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963년. 역동의 시대, 조국 근대화와 경제발전을 위
한 인재 양성을 목표로 첫걸음을 내딛은 우리 경일대학
교가 어느 덧 개교 반세기를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여러 번의 체제 변화와 교명 개칭에서 말해 주듯이
모교는 숨 가쁘게 변화와 혁신을 거듭해왔습니다. 우리
6만 동문 여러분들은 개혁의 가운데에서 재학생으로서
혹은 동문으로서 그 변화의 주역이 되어 역할을 다 해왔
습니다.

친애하는 6만 경일 동문 여러분!
모교의 미래를 준비하고 후배를 밝은 길로 인도할 주

체도 역시 우리 6만 동문 여러분입니다. 50년 역사를 디딤돌로 한층 더 높은 내일이 될
50년이 기다리고 있는 현 시점에서 동문 여러분의 힘이 필요합니다. 열(熱)과 성(誠),
물(物)과 심(心) 어느 것 하나라도 우리의 재도약에 힘이 될 수 있다면 한 곳에 역량을
집중해야할 때이고 그 중심에서 총동창회가 발로 뛰겠습니다.

이런 중차대한 시기에 여러모로 부족한 제가 총동창회 36대 회장직을 맡는다는 것
은 개인적으로는 무척 영광스러운 일이면서도 한편으로는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있
습니다. 동문 여러분의 영광과 모교의 발전을 가로막는 산이 있다면 언제든지 옮겨버
릴 의지를 가지고 총동창회장이라는 중책을 다하겠습니다.

6만 동문여러분! 우리의 역량을 한데 모아 앞으로의 반세기 매일매일을 기념비적 역
사로 만들어 갑시다.

2012년  3월
경일대학교 총동창회장   윤 진 필

총동창회는 지난 달 28일 호텔 인터불고에
서 2012년 정기이사회 및 정기총회를 개최했
다. 18시부터 열린 정기이사회에서는 2011년
도 사업 결산과 함께 윤진필 동문을 제36대 회
장으로 선출했다. 19시 정기총회에 이어 모교
정현태 총장, 최경환 국회의원, 황상조 경북도
의회 부의장, 최상길 경산시의회 의장 등 내·외
빈 1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총동창회장 이·취
임식을 가졌다. 

신임 윤진필 회장은 취임사에서 “총동창회

장의 중임을 맡게 되어 부담감을 느끼지만 6만
동문의 역량을 결집해 목전의 개교 50주년이
라는 중요한 시기를 지혜롭게 풀어나갈 것”이
라며 동문과 함께하는 총동창회를 만들어 나갈
것을 다짐했다. 

이어 전임 이덕록 회장에게는 감사패가 수여
되었으며 2011년 총동창회 각종행사에서 공
로가 큰 동문에게는 공로패와 감사장 수여가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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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 · 창 · 회 · 소 · 식윤진필 제36대 총동창회장 취임사

정기이사회·정기총회 및 
회장 이·취임식 개최

함께걸어온반세기, 함께걸어갈반세기

동양정밀·(주)동양에스티
섬유용 방사유제 생산. 건축용 단열필름
회 장   윤  진  필(제36대 총동창회장)
대 표   윤  준  혁

▶ISO 14001 인증

▶ISO 9001 인증

▶KOSHA 18001 인증

▶2009 수출유망중소기업 선정

▶2009경북중소기업대상 우수상

▶2010 경북 PRIDE 상품 선정

◆섬유용 방사유제
▶폴리에스터 필라멘트용 방사유제

▶폴리에스터 화이바용 유제

▶Nylon용 방사유제

▶Poly Propylene Flament 방사유제

▶Poly Filament 가연 코닝오일

◆건축용 단열필름
▶건축물 유리의 열적 성능을 향상시

키기 위해 개발된 전문 창호용 필름

▶열관류현상제어 난방비 절감효과
▶태양열이 적외선 80%이상 차단

-1949년 경북 영천군 금호읍 출생
-1980년 이문희 여사와 결혼 1남 1

녀

학력
-대구상고 - 경일대학교 공업화학
과(학사)-대구한의대 한방산업대
학원(석사) - 요녕중의대학 중의침
구연구원 침구학과(박사)

경력
-1974년 삼성그룹 공채 입사

-영국ICI 한국본부장
-1995년 (주)동양정밀화학, (주)동
양에스티 설립

-1999년 경상북도 중소기업대상 수
상

-2002년 경상북도 세계초일류중소
기업 선정

-2007년 한국신지식인 선정
-2008년 수출 500만불 달성
-2012년 경산산업단지관리공단 이
사장(現)

윤진필 신임 총동창회장 약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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