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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회 총동창회장배 골프대회 개최
지난 5월 29일(수) ‘경일대학교 총동창회장

배 골프대회’가 천혜의 자연환경과 최고의 시
설을 갖춘 영천 오펠CC에서 개최되었다. 올해
로 아홉 번째를 맞는 이번 대회에는 동문 및 가
족, KIU Fusione 최고위과정과 KIU 협상최
고위과정 원우, 교직원 등 210여명이 모인 가
운데 샷건(신페리오)방식으로 진행 되었다. 특

히, 해외 각지에서 여러 동문이 참가하여 대회
의미를 더하였고, 대회 중에는 모교와 총동창
회의 발전을 기원하듯 홀인원과 이글 등 진귀
한 기록들이 쏟아졌다. 이날 총동창회는 모교
발전을 위한 장학기금 일천만원을 전달하기도
했다.

△개인상(신페리오)
우승/이대범(기계) 
준우승/김환식(최고경영자과정)
3위/오태성(건설) 
메달리스트/최인호(최고경영자과정)
롱기스트/박국천(건설) 
니어리스트/김상건(전기) 
홀인원/정용욱(건축) 
이글/김범규(화학)

△특별상
박우현(기계) /오덕환(기계)/ 백운익(전기)

/황의길(건설)/ 주한수(건축)

△최다참가상
-학부(과)동창회 
1위/기계자동차학부동창회 
2위/건축학부동창회 
3위/전기공학과동창회

-지역동창회 
1위/구미지역동창회 
2위/울산지역동창회 
3위/부산지역동창회

▲물품협찬
-정현태 모교 총장 : 골프양말2셋트 250개
-윤진필 총동창회장 : 특산품 쌀조청 250개
-이덕록 직전회장 : 인터불고CC 라운딩 70%할인권
1매, 50%할인권 2매

-진재근 고문 : 성원넥서스 골프연습장 1개월 초대
권 5매, 사우나(찜질방) 초대권 50매

-김남균 부회장 : 골프스윙연습기 2개
-청송군 동문 : 사과쥬스 50박스

▲현금협찬
-윤진필(화공) 총동창회장(광고) 500만원
-김주환(기계) 총무위원장(광고) 100만원
-최원수(건축) 준비위원장(광고) 100만원
-이수필(전기) 경기위원장(광고) 100만원
-이덕록(전기) 직전회장(광고) 100만원
-남기수(산공) 총동창회 고문(광고) 50만원
-진재근(건축) 건축학부동창회 고문(광고) 50만원
-허치경(기계) 기계자동차학부동창회 고문 50만원
-이상철(건축) 총동창회 고문(광고) 30만원
-강현중(전기) 총동창회 고문(광고) 30만원
-석정달(섬유) 대구상공회의소 부회장(광고) 50만원
-이동건(전기) 서울·경인지역 동창회장 50만원
-양재흠(전기) 부산지역 동창회장 30만원
-김석호(전기) 구미지역 동창회장 30만원
-박건일(기계) 울산지역 동창회장 30만원
-박우현 기계자동차학부 동창회장 50만원
-류승균 전기공학과 동창회장 50만원
-김광호 화학공학과 동창회장 30만원
-황의길 건설공학부 동창회장 50만원
-최병극 건축학부 동창회장 50만원
-권태정 금융증권학과 골프회장 30만원
-이대범 기계자동차학부동창회 직전회장(광고) 30
만원

-김학목 전기공학과동창회 직전회장(광고) 20만원

-윤진필(화학) 경산산업관리공단 이사장(광고) 60만
원

-홍성연(산공) 부림요양병원 이사장(광고) 30만원
-김현수(전기) 경성트로피 대표(광고) 30만원
-김남균(전기) M·D골프 대표(광고) 30만원
-권동진(토목) 한동산업(주) 대표(광고) 30만원
-심만섭(화학) (주)청우산업개발 대표(광고) 30만원
-김휘대(전기) (합)광명전설 대표(광고) 30만원
-김하영(건설) 백송스파비스관광호텔 회장(광고) 30
만원

-이헌구(기계) (주)동방케미칼 대표(광고) 30만원
-김봉수(기계) 다모아생화 대표(광고) 30만원
-오현택(전자) (주)뉴피에스 대표(광고) 30만원
-전익상(전기) 대구MBC미디컴 대표(광고) 10만원
-박문교 KIU협상과정 사무국장(광고) 10만원
-원종엽(건축) (주)영진종합건설 대표(광고) 10만원
-박채경(토목) 흥창종합상사 대표(광고) 10만원
-김창수(토목) (주)동진E&C 대표 30만원
-이진수(건축) (주)건축사환경A&C 대표 10만원
-정용욱(건축) 동문 장학금 기탁 50만원
-김범규(화학) 동문 장학금 기탁 10만원
-대구은행(광고) 150만원
-하나대투증권(광고) 100만원

▲축하화환
-정현태 모교 총장
-최덕수 경북대학교 총동창회장
-이동건 서울·경인지역 동창회장
-양재흠 부산지역 동창회장
-신동환 한국전기공사협회 대구시회장
-박우현 기계자동차학부 동창회장
-류승균 전기공학과 동창회장
-황의길 건설공학부 동창회장
-최병극 건축학부 동창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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