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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총동창회장배 골프대회’가 5월
29일(금) 10시 30분 인터불고 경산CC에서
개최된다. 총동창회가 매년 봄마다 개최하
는 회장배 골프대회는 본교 동문 및 교직원
이면 누구나 참여가 가능하며 신청은 총동창
회 사무국(☎053-850-7098)에서 접수한다.
그린피와 캐디비를 제외한 참가비는 무료이
며 18시 30분부터 시상식과 만찬이 준비되 어 있다.

모교는 청년고용촉진을 위해 노동부와 함
께 ‘중소기업 청년인턴제’를 실시한다. 상시
근로자 5인 이상의 사업장이면 누구나 참여
가 가능하며 인턴을 채용한 기업에게는 인턴
임금의 50%를 6개월 범위 내에서 지원한다.
또한 인턴기간 종료 후 정규직으로 채용한
경우에도 동일한 금액을 6개월간 추가로 지

원하기 때문에 지역 중소기업의 관심이 높
다. 이미 동문기업과 교내 R&DB센터 입주
기업의 신청이 쇄도하고 있으며 올해 12월까
지 실시해야하기 때문에 참여를 희망하는 동
문기업은 신청을 서둘러야 한다.

신청 : 진로취업지원팀(☎053-850-7782)

총동창회와 모교는 ‘선배동창 실명제 장
학금’ 제도를 신설하고 1인 1구좌 갖기 운동
을 실시한다. 1구좌는 50만원으로 수혜받을
재학생을 직접 지명하거나 학과에 일임할 수
도 있다. 모금된 장학금은 기금전달식을 통
해서 재학생들에게 전달될 예정이며 세금공
제 혜택도 받을 수 있다. 장학금 기부를 희망
하는 동문은 총동창회 사무국(☎053-850-

7098)이나 학생지원팀(☎850-7741~2)으로
문의하면 된다. 입금계좌 : 대구은행 195-
10-002258 예금주 경일대학교
▲장학금 기부현황
△김종석(전자77졸· 상임부회장) 1구좌
△허치경(기계68졸· 부회장) 2구좌 △오상
학(공업화학79졸· 이사)   2구좌  △이전호
(세무92졸· 감사)   2구좌

서울경기지역 동창회는 친목도모를 위한
골프회 및 등산회 회원을 모집한다. 골프모

임인 청우회는 경기도 덕평CC에서 매월 첫
째주 수요일에 정기모임을 갖고 있으며, 등
산동호회 K1산악회는 둘째, 넷째주 토요일
마다 관악산을 산행하고 있다.

참가를 희망하는 동문은 청우회 권영기(공
업화학 73졸· 011-212-2926) 동문과 K1산
악회 김현구(기계72졸· 011-9031-1122)
동문에게 연락하면 된다.

한편 서울경기지역 동창회 구교근(기계81
졸) 사무국장은 지난 봄에 열린 자유문예 신
인작가 공모전을 통해 6월 6일 시인으로 등
단한다는 기쁜 소식을 전해왔다.

건축학부 동창회는 5월 9일 춘계 등반대회
를 개최했다. 안동 천등산을 등반한 이번 행

사에는 전중배 건축학부 동창회장 및 임원단
과 정영철 학부장을 비롯한 교수, 동문 60여
명이 참석했다. 특히 시청과 도청에서 근무
하는 공무원과 건축관련업체를 운영하는 동
문들이 대거 참석해 동문간 우호증진 뿐만
아니라 관련분야에 대한 교류와 이해를 도모
하는 자리가 됐다. 봉정사 관광으로 천등산
의 등반을 마무리한 동문들은 안동 하회마을
에 들러 간단한 뒤풀이와 함께 모든 행사를
갈무리했다.

전기공학과 동창회는 지난 7일 매일신문
사 11층 매일가든에서 2009년도 정기총회
를 개최했다. 이날 총회에 참석한 김상건(전
기74졸) 회장을 비롯한 기수별 회장, 임원
30여명은 사업경과
보고와 안건토의를
마치고 골프대회 필
승을 다짐했다. 

또한 5월 17일 모
교 실내체육관에서
동문과 재학생이 함
께 하는 ‘2009 전기
공학과 동문체육대
회’에도 임원진 전
원이 참석하기로
해, 87년 창립한 이
래 22년간 이어진
학과동창회의 위상

을 과시했다. 
참가를 희망하는 동문은 이수필(전기76졸

· 011-532-2511) 전기공학과동창회 사무
국장에게 연락하면 된다.

대구가 광역시로 승격되면서 대구로
편입된 팔공산 아래의 공산면 작은 마을
에서 태어나 그곳에서 고교를 마친 이헌
구(기계79졸) 동문은 진학을 뒤로하고
가업인 농사를 돕기 시작했다. 낮에는 밭
을 갈고 소를 기르며 저녁에는 손에 잡히
는 데로 책을 읽기 시작했다. 산골마을에
서 갖가지 방법으로 빌려 읽은 책이 2년
동안 2백권이 넘었다. 본격적인 공부를
위해 기르던 소를 팔아 모교의 전신인 경
북공업전문학교에 진학했다. 집에서 가
장 가까운 학교였고 누구에게도 손 벌리
지 않기 위해 야간대학을 다니며 농사를
계속할 수 있었기 때문이었다.

졸업 후 대우엔지니어링에서 직장생
활을 시작했지만 1년도 채 지나지 않아
대기업을 그만두고 홀연 중소기업에 입
사했다. 근무여건도 좋지 않고 전공도 화
학이 아닌 기계공학도가 방수제를 만드
는 작은 회사로 옮긴다고 하자 주위의 반
대도 만만치 않았다. 하지만 당시에는 자
신감 하나 밖에 가진 것이 없었고 타향에

서 기댈 곳도 자신뿐이었다. 
대학교육도 자신이 일군 자갈밭에서

시작됐으니 어떤 것도 헤쳐 나갈 수 있을
만한 자신감으로 충만해 있었다. 잘 갖춰
진 대기업에서 한 계단씩 걸어서 위로 올
라가는 것 보다는 작은 회사에서 일을 배
워 빠른 시간 내에 자신의 사업장을 갖는
것이 그의 목표였다. 눈을 질끈 감자 10
년이 쏜살같이 지나갔고 드디어 (주)동방
케미칼이라는 자신의 회사를 세울 수 있
었다고 한다. 특유의 자신감으로 굵직굵
직한 공사를 수주하기 시작했고 오로지
‘물 막는 일’에 최고가 되고자 기술개발
에 전념해 회사를 국내에서 손꼽히는 방
수제 전문 기업으로 키워냈다.

후배들에게 들려줄 조언에 대해 묻자
이 동문은 ‘세상에 있는 것으로 세상에
없는 것을 만들자’라는 자신의 회사 사훈
을 꺼냈다. 자갈밭과 쟁기가 있어서 농부
를 대학생으로 만든 옥토를 일궜고, 인문
학 서적들로 지새운 밤이 공장의 말단 직
원을 CEO로 만들었다. 

세상에는 누구나 읽을 수 있는 책이 있
고 누구나 쥘 수 있는 농기구가 있지만
자신의 분야에서 최고가 되려는 노력이
더해진다면 창해일속(滄海一粟)도 만석
쌀의 종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이 그의 생
각이었다. 이 동문은 후배들이 대학생활
동안 이것저것 가리지 말고 많은 책과 많
은 경험을 위해 경주하기를 당부했다. 

선배의 조언처럼 학생에게는 있지만
직장인에게는 없는 것을 찾기 위해 대학
생활을 더욱 알차게 보내는 것이 우리 후
배의 도리가 아닐까 생각하며 인터뷰를
마무리했다.

2009 총동창회장배 골프대회 개최

동문후배를 동문기업의 인턴으로

선배동창 실명제 장학금 제도 신설

서울·경기지역 동창회

건축학부 동창회

전기공학과 동창회

팔공산의 농부에서 CEO로

동문탐방 - 이헌구 동문

5월 6일 정기 골프모임에 참가한 동문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