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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동창회 임원 단합대회 개최
총동창회는 지난 7월 12일(금) 진밭골 대자

연산장에서 ‘2013 경일대학교 총동창회 임원
단합대회’를 개최했다. 오후 7시부터 열린 임
원 단합대회에는 총동창회장을 비롯하여 각 지
역 및 학부(과) 동창회장 등이 참석하여 주위의
이목을 끌었다.

이날 총동창회장은 앞서 성공리에 마친 ‘총
동창회장배 골프대회’에 대하여 총동창회와 각
지역 및 학부(과)동창회 모두 하나가 되어 힘을

모았기에 이룬 쾌거라며 축하했다. 이어 골프
대회 참석자, 수상자, 경비지출 및 협찬 등을
보고하였으며, 앞으로 개최될 ‘경일인 등반대
회’에도 각 지역 및 학부(과)동창회가 아낌없이
힘을 모아주기를 당부하였다. 

다음으로 김익주 등반대장의 주재로 ‘제9회
경일인 등반대회’ 코스소개 및 세부일정을 검
토하며 임원 단합대회를 마무리 하였다.

총동창회는 10월 12일(토) ‘2013 경일인 등반대회’를 개최한다. 올해로 아홉 번째를 맞이하는 이

번 등반대회는 경북 예천군의 비룡산을 등반한다. 어린이 대공원에서 8시에 출발하여 회룡마을에

도착, 이에 산행이 시작되며 정상에서 점심 및 정

상주가 예정되어 있으며, 하산 후에는 ‘화합의 장’

행사를 계획하여 동문 서로간의 소식을 나누고 행

운권 추첨 등의 다양한 이벤트가 마련되어 있다.

-등반대회 안내-

▲ 등반일시 : 2013년 10월 12일(토) 08:00 ~

19:00 

▲ 산 행 지 : 경북 예천군 비룡산(300m)

▲ 참석대상 : 동문 및 교직원

▲ 등반신청 :10월 2일 17:00까지 학부(과)동

창회, 지역동창회, 총동창회 사무

국

▲ 참 가 비 : 1인당 1만원 (대구은행 195-10-

002183 경일대학교 총동창회)

▲ 문 의 처 : 총동창회 사무국(053-600-

4990)

경일대학교 사회교육원은 지난달 9일(금) 본
교 인문사회관 세미나실에서‘KIU Fusione 최
고경영자과정’ 수료식을 개최하였다. 

경일대학교는 지난 해 9월, 지역의 CEO와
오피니언 리더들을 위한 프로그램으로 IGM(
세계경영연구원) 교수가 전담하는 ‘KIU
Fusione 최고경영자과정’을 개설하여 맞춤형
교육과정을 운영하던 중 마침내 제1기 수료생
배출이라는 결실을 맺은 것이다.

산업경영대학원 부원장 김현우 교수의 사회
로 진행된 수료식에서 44명의 원우들에게 수
료증이 수여 되었으며, ㈜한중 김환식 대표를
비롯한 6명에게 공로상을, ㈜금창 송재열 대표
를 비롯한 5명에게 공로패를, 신용보증금고 박
국근 본부장을 비롯한 6명에게 모범상이 수여

되었다.
이날 윤진필 총동창회장은 새롭게 경일대학

교 총동창회의 회원이 된 ‘KIU Fusione 최고
경영자과정’ 44명의 수료생들을 일일이 축하
하며 앞날의 건승과 더불어 총동창회의 큰 힘
이 되어 줄 것을 당부하였다. 

정현태 총장은 “배움과 도전을 마다하지 않
고 부단한 노력을 통해 이 자리에 선 수료생들
에게 축하와 박수를 보내며, 최고의 교수진으
로 구성된 명품조찬 교육과정을 수료한 여러분
들이야말로 대한민국을 이끌어갈 진정한 리
더” 라고 강조하였다. 

'KIU Fusione 최고경영자과정’ 수료생 일
동은 모교에 발전기금으로 오백만원을 기탁하
였다. 

2013 경일인 등반대회 안내

KIU Fusione 최고경영자과정 수료식

현) 경일대학교 총동창회 부회장
현) 대한민국 박사모 대구본부장
전) 대구광역시 북구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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