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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상자명단
▶단체상
우승/전중용· 배성출(건축학부 동창회)
준우승/이무진· 손수석(모교 교직원)
3위/권동진· 이정식(토목공학과 동창회)
▶개인상
▷특별상 : 토목공학과 김해운/기계공학부
윤인식/행정학과 이태근
▷우승 : 기계공학부 오봉환
▷준우승 : 섬유패션학과 박창호
▷3위 : 금융증권학과 이상훈
▷메달리스트 : 기계공학부 정운익
▷롱게스트 : 토목공학과 이정식
▷니어리스트 : 전기공학과 이남희
▷버디상 : 서울· 경인지역 구교근/토목공
학과 이추택
▷파상 : 토목공학과 박종국
▷보기상 : 경영학과 박진향
▷이글상 : 구미동창회 이병용
▶최다참가상
▷학부(과)
1위 : 기계공학부 동창회
2위 : 전기공학과 동창회
3위 : 건축학부 동창회
▷지역
1위 : 구미지역 동창회
2위 : 서울· 경인지역 동창회
3위 : 부산지역 동창회
▶물품협찬
-이남교 경일대학교 (전)총장 : 기념타올
300장

-진재근 고문 : 성원넥서스 골프연습장 및
사우나 1개월 초대권 5매, 사우나· 찜질방
초대권 50매

-윤진필 경산산업관리공단 이사장 : 오디세
이 퍼팅매트 2개

-서길원 드보골프 회장 : 퍼터 3개
-김진도 (주)기풍 사장 : 양복기지 50벌
-류병선 (주)영도벨벳 회장 : 골프모자 5개
-김방훈 제주시장 : 귤 10박스
-한동수 청송군수 : 사과 20박스
-이태근 경산소방서장 : 골프공 2박스
-부산지역동창회 : 골프모자 25개

▶현금협찬
-이덕록(전기) 총동창회장(광고) 500만원
-남기수(산공) 총무위원장(광고) 100만원
-이한수(기계) 총무위원장(광고) 100만원
-엄재국(경영) 준비위원장 200만원
-김남균(전기) 경기위원장(광고) 100만원
-허치경(기계) 기계공학부동창회 고문 50만
원

-이상철(건축) 총동창회 고문(광고) 50만원
-강현중(전기) 총동창회 고문(광고) 30만원
-석정달(섬유) 대구상공회의소 부회장(광
고) 50만원

-박현우(공화) 서울· 경인지역 동창회장 50
만원

-김석호(전기) 구미지역 동창회장 30만원
-김규태 기계공학부 동창회장 50만원
-김학목 전기공학과 동창회장 50만원
-조만호 디스플레이화학공학과 동창회장
30만원

-황의길 토목공학과 동창회장 50만원
-전중배 건축학부 동창회장 50만원
-이전호 세무회계학과 동창회장 50만원
-이제우 국제통상학과 동창회장 30만원
-이각희 행정학과 동창회장 30만원
-박노경(전기) 푸른환경(주) 대표(광고) 100
만원

-윤인식(기계) 총동창회 이사 30만원
-이상훈(토목) 총동창회 이사 50만원
-이헌구(기계) (주)동방케미칼 대표(광고)
50만원

-남정섭(기계) (주)삼광피에스 대표(광고)
50만원

-허수영(토목) (주)폰피닷컴 대구경북본부
대표(광고) 30만원

-김학목 (주)명전사 대표(광고) 30만원
-서원교(기계) 어릿골흠염소식당 대표(광
고) 30만원

-석호춘(공화) 한국타이어(주)달서점 대표
(광고) 30만원

-윤영호(전기) 총동창회 부회장 30만원
-김휘대(전기) (합)광명전설 대표(광고) 30
만원

-한영현(기계) 한심기공 대표(광고) 30만원

-박호원(회계) 인터불고호텔 본부장(광고)
30만원

-김봉수(기계) 다모아생화 대표(광고) 30만
원

-김현수(전기) 경성트로피 대표(광고) 30만
원

-김천일(행정) (주)청우물류 대표(광고) 30
만원

-양중열(전기) (주)제림이엔지 대표(광고)
30만원

-홍성연(산공) 부림요양병원 이사장(광고)
30만원

-최원수(건축) (주)서현 대표(광고) 20만원
-전익상(전기) MBC 기술국장(광고) 10만원
-문갑곤(전기) 서한컨설턴트(주)(광고) 10
만원

-박진우(토목) (주)효성종합건설 대표(광고)
10만원

-이땅위에 한우식당(광고) 10만원
-미래에셋증권(광고) 20만원
-대구은행(광고) 150만원
▶장학금기부
-총동창회 1,000만원

2010 총동창회장배 골프대회 개최
지난 6월 29일 ‘경일대학교 총동창회장배 친선골프대회’가 천혜의 자연환경과 최고의 시설을 갖춘 

인터불고 경산CC에서 동문 및 교직원 210여명이 모인 가운데 샷건방식으로 개최되었다.
이날 총동창회는 모교발전을 위한 장학기금 천만원을 전달하기도 했다.

총동창회는 ‘2010 경일인 등반대회’를
11일(토) 모교에서 개최한다. 

오전 10시부터 예정된 등반대회는 모교
본관에서 출발해 장군산 정상을 지나 삼각
봉에서 정상주를 함께한 뒤 하산할 계획이
다. 

점심식사 후 14시부터 시작되는 2부 ‘화
합의 장’ 행사에서는 동문 서로간의 소식을
나누고 행운권 추첨 등 다양한 이벤트가 마

련되어 있다. 참가신청은 총동창회 사무국
(☎053-850-7098)으로 하면 된다.

2010 경일인 등반대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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