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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성명 : 전경국전경국 교수교수(예예. 육군육군 대위대위)
직책직책 : 계열장
과목과목 : 리더십, 인명구조학, 국가안보론, 군사영어
학력학력

영남대학교 보건학 박사 수료
경희대학교 경영학 박사과정
California State Univ. TESOL certificate
BLS Provider CPR
군 심리상담사 전문가 자격
경력경력

예비역 육군 대위
군사학과 교수 역임
現) 포항시 민·관·군 협력관 채용 심사위원
現) 대한군사교육학회 부회장
現) 육군협회 지상군연구소 리더십연구분과 연구위원
現) 공무원영어연구회 출제위원
저서저서 : 군부사관 필기평가 문제집(넥센), 전경국의 공무원영문법(넥센), 리쿠르트 법원직영어(넥센), 리
쿠르트 경찰영어 기출문제(넥센) 등
이메일이메일 : ckk1214@sunlin.ac.kr, chun34071@naver.com
연락처연락처 : 054)260-5694

성명성명 : 이정구이정구
과목과목 : 군대윤리, 북한학, 언어논리, 국방체육, 안전관리
학력학력 :
육군사관학교 졸업(국제관계학)
아주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 졸업(일반행정학)
청소년지도사자격과정 수료
평생교육사자격과정 수료
경력경력 :
예비역 육군 대령
現)안보·민방위교육 강사
現)(사)을지연구원 정신전력전문연구관
대구지방보훈청 보훈자문위원
육군리더십센터 리더십교육과장
육군지상전연구소 전법연구팀장
육군3사관학교 군사훈련처장, 사관생도선발위원
육군부사관학교 교수부장
저서 : 창의적인 사고력 배양을 위한 효과적인 교수방법, 효과지향의 학교교육을 위한 군사훈련 교육
체계 발전방안 등 다수
이메일이메일 : ljk6641@sunlin.ac.krljk6641@naver.com
연락처연락처 : 054)260-56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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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성명 : 이동호이동호
과목과목 : 전산학, 전술무선장비, 전파전자통신, PCT,조직과 리더십
학력학력 : 경북대학교 전자공학 박사수료
경력경력 : 삼성전자 교환기 통신 SW 개발 과장
이메일이메일 : dhlee@sunlin.ac.kr
연락처연락처 : 054)260-5633
성명성명 : 이은주이은주
과목과목 : 사무자동화(ITQ-A)
학력학력 : 대구가톨릭대학교 컴퓨터정보통신공학 박사수료
경력경력 :
위덕대학교 평생교육원 교양학부 주임교수
서라벌대학 종합군수지원과 강사 
컴퓨터학원 원장 
이메일이메일 : modu7566@naver.com
연락처연락처 : 054)260-5691

성명성명 : 심영호심영호
과목과목 : 漢文
학력학력 : 위덕대학교 석사
경력경력 : 어문능력개발평생교육원 포항교육관 관장(漢文연수)
이메일이메일 : syh912@hanmail.net
연락처연락처 : 054)260-5691
성명성명 : 제해철제해철
과목과목 : 무도
경력경력 :

sinse1982,세계챔피언지도배출
포항권투킥복싱체육관 총관장
경찰무도복싱 7단
경북태권도협회 품새심판위원(역)
경찰무도복싱 영남지부장 심사관
세계경호연맹 경북본부장
KABC대한복싱평의회 영남지회장
홍익기무공 저자
이메일이메일 : treiner@hanmail.net
연락처연락처 : 054)260-56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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