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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동창회는 지난 1월 7일(화) 호텔 인터불고
에서 ‘2014 경일대학교 총동창회 신년교례회’
를 개최했다. 동문 및 교직원, 재학생 등 150
여명이 모인 가운데 개최된 신년교례회는 과거
로의 추억여행을 준비한 김장우(산업공학과)
동문의 7080통기타 공연으로 성대한 시작을
알렸다. 이어 지난 한해 모교를 빛낸 동문 8명(
화학공학과 윤진필, 기계자동차학부 박덕규,
건축학부 차진철, 기계자동차학부 박건일, 전
기공학과 서묵, 기계자동차학부 이충호, 전기
공학과 박원재, 산업공학과 도주환)에게 축하
패가 전달됐다. 이어 윤진필 총동창회장이 장

학금 일천만원을 정현태 모교 총장에게 전달하
였다.

이날 윤진필 총동창회장은 새해를 맞이하여
동문들의 안위와 건승을 기원했으며, 더불어
모교에 우뚝 솟은 신축 생활관, 일청관을 비유
하며 모교의 무궁한 발전과 총동창회의 비약적
도약에 힘을 아끼지 않겠다고 다짐했다. 이에
정현태 경일대학교 총장은 최근 대학의 성장에
관하여 역설하고, 올해에도 경일대학교의 발
전에 매진하겠다고 포부를 밝혔으며, 본교와
총동창회의 상호발전을 위하여 동문들이 힘을
보태줄 것을 당부했다.

부산지역 동창회는 지난 1월 10
일(금) 자갈치 본가 횟집에서 정기
총회를 개최하였다. 

이날 정기총회에서는 지난 한해
경과보고 및 결산보고, 안건토의,
차기 회장단 선임 순으로 진행 되
었다. 

2014년 회장단에는 송영륜 회
장을 비롯하여 김용화 총무, 김재
우 수석부회장, 임태환 감사, 김
영하 산행대장이 선임 되었다.

건축학부 동창회 정기총회 및 신년교례회
건축학부 동창회는 지난 2월 14일(금) 인터불고 엑스

코 블루벨홀에서 정기총회 및 신년교례회를 개최하였다.
윤진필 총동창회장을 비롯하여 건축학부 동문 및 교수 등
100여명이 참석하여 건축학부의 단합과 끈끈함을 자랑
했다. 

이날 정기총회에서는 그동안 건축학부 동창회를 이끈
최병극 직전회장과 뒤를 이어 건축학부를 이끌어갈 전상
훈 신임회장의 이?취임식도 함께 진행되어 눈길을 끌었
다. 

윤진필 총동창회장은 지금의 건축학부 동창회가 있기까지 물심양면 수고해주신 최병극 직전회
장과 집행부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리며, 전상훈 신임회장의 건투와 총동창회와의 상호협력을 당
부했다. 그동안 수고해주신 최병극 직전회장께는 건축학부 전동문의 뜻을 모아 감사패가 전달되
었다.

화학공학과 동창회 정기총회
화학공학과 동창회는 지난해 정기총회를 갖고 신임 석호춘 회장을 선임하였다. 신임 석호춘 회

장은 그동안 화학공학과 동창회를 불철주야 이끌어 온 김광호 전임회장께 감사패를 전달하였다.

지역 및 학과 동창회 정기총회 개최
부산지역 동창회 정기총회 및 차기 회장단 선임

총동창회 2014 정기이사회 및 정기총회를 아래와 같이 개최하오니 
동문여러분들의 많은 참석을 부탁드립니다.

▲ 일 시 : 2014년 3월 28일(금) 18:00
▲ 장 소 : 호텔인터불고(만촌) 클라벨홀 
▲ 정기이사회 안건

- 2013년도 결산 인준
- 2014년도 사업계획 심의/의결
- 2014년도 예산안 심의/의결

▲ 정기총회 안건
- 2013년도 결산 보고
- 2014년도 사업계획 보고
- 2014년도 예산 보고

▲ 문의처 : 총동창회 사무국(053-600-4990)

총동창회 2014년 정기이사회 및 정기총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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