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달 21일 월요일. 아침부터 부산을 떨며 총동창회장배
골프대회가 열리는 인터불고 경산CC로 향했다. 이른 점심을
먹고 준비사항을 체크하고 나니 반가운 동문들이 하나 둘씩 대
회장으로 도착하고 일일이 인사를 나눴다. 개회를 위해 필드
에 나서니 구름 한점 없는 날씨와 탁 트인 녹색 벌판 때문에 마
음 한쪽에서부터 호연지기가 꿈틀댄다. 총동창회장님과 총장
님의 시타를 시작으로 180여명의 동문들은 조를 이뤄 흩어졌
다.

연령대와 실력의 차이를 떠나 서로의 이야기들로 도란도란
시간을 보내는 모습에서 이런 동문 행사의 의미를 새삼 깨닫
게 된다. 웃으면서 서로를 기다려주고 부족한 부분은 서로 가

르치고 배우는 동문간의 진심어린 배려와 우애는 스포츠맨십보다 위대한 것 같다.
무더운 날씨에 지친 동문들을 위해 시원한 음료와 저녁식사를 준비하고 있는 동안 운동을

마친 동문들이 샤워를 끝내고 행사장으로 모여들었다. 지역동창회와 학과동창회별로 한 자리
에 모여 있던 동문들은 분위기가 익어가자 너나 할 것 없이 먼저 음식을 권하며 자리를 옮겨가
며 서로의 잔과 정을 나눴다. 각종 시상과 2,000만원의 대학발전기부금 및 장학금을 모교에
전달하는 것을 끝으로 공식행사를 마무리 지었다.

한낮의 태양과 얼큰한 반주로 동문들의 빨갛게 익은 얼굴을 보고 있자니 총동창회 골프대
회를 준비하는 동안의 부담은 사라지고 어느 덧 다른 동문들과 섞여 입꼬리가 귀에 걸려있는
나를 발견할 수 있었다.

원근각지에서 바쁜 일정을 뒤로하고 행사에 참석해 주신 동문들이 있어 행사가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었고 푸짐한 상품과 응원의 메시지를 보내주신 많은 분들이 있어 이런 자리가 더
욱 빛날 수 있었던 같다. 참석해 주신 내외빈 여러분과 모든 동문들께 감사드리면서 짧은 후기
를 마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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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필 동문

2012 골프대회 수상자 명단
△개인상(신페리오)
우승/김성환(건축) 준우승/이헌탁(토목) 3위/이대범(기계) 메달리스트/김창수(토목) 롱기
스트/이진수(건축) 니어리스트/박채경(토목) 다버디/임달근(기계) 다파/김남균(전기) 대
파/김철민(건축) 소파/권혁배(건축) 다보기/김남근(기계) 행운상/최원영(기계)

△특별공로상
이한수(기계) 김남균(전기) 김규태(기계) 김상건(전기) 전중배(건축) 조만호(화학)

△최다참가상
학부(과)동창회 1위/건축학부동창회 2위/기계자동차학부동창회 3위/토목공학과동창회
지역동창회 1위/구미·김천지역동창회 2위/서울·경인지역동창회 3위/울산지역동창회

▲물품협찬

-정현태 모교 총장 : 기념품 200개
-이덕록 직전회장 : 센트로밸리 스포츠센터 초
대권(1개월~1년) 10매

-진재근 고문: 성원넥서스 골프연습장 및 사우
나 초대권 55매

-서길원 드보골프 회장 : 퍼터 3개
-김진도 (주)기풍 사장 : 양복기지 50벌
-김남균 부회장 : 캐디백 1개

▲현금협찬

-윤진필(화공) 총동창회장(광고) 500만원
-김주환(기계) 총무위원장(광고) 100만원
-이헌구(기계) 준비위원장 100만원
-이수필(전기) 경기위원장(광고) 100만원
-이덕록(전기) 직전회장(광고) 100만원
-남기수(산공) 고문(광고) 50만원
-진재근 건축학부동창회고문(광고) 50만원
-허치경기계자동차학부동창회고문 50만원
-이상철(건축) 고문(광고) 30만원
-강현중(전기) 고문 30만원
-석정달(섬유) 대구상공회의소 부회장(광고) 50
만원

-이동건(전기) 서울·경인지역동창회장 50만원
-김석호(전기) 구미지역동창회장 30만원
-박건일(기계) 울산지역동창회장 30만원
-이대범 기계자동차학부동창회장 50만원
-김학목 전기공학과동창회장 50만원
-김광호 화학공학과동창회장 30만원
-황의길 건설공학부동창회장 50만원
-최병극 건축학부동창회장 50만원
-이전호 세무회계학과동창회장 30만원
-석진균 금융증권학과 동창회장 30만원

-오덕환 기계자동차학부 골프회장 30만원
-남정섭(기계) (주)삼광피에스 대표(광고) 30만
원

-박건일(기계) (주)PR 대표(광고) 60만원
-김학목(전기) (주)명전사 대표(광고) 30만원
-오현택(전자) (주)뉴피에스 대표 30만원
-권동진(토목) 한동산업(주) 대표 30만원
-이대범(기계) 유림그룹 대표(광고) 40만원
-양병조(토목) (주)태영건설 대구경북지사 30만
원

-윤진필(화공) 경산산업관리공단 이사장 60만
원

-김휘대(전기) (합)광명전설 대표(광고) 30만원
-박호원(회계) 인터불고호텔본부장(광고) 30만
원

-김봉수(기계) 다모아생화 대표(광고) 30만원
-김현수(전기) 경성트로피 대표(광고) 30만원
-김남균(전기) M·B 골프샵 30만원
-홍성연(산공) 부림요양병원 이사장(광고) 30만
원

-문갑곤(전기) 서한컨설턴트(주)(광고) 10만원
-박진우(토목) (주)효성종합건설 대표(광고) 10
만원

-대구은행(광고) 150만원

▲축하화환

-정현태 모교 총장
-최덕수 경북대학교 총동창회장
-이동근 서울·경인지역동창회장
-김인규 부산지역동창회장
-이대범 기계자동차학부동창회장
-김학목 전기공학과동창회장
-황의길 토목공학과동창회장
-전중배 건축학부 동창회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