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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정기이사회 및 정기총회 개최
총동창회는 3월 28일(목) 호텔수성에서

‘2013 총동창회 정기이사회 및 정기총회’를 개
최했다. 

정기이사회에서는 2012년 총동창회 사업
결과를 평가받고 2013년 사업계획과 예·결산
심의를 원안대로 통과했으며 이어 열린 정기총
회에서는 정현태 모교 총장님 등 여러 내빈이
참석한 가운데 공로패, 감사패, 축하패를 수여
했다.

윤진필 총동창회장은 개교 50주년을 맞이하
여 경일대학교 총동창회 장학재단 설립을 선포
하고 당위성과 설립요건 등을 역설하였다.

△공로패 수상자

▲장태현 부산지역동창회 직전회장 ▲이대
범 기계자동차학부동창회 직전회장 ▲김학목
전기공학과동창회 직전회장 ▲이전호 세무회
계학과동창회 직전회장 ▲김주환 골프대회 총
무위원장 ▲이수필 골프대회 경기위원장 ▲박
대희 등반대회 등반대장

△감사패 수상자
▲건축학부 차진철 ▲전자공학과 오현택 ▲

기계자동차학부 박덕규 ▲건축학부 배종우 ▲
기계자동차학부 김봉수 ▲전기공학과 서묵 ▲
전기공학과 김현수

△축하패 수상자
▲컴퓨터공학과 이거우

경일대학교
와 역사를 함께
한  산악회의
50주년 기념등
반  “SEVEN
SUMMIT”를
진행 중인 차진
철 동문을 만났
다.

△ 모교와 인연을 맺은 계기
▲ 사실 처음부터 경일대학교로 입학한 것은

아니었다. 이전 학교에서 산악부 활동을 하다
87년 본교의 건축학부로 편입하여 현재의 모
교에서도 산악부 활동을 이어갔다. 아마도 산
이 나와 경일대학교를 맺어준 것 같다.

△ 학창시절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
▲ 오래전 일이라 기억은 가물가물하지만 종

종 선후배들과의 모임에서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다. 효목동에 캠퍼스가 있을 당시 전체 체육
대회를 하는데 마지막 하이라이트로 마라톤이
진행 되었다. 이때 매일같이 산을 오르고 운동
을 즐겨하던 내가 학부대표로 선발된 적이 있
다. 그때 쟁쟁한 육상부를 따돌리고 1등을 하
여 학부의 종합우승을 견인하고 상금은 물론
상품도 싹쓸이 했던 것 같다. 이 역시 산을 제
외하면 내 반쪽이 없듯이 산악부 활동을 하며
다져진 체력적인 부분이 많은 도움이 되었던
것 같다.

△ 졸업 후 인생경로와 쌓아온 업적
▲ 졸업 이후에도 항상 그 자리를 지키고 있

는 산과 떨어질 수 없었다. 거의 매년 세계 각

지역의 고지를 등정하고 또다시 등반 준비를
하고 이렇게 몇 해가 훌쩍 지나가버린 것 같다.
그리고 세 아이의 아버지로 당당히 가정도 꾸
렸으며 자그마한 개인사업도 운영하였다. 그
러다 문득 한없이 나에게 자리를 내어주는 산
처럼 나도 베풀며 살아야겠다는 생각에 십수
년간 작은 봉사를 실천해왔다. 

이에 재작년 제1회 아름다운 납세자상(국세
청장상)과 지난해 제2회 행복나눔人상(보건복
지부장관상)을 수상하였다. 여담으로 지금 뒤
돌아 생각해보면 산처럼 항상 아들에게 그늘막
이 되어 주신 부모님과 나를 항상 믿고 지지해
준 처와 아이들에게 항상 고맙고 감사하다.

△ 후배들에게 들려주고 싶은 한마디
▲ 산이 좋아 산을 찾아 다녔지만 그렇다고

학업을 포기한 적은 없다. 등반훈련기간에는
누구보다 열심히 훈련에 임했고 등반이 끝남과
동시에 도서관에 하루도 빠짐없이 출석도장을

찍으며 자격증 공부에 몰두했다. 이때 취득한
자격증이 꽤 된다. 매순간 선택과 집중을 후배
들에게 강조하고 싶다.

△ 앞으로의 활동계획이나 포부
▲ 경일대학교 산악회 50주년 기념등반을 진

행 중이다. 남은 일정에 만전을 기하여 차질 없
이 진행하겠다. 그리고 ‘경일대학교’ 교명으로
히말라야 14좌 완등 이라는 목표를 세우고 있
다. 내가 목표달성을 못하더라도 후배들이 있
기에 든든하고 그들이 언젠가는 완등할 것을
믿어 의심치 않는다.

모교 교기에 14개의 별이 수놓아져 펄럭이
는 모습을 기대하며 인터뷰를 마무리 했다.

△2013년 주요사업 계획
▲총동창회 골프대회
-일시/장소 : 2013. 5. 29(수) 12:00 / 영

천 오펠
-참가대상 : 동문 및 모교 교직원(약 60팀)

▲경일인 등반대회
-일시/장소 : 2013. 10. 12(토) 08:00 /

예천 비룡산 300M(솔밭)

-출 발 지 : 어린이회관
△2013년 임원회비 납부 안내
▲임원회비 : 회장-금10,000,000원 / 고문

·지역동창회장·학과동창회장·부회장-금
300,000원 / 이사 및 감사 등-금100,000원

▲납부기간 : 2013. 4. 4 ~ 4.30
▲납부방법 : 지로 및 계좌이체(대구은행

195-10-002183 경일대학교 총동창회)

2013년 주요사업 계획

건축학부 차진철 동문
(대구광역시 산악연맹 전무이사)

“히말라야 14좌 완등 목표”

경일대학교 산악회 50주년 기념등반
SEVEN SUMMIT

● 1963년 산악회 발족

● 2003년 히말라야 8,000M급 가셔브럼 1봉, 2봉 연속 등정

● 2013년~2015년 7대륙 최고봉 등반
-2013년 아프리카 킬리만자로 등정, 북미 맥킨리 등반, 유럽 엘브루즈 등반

-2014년 아시아 에베레스트 등반, 오세아니아 칼스텐츠 등반

-2015년 남미 아콩카쿠아 등반, 남극 빈슨매시프 등반

※경일대학교 총동창회 동문님의 적극적인 참여 부탁드립니다.

경일대학교 산악회 회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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