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일대학교 산악회는 이달 7일(일) ‘제10회 아름다운 동행’을 개최 하였다.
‘아름다운 동행’은 산악회가 주관하고 모교 OB산악회원, 재학생 자원봉사자와 고령군 소재 성

요셉 재활원 원생들이 함께 산행을 하는 행사이다.
올해로 10회째를 맞이하는 이날 비슬산 자연휴양림에는 산악회원과 자원봉사자300여명이 모

여 따뜻한 마음을 내비추었다.
성요셉 재활원의 김지현 사회복지사는 강산도 변한다는 10년의 세월동안 많은 변화 속에서도

항상 그 자리를 지키고 있는 산과 같이 경일대학교 산악회 회원들이 동행의 약속을 지켜주심에 감
사의 마음을 표하였고, 재활원 원생들과 함께한 자원봉사자들은 무관심과 편견에 대하여 반성하
고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자리가 되었다고 덫 붙였다.

열 번째 발걸음의 감동
경일대학교 산악회가 히말라야 원장에서 인연이 되어 성요셉 재활원 중증 장애인을 만난지 벌

써 10년의 세월이 흘러 제10회 아름다운 동행을 개최하였습니다. 이 행사는 우리 회원 각자 약속
한 가장 고귀하고 소중한 마음속의 행사라는 것, 그리고 이번에도 그 약속을 지킬 수 있다는 것에
감사드리며, 아름다운 동행이 시작한지 10년으로 강산이 한번 변화는 동안 회원 여러분과 자원봉
사자 여러분의 변함없는 지원으로 행사를 계속 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주신 여러분에게 감사드립
니다.

성요셉 재활원에는 많은 중증 장애인이 있습니다. 이들은 몸이 불편하여 등산을 하고 싶어도
산에 오르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장애인들을 위해 경일대학교 산악회에서 매년 가을 회원 개인
별로 비용을 부담하여 아름다운 동행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1,2,5,7회 아름다운 동행은 가산산
성에서 3,4,6,8회는 비슬산에서 이루어졌고 제9회는 가산산성이서 실시하였으며 금년 제10회는
아름다운 동행 사진전과 함께 비슬산에서 행사를 하였습니다.

아름다운 비슬산 대견사지까지 이르는 이번 산행을 통해 장애우들이 오색 단풍 속에 가을 정취
를 느끼고, 몸은 불편하지만 할 수 있다는 의지를 가질 수 있는 자리가 되었을 것 입니다.

희망은 나무처럼 자랍니다. 아름다운 동행은 희망이라는 나무를 키워나가는 양분입니다. 아
름다운 동행을 통해 더불어 살아가는 세상을 만드는 작은 힘이 되고자 열심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여러분의 많은 지원과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경일대학교 산악회장 박대희(건축, 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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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악회 제 10회 아름다운 동행 개최
이번 호에는 경산산업단지관리공단 이사

장이며, 본교 총동창회장 윤진필 동문을 만
났다. 

▲ 사훈이 특이하다.
△ 기업의 사훈은 곧 기업의 얼굴이라고

생각한다.
각 기업마다 의미 있는 사훈이 많겠지만

우리 기업의 사훈은 함축적인 의미가 많다.
“늘 즐거워하라” 이것이 우리 기업의 사훈이
다. 우리가 아침에 눈 떠서 다시 잠들기까지
모든 일상생활 속에서 선택과 행동 사이에
많은 심경의 변화와 생각에 빠진다. 이때 긍
정적으로 행하면 좋겠지만 요즘같이 변화의
소용돌이에서 누구나가 쉽게 짜증을 내게
된다. 이때 오는 감정적 영향으로 모든 악순
환이 반복된다. 일이 하기 싫어지고, 짜증이
나고, 직원들끼리 다툼도 일어나고 여러 가
지 일의 능률에 있어서 해가 된다.

이에 근본적 해결의 키워드를 찾다가 “늘
즐거워하라”를 택하게 됐다.

▲ 직원들에게 강조하는 부분이 있다면
△ 크게 두 가지다. 하나는 일기이다. 매

년 사원들에게 노트를 나눠주고 있다. 출근

후 10분, 퇴근 전 10분 꼬박고박 일기를 쓰
기를 당부 한다. 일종의 업무보고서인 셈이
다. 이렇게 하면 출근을 해서 무엇을 할지,
어떻게 할 것인가를 시행착오를 거치지 않
고 바로 진행할 수 있다. 또 같은 의미로 퇴
근 전에는 내일은 어떤 일을 어떻게 할 것인
가를 계획적으로 움직일 수 있다.

또 하나는 바로 출퇴근 시간이다. 어느 기
업이나 시간의 중요성은 많이 설명하지만
우리 기업에서는 정시 출근은 물론 정시 퇴
근도 비중을 많이 두고 있다. 앞서 말한 것과
같이 메모를 하며 시간을 계획적으로 활용
한다면 야근은 물론 정시퇴근에 이유가 없
음이다.

▲ 총동창회장으로서 앞으로의 계획
△ 앞서 취임사에서 포부를 밝힌 바가 있

다. 더욱이 내년은 개교 50주년이다. 50년
역사를 디딤돌로 한층 더 높은 내일이 될 50
년이 기다리고 있는 현 시점에서 열(熱)과 성
(誠), 물(物)과 심(心) 어느 것 하나라도 우리
의 재도약에 힘이 될 수 있다면 한 곳에 역량
을 집중해야할 때이고 그 중심에서 경일대
학교와 더불어 총동창회가 발로 뛰겠다.

기업의 사훈은 곧 기업의 얼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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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산시 진량읍 공단4로 94번지 / TEL 053)854-1707 / FAX 053)857-9860

2012년 총동창회 등반대회 개최
안녕하십니까? 항상 변함없이 모교와 동창회를 위해 관심을 가져주시는 총동창회 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2012년도 총동창회 등반대회를 아래와 같이 개최하고자 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 아       래 -

◇등반일시 : 2012년 10월 20일 <토> 08:00 ~ 19:00
◇산 행 지 : 경주 무장산(624m)
◇출 발 지 : 08:00 어린이 대공원 앞 출발
◇참석대상 : 동문 및 교직원
◇등반신청 : 10월 18일(목) 17:00까지 학과동창회, 지역동창회, 총동창회 사무국
◇참 가 비 : 1인당 1만원 (대구은행 195-10-022183 경일대학교 총동창회)
◇지 급 품 : 점심식사(도시락), 기념품, 하산주와 행운권 추첨이 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