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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진필 총동창회장 재추대
경일대학교 총동

창회는 지난 3월 28
일(금) 인터불고 호텔
에서 클라벨 홀에서
‘2014 정기이사회 및

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정기이사회에서 임기
가 만료된 윤진필 제 36대 총동창회장(사진)을
재추대해 제 37대 경일대학교 총동창회장으로
선출했다.

경일대학교 OB산악회는 지난 26일(수) 비
엔나웨딩홀에서 에베레스트(Everest
8,848m) 원정대 발대식을 개최했다. 이는 경
일대학교와 역사를 함께하고 있는 산악회의 창
립 50주년 기념으로 2013년부터 진행하고 있
는 “SEVEN SUMMIT” 기념등반의 네 번째
발대식이다. 이날은 윤진필 총동창회장을 비
롯하여 김종길 대구시산악연맹 회장 및 임원,
박대희 산악회 회장 및 전임회장단, 모교 학생
처장 및 교직원 등 100여명이 참석하여 경일대
학교 산악회의 긍지와 단합을 과시했다. 

박대희 산악회 회장은 산악인이라면 누구나
동경하는 세계 최고봉 에베레스트 등반이 안전
하고 멋지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모두의 관심
과 성원을 당부했으며, 윤진필 총동창회장은

“경일대학교 산악회는 단순 동호회가 아닌 경
일대학교의 긍지이자 위상”이라며 원정 대원
을 격려하였다. 또한 지원금과 총동창회기를
전달하며 “대원들이 내딛는 한발 한발에는 6만
동문의 의지가 함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14 경일대학교 에베레스트 원정대는 차
진철(건축87) 원정대장을 비롯하여 이상률(화
학74) 부대장, 배영록(기계94) 등반대장으로
구성되어 4월 7일부터 5월 31일까지 총 55일
간의 등반에 나선다. 산악회는 7대륙 최고봉
등반(SEVEN SUMMIT)을 진행 중이며, 앞
서 아프리카 킬리만자로(5,895m), 북아메리
카 데날리(맥킨리 6,194m), 유럽 엘브루즈
(5,642m)를 등정한 바 있다.

OB산악회 에베레스트 원정대 발대식

총동창회는 3월 28일(금) 호텔 인터불고에
서 ‘2014 총동창회 정기이사회 및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18시부터 열린 정기이사회에서는
2013년 총동창회 사업 결과를 평가받고 결산
하였다. 그리고 2014년 사업계획과 예산은 원
안대로 가결되었으며, 이덕록 임시의장의 주
재로 진행된 임원 선출에는 제37대 총동창회
장으로 현 총동창회장인 윤진필 동문이 만장일
치로 재추대 되었다. 감사 이전호 동문과 전익
상 동문 또한 연임이 결정되었다. 

윤진필 총동창회장은 회장 수락인사에서
“총동창회장의 중임을 다시 한 번 맡게 되어 부
담감을 느끼지만 6만 동문여러분들의 적극적
인 협조를 얻어 총동창회가 당면한 과제를 지
혜롭게 풀어나갈 것”이라며 동문과 함께하는
총동창회를 만들어 나갈 것을 다짐했다. 이어
19시, 정기총회에는 모교 정현태 총장을 비롯
하여 동문, 교수, 직원 등 내빈 120여 명이 참
석한 가운데 공로패, 감사패 수여식이 진행 되

었다.
△공로패를 수상하신 분들
▲양재흠 부산지역동창회 직전회장 ▲최병

극 건축학부동창회 직전회장 ▲김광호 화학공
학과동창회 직전회장 ▲최원수 KIU협상과정
동창회장 / 골프대회 준비위원장 ▲김익주 등
반대회 등반대장

△감사패를 수상하신 분들
▲전기공학과 이덕록 ▲전기공학과 이수필

▲기계자동차학부 김주환 ▲기계자동차학부
김석호

△축하화환을 보내주신 분들
▲모교 정현태 총장 ▲경북대학교 총동창회

이동수 회장 ▲서울·경인지역동창회 이동건 회
장 ▲기계자동차학부동창회 박우현 회장 ▲전
기공학과동창회 류승균 회장 ▲건설공학부동
창회 황의길 회장 ▲건축학부동창회 전상훈 회
장 ▲KIU협상최고위과정동창회 오덕환 회장
▲한국행정학회 이해영 회장

2014년 총동창회 정기이사회 및 정기총회 개최

▲제10회 총동창회장배 골프대회
-일시 : 2014. 5. 30(금) 12:00 
-장소 : 영천 오펠
-참가대상 : 동문 및 모교 교직원(약 60팀)
-경기방식 : 샷건, 신페리오

▲제10회 경일인 등반대회
-일시 : 2014. 10. 18(토) 08:00
-장소 : 영덕 팔각산 628m(바위산)
-출 발 지 : 어린이회관

▲임원회비 : 회장-금10,000,000원 / 고문·직
전회장·지역동창회장·학과동창회
장·부회장-금300,000원 / 이사
및 감사 등-금100,000원

▲납부기간 : 2014. 4. 4 ~ 4.30
▲납부방법 : 지로 및 계좌이체(대구은행 195-

10-002183 경일대학교총동창회)

동양정밀·(주)동양에스티
섬유용 방사유제 생산. 건축용 단열필름
회 장   윤  진  필(제37대 총동창회장)
대 표   윤  준  혁

▶ISO 14001 인증
▶ISO 9001 인증
▶KOSHA 18001 인증
▶2009 수출유망중소기업 선정
▶2009경북중소기업대상 우수상
▶2010 경북 PRIDE 상품 선정

◆섬유용 방사유제
▶폴리에스터 필라멘트용 방사유제
▶폴리에스터 화이바용 유제
▶Nylon용 방사유제
▶Poly Propylene Flament 방사유제
▶Poly Filament 가연 코닝오일

◆건축용 단열필름
▶건축물 유리의 열적 성능을 향상시키기

위해 개발된 전문 창호용 필름
▶열관류현상제어 난방비 절감효과
▶태양열이 적외선 80%이상 차단

경산시 진량읍 공단4로 94번지 / TEL 053)854-1707 / FAX 053)857-9860

2014년 주요사업 계획 및 임원회비 납부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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