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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  창  회  소  식
▲시·구·군의 장 선거

△윤순영(경영 97졸) 대구 중
구청장

현) 중구청장
현) (재)중구도심재생문화재단 이

사장 
△김병목(행정 03졸) 영덕군수
현) 영덕군수
전) 경북도청 해양수산과장

△한동수(토목 87졸) 청송군수
현) 청송군수
전) 대구지하철건설본부장

△이홍기(토목 98졸) 거창군수
전) 경남도청 도시계획과장
전) 거창대학 겸임교수

△이재녕(건축 87졸) 대구광역
시의원

현) 계명문화대 초빙교수
전) 남구문화원 원장

△김의식(토목 82졸) 대구광역
시의원

현) 대구광역시의원
현) 티에이치건설(주)대표

△이재화(경영 00졸) 대구광역
시의원

현) (주)에이원 대표
현) 한나라당 대구시당 여성위부

위원장

△한혜련(건설정보 06졸) 경북
도의원

현) 경북탁구협회 회장
전) 경북새마을부녀회장

▲구·시·군의회 의원 선거

△임인환(행정 재학) 대구중구
의원

현) 대구중구의원
현) 봉산새마을금고 이사장

△이차수(행정 03졸) 대구북
구의원

현) K-2이전 시민추진단 부위원
장

전) 북구의회의원(3선) 

△채동수(경영 07졸) 대구북
구의원

현) 대구북구의원
현) 영진전문대 전임강사

△김창문(행정 92졸) 대구수
성구의원

현)경일대 행정학과 초빙교수
현) 한나라당 대구시당 정책자문

위원

△최성기(기계 78졸) 대구달
서구의원

현) 대구달서구의원
전) 달서구 생활체육협의회장

△권순철(산업 92졸) 대구달
서구의원
현) 한실텔레콤 대표
현) 월배발전위원회 운영위원

△전태선(공예 00졸) 대구달
서구의원

대구자원봉사단 달서구지회장
현) 영도당窯 대표

당 선 을  축 하 드 립 니 다

2010년 총동창회장배 친선골프대회가 6
월 29일(화) 인터불고 경산CC에서 개최된
다. 매년 봄 동문 및 교직원 200여명이 참가

해 경일인의 단합과 친교의 장이 되어 온 친
선골프대회 참가를 원하는 동문은 총동창회
사무국(850-7098)으로 신청하면 된다.

총동창회장배 골프대회 개최

지방선거 당선자 축하연 개최
총동창회는 오는 6월 17일 인터불고 무궁

화홀에서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당선자
축하연을 개최한다. 

6월 2일 실시된 이번 선거에서 시·구·군
장 4명, 시·도 의회 의원 4명, 구·시·군 의
회 의원 12명 등 2006년 제4회 전국동시지

방선거에 이어 본교 출신 후보자가 대거 당
선됐다.

총동창회는 교직원 및 동문과 함께 당선
자를 초청해 축하패와 꽃다발을 증정할 예
정이다.

△채명지(섬유 88졸) 대구달
성군의원

현) 대구달성군의원
전) 달성청년회의소(JC)회장

△송재원(섬유 92졸) 울진군
의원

현) 울진군의원
전) 울진군의회 부의장

△김재상(토목 82졸) 구미시
의원
현) 구미시문화로 발전협의회장
전) 구미시 초중고 학교운영위 연

합회장

△이원우(전기 90졸) 청도군
의원

현) 세경제약 대표
전) 청도 중·고등학교 운영위원

△박정현(행정 09졸) 고령군
의원

현) 한나라당 경북도당 대외협력
위 부위원장

전) 한나라당 대통령예비후보 박
근혜 보좌역

대구광역시 서구 평리동 672-13번지
Tel. 053)556-9614~5 / Fax. 053)557-5554
홈페이지 :  www.kj-eng.com
E-mail : kjco9614@empal.com

●전문건설업(기계설비공사업)
대구 제12-75호

-위생배관 및 기구 설치공사
-냉난방시설공사
-일반닥트 및 크린닥트 제작 설치 공사
-공기조화기 제작 및 설치공사
-송풍기 및 환기닥트 설치공사
-집진시설 제작 설치공사
-각종 철구조물 설치공사
-설비 및 공조 자동제어시설공사

●난방시공업(제1종) 
대구 서구94-28-1-296
-강철제 및 주철제 보일러 세관공사
-난방기계 및 기구 설치공사

●전문소방시설공사업
대구 제2000-4호
-옥내소화전· 스프링쿨러 등 소화설비공사
-CO2,하론 및 청정소화약제 소화설비공사
-피난설비 및 제연설비공사
-자동화재탐지설비· 유도등 및 소방전기시설공
사

-인텔리전트 건물 소방방재시설공사
-기타 소방관련 자동제어시설공사

●기타생산 제작 품목
-AIR WASHER 제작
-CYCLONE 제작
-SPIRAL DUCT 제작
-각종 닥트기구·송풍기 및 환기장치 제작
-스텐가공 각종 탱크 제작

대표이사 梁     午     烈
(총동창회 부회장)

光進機工株式會社

▲시·도의회 의원 선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