고 했다.
그리고 자신이 꼭 습관화하고 있는 세
가지가있다고했다. 일주일에 2번정도
는 강좌듣기, 한 달에 2번 서점에 꼭 들
르기, 한 달에 3번은 (가족, 직원제외)
주위사람에게 밥을 사는 것을 습관화한
다고 했다. 거기서 李대표의 항상 배우
려는자세와다른사람에게베푸는따뜻
한마음에깜짝놀랐다.
(주)서보의 경쟁력은 노하우를 절대

비 로하지않는오픈마인드에있다고
했다. 별것도 아닌 것을 비 을 만든다
며 무조건 오픈 시켜서 새로운 것을 자
꾸 만들어야 하고, 남한테 가르치고
공유해야한다고했다. 
모든 것을 일급 비 로 하는 시대는

지났고, 일급 비 은최대 3개가적당하
다며, (주)서보는 현재 그것을 실천하고
있다고 했다. 李대표에게 어떤 CEO가
되고싶으냐는질문에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다. 지금은 말할 수 없다며 어떤
CEO가 이루어졌을 때 말할 수 있다고
했다. CEO로선 초급자이고, 단지 고객
이 뭘 바라는가를 분명 알아야 한다고
했다. 자신은 30% 정도밖에 도달하지
못했다며 지금부터 시작이라고 젊은
패기를보 다. 
사업도다각화해야하지만, 경일대또

한 다각화하여 미래 학문 변화에 따라
학교가가야할방향을잘제시하여능동
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고 했다. 가정에선 아내의
남편, 두딸의아버지로서, (주)서보에서
는 100여명의 가장으로서 그리고 경일
대의선배로서의많이관심을가지고있
는면에서감사함을느꼈다. 
말투와자태그리고, 걸음걸이에서당

당하고솔직담백함을, 직원들에게안대
를 씌워 워드를 치게 하는 무서움을, 사
업면에서 모험을 좋아하고 전투적으로
하는 면에서 거칠고 과격함을 알 수 있
었다. 많은 대화를 통해 사람이 곧 상품
이다 라는 생각으로 소중하게 대하고
시간을금같이여겨근검절약하는모습
에놀랐다. 더한번놀란것은자신의자
리에서 누군가에게 항상 베푼다는 것이
었다. 이보다 더 많은 李대표의 면이 있
을 것이다. 다양한 면을 알려면 더 깊은
대화를해보아야할것같다.

<한나경기자>

(주)서보 대표 : 이덕록 동문
좋은습관이인생을좌우한다.

이동문은한달에2번강좌듣기, 2번서점들리기, 3번주위사람에식사를대접하는습관을생활화하고있다.

12월 토요일, 산격동 대구종합유통단지
안에 위치한 엄기정(92, 공예디자인)동문
을 찾아갔다. 동문이 하는 일은 이목공예
센타라는 작은 木간판에 공예재료와 기계
공구를파는 1층의매장과 2층의사무실이
있는 상점으로 보 다. 추운 날씨에 먼 발
걸음을 해서 무척 고맙다며 손을 꼭 잡으
면서 반갑게 맞이 해 주었다. 다른 동문
보다는 좀 더 친근감이 갔고, 대표라는
이미지 보다는 친한 선배를 만나고 온 것
같았다.

1988년도에사업을시작하 고, 학교생
활과 사업은 함께 하는 것이었다. 주경야
독을 하여 지금의 자리에 있었다. 이후 대
구대학교 대학원에서 공예디자인을 전공
하여 남이공대학과 김천대학에서 후학
을가르치기도하 다.

현재는 대구·경북의 대학을 비롯하여
산업체공장에 기계공구 및 공예·미술재
료까지골고루함께사업을하고있다. 

특정한분야만해서사업하는것이대부
분인데, 이목공예에서는 공예에 관한 모든
것을 다 판매하고 있다고 했다. 목공공구
에서도자기재료인흙에이르기까지모든
것을다판매하는곳이었다. 즉, 목·칠, 염
직, 도예, 금속공예에서 기계·자동차과에
필요한 기계공구까지 모든것이 있는 곳
이었다.

嚴대표는 이런 분야의 전공으로 사업을
성공시키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면서 작품
을 만들면서 사업하는 것이 좋다고 했다.
전공을사업의밑바탕으로하면서매일같
은 분야의 새로운 사람을 만나는 것이 항
상 즐겁다고 했다. 공예작품도 놓치지 않
고해서 지금은‘대구시전’, ‘신라미술대
전’, ‘경북미술대전’초대작가로서 또, 심
사위원으로도 활발한 예술분야에 활동중
이다. 현재는 대구미술협회 이사 및 대구
미술발전위원회위원으로 대구미술발전을
위해 일하고 있다. 전공자가 사업을 하니

깐 아무래도 좋은 점이 많은 것 같다고 했
다. 이분야는전문지식이뒷받침되지않으
면사업하는데많은어려움이있다고했다. 

지금까지 해 온 것은 작은 꿈을 이루기
위한것이라면자신의꿈은공예전용갤러
리로전시관과함께매장을운 하는것이
다. 현재 대구·경북에서 내놓은 슬로건
또한“문화·예술의 중심도시”인데 市에
서하지못하는것을자신은문화인으로서
사업적으로도구상하고있었다. 

취미는 등산을 좋아하고, ‘HAM(아마
추어무선)’을 30여년간 하고 있다고
했다.(HL5BFT)

3남매를둔아버지로서‘둘째딸이중학
생인데, 디자인계통으로 소질을 보여서 대
구예술 재원에서공부를하고있다’며딸
자랑도 함께 하셨다. 그리고 한국헤비타드
건축실행위원으로‘사랑의 집짓기’운동에
적극 봉사하고 있다고 했다. 전세계적으로
인정하는 봉사활동인 만큼 경일인들도

특히, 건축이나 공예를 전공한 학생들이
많이 참가했으면 좋겠다고 하 다. 경일대
공예디자인과 학생들은 기술면에서 뛰어
나고 훌륭한 교수님들의 지도로 소질을
잘 키울 수 있도록 학교의 환경이 필요하
다고 했다. 이렇게 嚴대표는 학교에 관심
을 쏟고 있었고, 동창회에 관한 소식 또한
묻곤 했는데, 거기서 동문애가 느껴졌다.
자신의모교에관심을항상기울이고있는
嚴대표를 다음에는 공예전문 갤러리
‘二木’이라는 문화공간에서 또 한번 만나
길바란다.

<한나경기자>

이목공예센타 대표 : 엄기정 동문
공예전문갤러리존이라는봉사와문화의공간을만들고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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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 문 탐 방

11월 끝자락에서 섬유과에 강의를 하
러 나오는 최 미(75, 섬유공학과) 동문
을만났다.
지금 현재 (주) 인실업의 대표이사로

있으면서 일주일에 한번 경일대 섬유과의
전공수업으로 강의한다. 강의하기 전 동
문과의대화를하 다.
1975년에 입학하여 77년에 실무를 접

하 고, 10여년 동안의 동국 무역 개발부
에서 근무하 다. (주)MI 자가텍 개발실
장으로서 활달하게 활동한 결과 91년 창
업하 고, 98년 주식회사로 지금의 인
실업이 있다. 현재는 1995년부터 경일대
의 섬유과 섬유 직물 조직 디자인의 분야
에 계속 강의를 하고 있으며, 2001년부터
한국 섬유 개발연구원에 강의를 나가고
있다고했다.
崔대표의 학창시절은 지금의 사회생활

에서 알려주듯 활발한 학생활동으로서 여
학생 대표도 하 고, 장학생을 한번도 놓
치지 않았다. 자신의 적성이 공대하고 잘
맞고그길따라걸어온것에너무기쁘다
며 현재의자신에 만족했다. 적성은 잘 맞
았지만, 사회생활에 있어서 적지 않은 어
려움이 있었다고 한다. 여성이라는 이유
만으로 직책이 없는 서러움은 그 당시에
너무나 컸다고 했다. 힘든 것을 이겨내고
또 이겨내서 자신만의 역을 조금씩 넓
혀서 여기까지 왔다는 것에서 적잖은 고
생이 있었을 거라는 생각을 했다. 내실위
주로서 나서는 것을 싫어하고, 섬유인 이
라는 자부심으로서 강한 책임감을 타고
난 것 같다고 했다. 세월이 지나도 한 두

명의 학생이 필요로 한다면 어디든 간다
며 지식의 전달보다는 인생의 선배로서
진로 상담과 함께 섬유인으로써 많은 조
언을 하고 있다고 했다. 후배수십명의 취
업을 도와 주고, 취업 후, 후배가 모르는
점이나 힘든 점에 대해A/S 또한 맡아서
하고있다고했다.
당당하고 활기차고 무엇이든 자신감이

넘쳐 보이는 모습에 부러웠다. 거기엔 별
다른 것은 없었다. 단지 자신이 하는 연구
의 끈을 놓치지 않았다고 한다. 호기심이
많고, 궁금한 것이 해결되지 않으면 밤을
새서라도 아니, 꿈속에도 섬유의 조직들
이 보인다면서 끈질기게 거기에만 매달린
다고 했다. 걸어다니면서도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하나의 문제가 해결되고, 또 문
제가 나오고, 이런 반복의 연속이었다. 崔
대표의 젊음의 비결이 바로 여기에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했다. 그리고 자기
중심이 있어야 한다고 했다. 자신은 어느
분야에 가도 자신이 있다고 힘찬 말을 했
다.   경일대 수업도 항상 1995년 처음 같
은 마음으로 후배들을 위하여 섬유의 지
식에 대해 설명해 준다고했다. 그런데 교
육환경이좀더이론과접목할수있게끔
체험 및 습득의 장을 마련하는 계기가 많
이 되길 바란다고 했다. 崔대표 자신도 가
끔은 실전에서 학생들과 같이 현장수업을
하지만, 혼자의 힘으로는 부족한 점이 많
다고 경일대 섬유과 학생들을 자식처럼
많이 생각했다. 섬유분야를 모두 불경기
이고, 어렵다고만 생각하는데, 분명 어려
운 게 아니다. 사업을 하면서한번에 많은
돈을 쉽게 벌려고 하다보니 그런 말이 나
오는 것이고, 차근차근 밟아서 긍정적인
생각을 해서 개척하면 섬유분야는 최고의
분야라고 자부했다. 현재는 수업과 함께
프로젝트 연구에만 몰두하고 있다. 큰 욕
심없이자신이택한한길만오로지바르
게걸어가는모습에박수를보낸다.

<한나경기자>

12월 쌀쌀한날씨에달서구갈산동
에 위치한 KCC정공(주)의 대표이사
로 있는 박덕규(69, 기계과) 동문을
만나고왔다.
현재 본사는 서울에 있고,  대구지

사에 내려온 틈을 타서 직접 만나고
왔다. 대구 지사 사무실이 훈훈했다.
朴대표는 옆집 아저씨처럼 너무나 인
정이 넘쳐 보 다. 사무실의 규모에
서 근검절약을 할 것 같은 느낌을 받
았다. 구조가 너무 딱 맞게 여유의 공
간 없이 되어 있었다. 회의실도 딱 필
요한 것만 있었다. 의자를 넣었다가
빼는데는 큰 지장이 없었지만, 딱 맞
게 공간의 사치를 하지 않은 것이 인
상깊었다.
군대 제대를 몇 일 앞두고 있을 때

취직이 서울로 결정되면서부터 서울
생활을 지금까지 해 오고 있다. 입사
할 때에도 치열한 경쟁을 뚫었고, 일
본유학을 회사에서 2개월 가량 보내
줘서 많은 견문을 넓히는데 도움이
되었다고 한다. 그리고 직장을 다니
면서 창업을 생각했고, 직장 그만 두
고 공백 하나 없이 1992년에 바로 창
업하게 되었다고 했다. 판매업에만
근무를 해서 창업을 하는데 어려운
부분이있었다. 
케이시시정공(주)는 자동화와 관

련해 그에 필요한 모든 부품들을 만
들고 제조하는 세 한 작업이 필요로
하는 회사이다. 대학 생활은 단지 인
정 받기 위해 성실하고 노력하는 그

저 평범한 학생이었고, 산악부의 매
력에 푹 빠지기도 했었다. 산악부에
서 선배 및 후배 관계에서 인간관계
를 배웠고, 인내와 끈기를 배우는 체
험을 하게 되어서 너무 좋아했다. 지
금도 산을 많이 좋아하지만, 사업상
시간이 잘 안 맞아서 자주는 못한다
고했다.
사업상 IMF는 힘든 시기 보다 국

산품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져서 살아
남는 기회가 되었고, 은행에 대출 한
번하지 않다가 작년 사업신축 및 확
장에 힘쓰다가 처음 대출을 해 보았
고, 근검절약을 뼈저리게 느꼈다고
했다. 지금도 앞으로도 근검절약은
자신에게 첫 번째 덕목이고 사훈(社
訓)으로 첫 번째로 손꼽힌다. 그리고
창업 당시에도 월급과 퇴직금만으로
창업하여 많이 힘들었는데, 형님이
자신만을 믿고 많이 도와줘서 용기를
얻고 잘 할 수 있었다고 형제의 우애
를 느낄 수 있었다. 꿈을 다 이루어졌
을 법도 한데, 이루어졌다면 꿈이 아
니라며 꿈이 이루어 진 것은 아니고,
손가락질 안 받을 만큼 되었다고 한
다. 지금 현재 경일대 출신이 많이 일
하고 있지만, 경일대에만 취중해서
신입사원을 뽑지 않는다고 했다. 공
정한 경쟁을 하여 케이시시정공(주)
에 필요한 인재를 뽑는다면서 후배
들에게 실력을 먼저 쌓으라는 말을
남겼다.
朴대표의 자식들(1남1녀)은 벌써

다 커버렸지만, 자신의 회사는 키울
게 남았다며, 할 일이 너무 많고 바쁜
하루를보내고있다.
머리 속에는 더 크고 튼튼해져야

하는 케이시시정공(주)의 자식이 자
라고있는듯했다.

<한나경 기자>

(주) 인실업 대표 : 최 미 동문
당당한여성CEO로써지식의전달보다는
인생의선배로써후배사랑이지극하다.

KCC정공(주)  대표 : 박덕규 동문
목적달성을위해처음시작하는마음으로

항상근검절약을덕목으로삼아험준한 IMF산을정복하 다.

代 表 엄 기 정 (총동창회부회장/공예디자인과 졸업)

화인문구·화방
대구광역시 달서구 신당동 700 계명문화대학 內
TEL : (053)591-0977 / FAX : (053)591-09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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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북구 산격동 산업용재관 3동 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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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공구 / 목공기계

도예재료 / 금속세공연장
염직·수직 재료일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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웰 빙

웰빙으로가는배드민턴예찬

“뻔하던 숲이, 안개 끼면 그윽하고 아름답게 보인다.
흐린불투명함과막막함이사람들의마음을쉽게움직이
기때문이다.”

- 강운구의 <시간의빛> 중에서

배드민턴은그래서아름다운가봅니다.
손 내 면바로답을얻을수있을것같기도한데, 한

가지를깨달으면또한가지의고민이생기곤합니다. 
살면서힘든것이生의기미를아는것.
生의기미란곧, 흐름을뜻하겠지요.
배드민턴도그렇더군요.
흐름을읽고, 흐름에몸을맡기며,결국에는내쪽 으

로그흐름의물줄기를돌리는것.
지금제가끌어안고있는화두입니다.
첫번째는이기는것.
두번째는져도멋지게질수있는것.
그다음은멋지게이기는것.
마지막은잘치는것.

일본 바둑의 명인 중 오오다케(大竹英雄)라는 국수가
있습니다.
이른바모양을중시하는스타일리스트입니다.
“모양이아니면두지않는다.”
오오다케의바둑美學
그힘의원천은무엇일까요?
물처럼 자연스럽게 흐르며, 상대의 흐름을 깨는 법.

흐름을거역하지않고흐름을돌리는방법.
그것이무엇일까고민해봅니다.

시간의 흐름과 生의 기미, 그 잡을 수 없는 불투명에
대하여.
흘러가는모든것은아름답습니다. 반복될수없는, 잡

히지않는그리움때문이죠.
얼마나더느려져야빨라질수있는지, 얼마나더어려

워야 쉬워질 수 있는지, 얼마나 더 비워야 채워질 수 있
는지, 진정알수없는변증의미학입니다.
이렇게배드민턴을예찬하는이유가있습니다.

누구나 살아가면서 한가지의 운동을 접하고 즐겨보았으
리라 생각합니다. 그중에서 배드민턴을 선택한 사람은
삶의 선택에서 한가지는 탁월한 선택을 하 다고 봅니
다.
현대 사회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건강에 대한 관심이

매우 높아 졌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사람들의 변
화는 곧 그들의 여가 생활에 큰 향을 미치게 되었고,
결국 여가 시간을 이용한 스포츠 활동의 중요성이 그 어
느때보다높게인지되고있다. 
스포츠가 여가 생활에 미치는 향 등에 대해 살펴보

면, 과학 기술의 발달은 경제적인 풍요로움과 노동 시간
의단축에따른여가시간의증대를가져다주고있다. 이
러한 여가 시간을 어떻게 활용하느냐 하는 것은 개인의
행복한 삶과 건전한 사회를 만들어 나가는데 중요한 문
제가 된다. 이와 같이 중요한 여가를 건전하고 유익하게
활용하는 방법으로서 스포츠 활동은 매우 효과적 이다.
그러나‘過猶不及’이란말이있듯이이러한스포츠여가
생활이 너무 지나쳐 일상생활에 지장을 초래 하거나, 분
수에 맞지 않는 소비 등으로 사회생활에 지장을 초래 할
수도있음을간과해서는안될것이며따라서자신의위
치에 맞는 적당한 스포츠 여가 생활로써 삶의 질을 한층
높일수있도록하는것이바람직하다.
웰빙시대를함께하며여가생활에많은동호인수와인

기가있는배드민턴은현재 전국 300만명의동호인수를
자랑하는 만큼 그 인기와 활동적인 생활체육이라 하겠
다.
여기서배드민턴이웰빙시대와함께하여야하는좋은

점이여러가지있다.
첫째, 남녀노소를막론하고누구나참여할수있는운

동경기이기 때문에 어느 경기보다 체위 향상에 직접
향을 주는 운동종목이다. 공기의 저항원리를 이용하여
만들어진 독특한 셔틀콕의 구조로 장소가 좁은 야외, 실
내를 막론하고 남녀노소가 즐길 수 있는 레크레이tus인
반면에경기에있어서는상대방보다빠르고민첩한동작

과 예민한 판단력, 지칠줄 모르는 강인한 체력이 요구되
는강력한스포츠로도성립된다는점이배드민턴의특징
이라할수있다.
둘째, 요즘 매스컴은온통몸짱신드롬이라일컬을만

큼 다이어트를 비롯한 몸매관리를 사회 이슈화하고 있
다. 이로 인해 검증되지 않은 식이요법, 다이어트프로그
램, 운동기구, 지방제거수술등 사회적 부작용도 만만치
않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모두 배드민턴은 그냥 즐기
기만 해도 다이어트는 물론 건강까지 완벽하게 가꾸어
질수 있는 즐거움과 운동량을 가지고 있는 매력이 있는
운동이다.
셋째, 각계각층의 인사를 비롯하여 다양한 연령층이

함께하는운동으로어떤 운동보다예의범절을중시하고
있다. 운동 시작과 끝은 향상 인사와 악수로 서로에게
격려와용기를 주는인사를건네주고있다.
또한, 게임에는 규칙과 승부의 매력이 있다. 생활체육

배드민턴만이가지고있는독특한문화인신분제도인도
의카스트제도라기보다는나름대로실력을가름하는등
급이 있다. 여기서 열정을 투자하게 하는 동기부여하고
있다.
넷째, 모든 운동이 신체단련을 목적을 개발되어있으

나 배드민턴은 건강한 신체는 물론 팀워크를 이루는 전
술로개발되어있으며, 파트너쉽이중요한멘틀스포츠라
고할만큼심리적인안정감도요구되는종합스포츠이다.
새벽공기를 가르며 즐거운 배드민턴과 함께 시작하

고, 여유로운 웃음과 행복함에 일상은 더욱 윤택해지고,
삶의 원동력으로 즐거운 미소가 항상 삶을 풍요롭게 한
다. 주변을 한번 돌아보면 얼마든지 즐겁고 행복한 여가
와스포츠를즐길수있다.

그러나, 이배드민턴만큼은꼭여러분과함께하고싶다.

대구광역시배드민턴연합회장 이 상 철
전국배드민턴연합회부회장/ 경일대학교총동창회고문

성실시공

金磨綜合建設(株)
(株) 金 磨 土 建

종합건설업·토목건축 제 1271호
토목공사·토목 제16-0400호

代 表 理 事 李 相 喆
(現)慶一大學校總同窓會顧問 (건축공학과 87년졸업)

本 社 : 慶 北 永 川 市 門 內 洞 9 1 - 4 番 地
本 社 : 慶 北 靑 松 郡 靑 松 邑 金 谷 里 7 3 0
本 社 : 大邱市 壽城區 黃金2洞 662 昌一B/D 3F
電 話 : (053) 767-7850  /  ( 053 ) 767-8075
F A X : (053) 761-7854



2006년 1월 10일제4호 【15】

임원회비명단/연회비납부자현황

2005년 임원회비납부자 명단

- 토목공학과 ······164명
- 건축과 ·········113명
- 기계공학과 ······134명
- 섬유패션과 ······ 59명
- 공업화학과 ······ 59명
- 전기공학과······ 100명

- 전자정보공학과 ···58명
- 컴퓨터 공학과 ···· 36명
- 산업시스템학과 ···39명
- 패션디자인산업학과 ···· 6명
- 경 학과 ········ 27명
- 세무회계정보학과 ···· 20명

- 행정학과 ········ 23명
- 사진 상학과 ····· 5명
- 경제학과 ········ 7명
- 산업공예학과 ····· 2명
- 인터넷 국제통상학과 ··· 8명
- 도시정보지적공학과 ···· 6명

- 어 문학과 ····· 3명
- 제어계측학과 ····· 5명
- 안전공학과 ······· 3명

합 계······ 877명

2005년도 會費를 납부하여 주신 성원에 감사드립니다.

2005년 1월 3일 ~ 12월 20일까지

2005년 연회비납부자 현황

납부일자 성 명 직 책 금 액

3/ 3 김완성 부회장 300,000
3/11 신웅균 100,000
3/14 장대진 부회장 100,000
3/18 권오원 이 사 100,000
3/29 전 권 이 사 100,000
3/29 우하생 이 사 100,000
4/ 6 김종석 부회장 300,000
4/11 전수명 부회장 300,000
4/12 박종국 이 사 100,000
4/13 이덕록 부회장 300,000

이재녕 고 문 300,000
진재근 고 문 300,000
권오인 이 사 100,000
김재국 이 사 100,000

4/14 이추택 이 사 100,000
박종식 이 사 100,000

4/15 최원수 이 사 100,000
4/18 장기상 이 사 100,000
4/19 김 범 이 사 100,000

도주환 이 사 100,000
김세동 이 사 100,000
곽호 이 사 100,000

4/20 장근석 부산동창회장 300,000

납부일자 성 명 직 책 금 액

4/22 전익상 부회장 100,000
이한수 이 사 100,000
권태정 부회장 300,000

4/25 조명호 이 사 100,000
4/26 김현수 이 사 100,000

박병희 이 사 100,000
4/28 정태원 이 사 100,000

구본건 이 사 100,000
안호태 이 사 100,000
이치명 이 사 100,000

4/29 황명수 포항지역동창회장 300,000
이상동 이 사 100,000
서상욱 이 사 100,000
배무한 이 사 100,000

5/ 3 박창석 이 사 100,000
곽 섭 이 사 100,000

5/ 6 이재화 이 사 100,000
이수동 이 사 100,000

5/12 손태균 이 사 100,000
5/13 윤세구 이 사 100,000

도정기 이 사 100,000
5/19 장문익 이 사 100,000
5/23 이승준 이 사 100,000

납부일자 성 명 직 책 금 액

5/24 신웅균 이 사 100,000
5/31 박만현 이 사 100,000
6/ 1 권순국 이 사 100,000
6/ 2 김성섭 이 사 100,000
6/ 3 안광식 이 사 100,000
6/13 지상근 이 사 100,000
7/ 8 서상목 이 사 100,000
7/12 정창곤 이 사 100,000

안상용 이 사 100,000
7/13 김봉수 이 사 100,000
7/14 석재현 이 사 100,000

서성욱 이 사 100,000
7/15 박태구 이 사 100,000
7/16 서 택 이 사 100,000

정지용 부회장 300,000
7/18 이한수 부회장 300,000
7/22 박노건 제어계측공학과동창회장 300,000
7/25 남기수 회 장 5,000,000
7/28 이희태 이 사 100,000
8/ 3 오세준 부회장 300,000
8/ 4 정병오 이 사 100,000

김 주 이 사 100,000
8/16 권순만 이 사 100,000

납부일자 성 명 직 책 금 액

8/18 박진향 이 사 100,000
8/23 김정락 이 사 100,000
9/ 2 이동건 전기공학과동창회장 300,000
9/ 6 권호열 경북북부지역회장 300,000
9/ 8 조건현 이 사 100,000
10/ 6 안효배 이 사 100,000
10/ 7 안정국 이 사 100,000
10/10 전병수 이 사 100,000
10/28 이상철 고 문 300,000
11/ 4 김종기 부회장 300,000
11/18 이중호 이 사 100,000
11/24 임완희 이 사 100,000
11/25 한 현 이 사 100,000

김재국 이 사 100,000
11/28 이철수 이 사 100,000

김태수 감 사 100,000
11/29 이차홍 이 사 100,000
11/30 서상흠 이 사 100,000

대광공업 이 사 100,000
12/ 2 최 미 부회장 300,000
12/ 5 박진우 이 사 100,000

김익주 이 사 100,000
12/19 엄기정 부회장 300,000

미 화 원
代 表 김 봉 수
(기계공학과 71년 졸업 4회)

대구광역시중구남산3동 212-7번지
무료전화 : 080-0 7 0 - 0 0 5 5
T E L : (053) 2 5 3 - 0 0 5 5
F A X : (053) 2 5 3 - 3 4 7 0
휴대폰:011-5 1 5 - 3 4 7 0

축하화환 근조화환 개업화환 개업화환 동·서양란 꽃바구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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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환경경 시스템인증기업

케이시시정공(주)
KCC CO., LTD.

www.kccpr.co.kr,  www.kccpr.com

ISO    9001  /  KSA    9001
ISO  14401  /  KSA1  4001

기계공학과 74년 졸업(7회)

박덕규·김기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