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동창회소식(14호)제473호    2009년 6월 10일 수요일 5

지난 5월 29일 ‘경일대학교 총동창회장배 친선골프대회’가 천혜의 자연환경과 최고의 시
설을 갖춘 인터불고 경산CC에서 동문 및 교직원 200여 명이 모인 가운데 개최되었다. 이날
대회 후 모교발전을 위한 장학기금 천만 원을 전달하기도 했다.

수상자 명단
▶단체상
우승/이근배 ·공병태(서울경인지역)
준우승/이무진 ·손수석(모교 교직원)
3위/권동진 ·이정식(토목공학과 동창회)
▶특별상
공업화학과 박현우/전기공학과 이수동/경영학

과 이재화/이무진(모교 건축학부 교수)
▶우승
전기공학과 이수철
▶준우승
서울 · 경인지역 공병태
▶3위
정현태(모교 산업물류학과 교수)
▶메달리스트
경제학과 임진해
▶롱게스트
기계공학부 김경진
▶니어리스트
포항지역 이영석
▶버디상

총동창회 이상철
▶파상
토목공학과 김상헌/포항지역 김영식/섬유공학

과 황희국/경제학과 석진균
▶파3 다파상
건축학부 김영래/경제학과 석진균/기계공학부

정은익
▶최다참가상
1위/기계공학부 동창회
2위/전기공학과 동창회
3위/토목공학과 동창회

1. 물품협찬
- 이남교 경일대학교 총장 : 기념타올 200장, 마우스

패드 200개
- 박진향 본 대회 홍보위원 : 전광판 광고협찬(범어로

타리)
- 최계호 한국지역진흥재단 이사장 : 자개손거울30

점 (011-530-9600)
- 도정기 대구예술대학교 총장 : 기능성 우산 10개

(010-3820-6856)
- 김석종 대구과학대 총장 : 고급 넥타이 10개 (011-

822-1770)
- 김수명 인터불고CC 사장 : 케디백 풀셋트 2개
- 영덕 토마토 30박스
- 청송사과 박스 20개                                                       
- 엄재국 총동창회 부회장 : 케디백 풀셋트 3개                               
- 도영회 한전관리 처장 : 공구셋트 3개                                      
- 애브리오 par3 골프장 사장 김교우 : 우산 20개                             
- (주)기풍 김진도 사장 : 양복 기지 30벌                                     
- 드보골프샾 서길원 회장 : 퍼터 3개

2. 현금협찬(광고포함)
-이덕록(전기)총동창회장(광고) 4,000,000원
- 박노경(전기) 총동창회 부회장(광고) 500,000원
- 남기수(산공)직전회장(광고) 1,000,000원
- 엄재국(전기) 총동창회 부회장 300,000원
- 이헌구(기계)총무위원장(광고) 1,000,000원
- 석호춘(공화) 총동창회 부회장(광고) 300,000원
- 김석성(산공)준비위원장(광고) 1,000,000원
- 윤영호(전기) 총동창회 부회장 300,000원
- 김남균(전기) 경기위원장 1,000,000원
- 김휘대(전기) 총동창회 부회장(광고) 300,000원
- 진재근 건축학부 동창회 고문(광고) 1,000,000원
- 한영현(기계) 총동창회 이사(광고) 300,000원
- 허치경 기계공학부 동창회 고문 500,000원
- 박호원(회계) 총동창회 부회장(광고) 300,000원
- 강현중(전기) 총동창회 고문(광고) 300,000원
- 김봉수(기계) 총동창회 이사(광고) 300,000원

- 이상철(건축) 총동창회 고문(광고) 500,000원
- 김현수(전기) 총동창회 이사(광고) 300,000원
- 석정달(섬유) 대구상공회의소 부회장(광고)

500,000원
- 김천일(산공) 총동창회 부회장(광고) 300,000원
- 박현우(공화) 서울· 경인지역 동창회장 1,000,000

원
- 최원수(건축) 총동창회 이사(광고) 200,000원
- 김석호(전기) 포항지역 동창회장 500,000원
- 양중열(전기) 총동창회 이사(광고) 300,000원
- 김규태 기계공학부 동창회장 500,000원
- 송두용(경제) 총동창회 이사(광고) 200,000원
- 김상건 전기공학과 동창회장 500,000원
- 전익상(전기) 총동창회 감사(광고) 100,000원
- 성기환 섬유학과 동창회장 300,000원
- 문갑곤(전기) 총동창회 이사(광고) 100,000원
- 황의길 토목공학과 동창회장 500,000원
- 박진우(토목) 총동창회 이사(광고) 100,000원
- 전중배 건축학부 동창회장 500,000원
- 엄기정 산업공예과 동창회장(광고) 100,000원
- 이전호 세무회계학과 동창회장 500,000원
- 대구은행(광고) 1,500,000원
- 김학목(전기) 총동창회 이사(광고) 300,000원
- 미래에셋증권(광고) 200,000원

3. 장학금 기부
- 총동창회 10,000,000원

4. 축하 화환
- 모교 이남교 총장
- (주)인터불고 경산 CC 대표이사 김수명
- 경북대학교 경영대학원 석사 동창회장 조명래
- 동성화학 대표 오성학
- 전자정보통신공학부 동창회장 김주석
- 전기공학과 동창회장 김상건
- 천안지역 동창회 발기위원장 하만호

2009 총동창회장배 골프대회 개최2009 총동창회장배 골프대회 개최2009 총동창회장배 골프대회 개최2009 총동창회장배 골프대회 개최2009 총동창회장배 골프대회 개최2009 총동창회장배 골프대회 개최2009 총동창회장배 골프대회 개최

이덕록 총동창회장이 모교 이남교 총장에게 장학금 천만 원을 전달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