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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총동창회 신년교례회 개최

총동창회 2013년 정기이사회 및 정기총회 개최
총동창회 2013 정기이사회 및 정기총회를 아래와 같이 개최합니다. 

동문여러분들의 많은 참석을 부탁드립니다.

▲ 일 시 : 2013년 3월 28일 18시(정기이사회) 19시(정기총회)
▲ 장 소 : 호텔 수성 크리스탈홀
▲ 정기이사회 안건

2012년도 결산 인준/ 2013년도 사업계획 심의/의결/2013년도 예산안 심의/의결
▲ 정기총회 안건

2012년도 결산 보고/2013년도 사업계획 보고/2013년도 예산 보고
▲ 문의처 : 총동창회 사무국(053-600-4990)

●총동창회 연락처 변경안내●
2013년 3월 1일자 총동창회 사무국 연락처가 변경 되었습니다.
■ 사무국 : 053-600-4990
■ FAX : 053-600-4995

총동창회는 지난 1월 8일 호텔 인터불고에
서 ‘2013 경일대학교 총동창회 신년교례회’를
개최했다. 동문 및 교직원, 재학생 등 150여명
이 모인 가운데 개최된 신년교례회에는 경기민
요의 독보적 명창으로 평가되는 조순남 명창의
축하공연으로 성대한 시작을 알렸다. 

이어 지난 한해 모교를 빛낸 동문 2명(기계
과 이한수, 화공과 심만섭)에게 축하패가 전달
됐다. 마지막 순서로 윤진필 총동창회장이 장
학금 일천만원을 정현태 모교 총장에게 전달하

는 것으로 행사를 마무리했다.
이날 윤진필 총동창회장은 새해를 맞이하여

동문들의 안위와 건승을 기원했으며, 더불어
개교 50주년을 맞이한 모교의 무궁한 발전과
총동창회의 비약적 도약에 힘을 아끼지 않겠다
고 다짐했다. 이에 정현태 경일대학교 총장은
최근 대학의 성장에 관하여 역설하고, 올해에
도 경일대학교의 발전에 매진하겠다고 포부를
밝혔으며, 본교와 총동창회의 상호발전을 위
하여 동문들이 힘을 보태줄 것을 당부했다.

수성교육관 제1기 수료생 배출
경일대학교 사회교육원 수성교육관은 지난

해 12월 19일 호텔수성에서 ‘KIU 여성리더스
클럽‘ 수료식을 시작으로 27일 ‘KIU 협상최고
위과정’ 수료식을 각각 개최하였다.

경일대학교는 지난 해 9월 수성교육관을 개
관해 지역의 CEO와 오피니언 리더들을 위한
프로그램으로 IGM(세계경영연구원) 교수가
전담하는 ‘KIU Fusione 최고위과정’과 ‘KIU
협상최고위과정’ 그리고 여성 오피니언리더들
을 대상으로 리더십, 뷰티, 재테크등을 교육하
는 맞춤형 교육과정을 운영하던 중 마침내 제1
기 수료생 배출이라는 열매를 맺은 것이다.

이날 ‘KIU 여성리더스클럽’ 47명의 수료생
대표로 공로상을 받은 이진주 원우회장은 ‘지
역사회 교류와 발전을 위해 앞서나가는 여성이
되겠다고 밝혔으며, 35명의 수료생이 배출된
‘KIU 협상최고위과정’의 최원수 1기 원우회장
은 모교에 발전기금으로 오백만원을 기탁하였
다. 이에 정현태 모교 총장은 “배움과 도전을
마다하지 않고 부단한 노력을 통해 이 자리에
선 수료생들에게 축하와 박수를 보낸다‘며 ’최
고의 교수진으로 구성된 명품교육과정을 수료
한 여러분들이야말로 대한민국을 이끌어갈 진
정한 리더‘라고 강조하였다. 

기계자동차학부 동창회는 지난 해 12월 12
일 학부 동창회장 이·취임식을 개최하였다. 신
임회장으로 박우현 동문이 선임 되었으며, 그
동안 수고해주신 이대범 전임 회장께는 감사패
가 전달되었다.이날은 윤진필 총동창회장을
비롯하여 기계자동차학부 교수 및 동문 등 다
수의 인원이 참석하여 자리를 빛냈다.

부산지역 동창회는 지난 1월 18일 서면소소
수산에서 정기총회를 갖고 신임 양재흠 회장을
선임하였다. 

신임 양재흠 회장은 그동안 부산지역 동창회
를 이끌어 오신 장태현 전임 회장께 감사패를
전달 하였다. 

부산지역  동창회장 이·취임식

기계자동차학부 동창회장 이·취임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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