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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임원선거, 남택규-김호규 후보 2차 투표 맞대결

10

일반 이승열, 여성 김현미 부위원장 후보 당선…일반기호 2 양기창, 4 정주교, 3 송명주, 5 엄강민 2차 찬반투표

금속노조 10기 임원선거 투표결과 원장 장진수)는 9월 18일부터 20일 얻어 기호 2번 엄미야 후보(5만6천
위원장-수석부위원장-사무처장 후보 까지 벌인 10기 임원선거 1차 투표 381표, 44.14%)를 누르고 당선됐다.
조 가운데 과반 득표 없이 1, 2위를 수 12만7천733표(미개표 광주전남지

다섯명을 선출하는 일반명부 부위

차지한 기호 1번 남택규 후보조와 부 금호타이어곡성지회 제외, 무효 원장 투표에서 기호 1번 이승열(6만
기호 3번 김호규 후보조가 2차 투표 표 4천483표) 가운데 남택규 후보조 9천456표, 54.38%) 후보가 투표자수
가 4만9천377표(38.7%)를 얻었다고 과반 이상 득표해 당선됐다.
득표 순서대로 기호 2번 양기창(5
2차 투표는 9월 26일부터 28일까 발표했다. 뒤를 이어 기호 3번 김호
지 진행한다. 2차 투표에서 과반 득 규 후보조가 4만651표(31.8%)를 차 만7천996표, 45.4%), 기호 4번 정주
에서 맞붙는다.

표자가 나오지 않을 경우 다득표자 지했다. 기호 2번 하상수 후보조는 교(5만7천97표, 44.7%), 기호 3번 송
명주(5만6천552표, 44.27%), 기호 5
를 대상으로 10월 10일과 11일 이틀 3만3천222표(26%)를 기록했다.
여성명부 부위원장은 기호 1번 김 번 엄강민(5만4천524표, 42.69%) 후
금속노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 현미 후보가 6만5천832표(51.54%)를 보는 2차 찬반투표에서 과반 이상을
득표해야 당선이 확정된다.

동안 3차 찬반투표를 벌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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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지부여섯곳임원선거마무리, 현대차-기아차지부선거시작
충남 경선, 정원영 후보조 당선…경남, 경주, 대충, 울산, 전북지부 단독 출마 당선, 광전지부 개표 중단
현대차: 하부영-홍성봉-문용문-이상수, 기아차: 고영채-강상호-김성락-이종대 후보조 경선

10기 금속노조 각 지부 임원선거가 차지회)-전충배(일성테크지회)-황의 (부지부장·아산)-한순원(부지부장·
한창이다. 9월 22일 현재 경남, 경주, 택(익산지역금속지회)가

1천740표 전주)-황윤철(부지부장·남양) 후보

대전충북, 울산, 전북, 충남지부 등 가운데 1천470표(84.5%)를 획득해 가 출마했다.
여섯 개 지역지부가 지부장-수석부지 당선됐다.
부장-사무국장 선출을 완료했다.

현대자동차지부는 9월 26일 1차

광주전남지부는 금호타이어 곡성 투표를 실시한다. 1차에서 과반 득

두 지부장 후보조가 경선을 벌인 공장에서 대리선거에 대한 문제제기 표자가 나오지 않으면 1, 2위 득표
충남지부는 기호 1번 정원영(개별)- 가 발생해 개표를 중단하고 금속노 자를 두고 9월 29일 2차 투표를 실
정용재(현대제철지회)-이상호(동희지 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장진 시한다.
회) 후보조가 투표수 9천564표 가운 수)에 관련 방침을 질의한 상태다.
데 4천850표(50.7%)를 얻어 당선됐다.

서울, 경기, 인천, 대구, 포항, 구미, 후보조가 출마했다.

기호 2번 김선엽(현대제철지회)-홍종 부산양산지부 등은 등록한 후보자가
인(유성기업지회)-김정희(개별) 후보 없어 후보 등록을 연장키로 했다.
조는 4천490표(46.9%)를 기록했다.

기호 1번 고영채(화성) 지부장 후
보조는 한석현(수석부지부장·광주)-

현대자동차지부 임원선거는 네 개 지태의(사무국장·화성)-하임봉(화성

단독 후보를 놓고 선거를 치른 경 후보조가 경선한다.
남, 경주, 대전충북, 울산, 전북지부

기아자동차지부 임원선거에 네 개

지회장)-유승원(소하지회장)-양광호

기호1번 하부영(1공장) 지부장 후 (광주지회장)-윤찬영(판매지회장)-임

는 찬반투표로 지부장-수석부지부장 보조는 백운호(수석부지부장·엔진)- 세영(정비지회장) 후보가 출마했다.
-사무국장 후보조 당선을 확정했다.
경남지부는

권병석(사무국장·2공장)-김영진(부

기호 2번 강상호(화성) 지부장 후

홍지욱(개별)-이선임 지부장·남양)-박두영(부지부장·전 보조는 박한수(수석부지부장·광주)-

(한국산연지회)-김정철(개별) 후보조 주)-윤동현(부지부장·판매) 후보가 김필재(사무국장·화성)-윤민희(화성
가

1만567표

가운데

9천450표 출마했다.

(89.43%0를 얻어 당선됐다.

지회장)-서문섭(소하지회장)-나태율

기호2번 홍성봉(통합) 지부장 후 (광주지회장)-김학준(판매지회장)-길

경주지부는 박장근(에코플라스틱)- 보조는

김종명(수석부지부장·4공 덕섭(정비지회장) 후보가 출마했다.

이중희(다스)-최익선(개별) 후보조가 장)-조창민(사무국장·3공장)-백기홍

기호 3번 김성락(화성) 지부장 후

3천35표 가운데 2천478표(81.2%)를 (부지부장·1공장)-이강진(부지부 보조는 민관홍(수석부지부장·화성)얻어 당선됐다.

장·판매)-최학두(부지부장·전주) 이병천(사무국장·광주)-채종석(화성

대전충북지부는 김정태(한온시스 후보가 출마했다.
템대전지회)-변승규(대한이연지회)-

기호3번 문용문(4공장) 지부장 후 (광주지회장)-김시환(판매지회장)-문

성세경(개별) 후보조가 2천38표 가 보조는

권오일(수석부지부장·3공 은주(정비지회장) 후보가 출마했다.

운데 1천807표(88.7%)를 득표해 당 장)-임부규(사무국장·소재생기)-김
선됐다.

지회장)-이민수(소하지회장)-강동주

기호 4번 이종대(화성) 지부장 후

병철(부지부장·남양)-김칠규(부지부 보조는 장종원(수석부지부장·광주)-

울산지부는 강수열(서연이화지회)- 장·2공장)-한기황(부지부장·판매) 정재연(사무국장·화성)-홍진성(화성
윤장혁(고강알루미늄지회)-고은아(개 후보가 출마했다.
별) 조가 2천76명 가운데 찬성 1천
881표(91%)로 당선됐다.

지회장)-남문우(소하지회장)-이창환

기호4번 이상수(변속기) 지부장 (광주지회장)-박성진(판매지회장)-조
후보조는 권오국(수석부지부장·3공 환구(정비지회장) 후보가 출마했다.

전북지부는 차덕현(타타대우상용 장)-김진우(사무국장·1공장)-이재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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