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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자형 선거공보

제20회 국회의원선거 제주시 을 선거구
한나라당 후보

실천하는

제주의             를

바꿉니다.

힘 !
미래“부정부패를 타파하고 밝고 깨끗한 

     웃음이 넘치는 사회를 만들겠습니다.”



제20대 국회의원선거 제주시 을 선거구
1. 인적사항

2. 재산상황 및 병역사항

3. 최근 5년간 세금납부·체납실적 및 전과기록

4. 소명서

후보자 정보공개자료

기   호 소속정당명 후보자성명 성  별 생년월일(세)

5 한나라당 차주홍 남 1958. 3. 27 (58세)

직   업 학   력 경   력

(주)대명교통 대표이사 제주대학교 경영대학원 졸업 (석사)

(현)한나라당 부총재

(전)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제주지역    
제17대 총학생회장

소득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 납부 및 체납실적(천원)

전과기록
구  분 납세액

체납내역

체납액 누계 현 체납액

계 12,715 3,354 0
•(1) 근로기준법위반 노동조합법위반         

벌금500만원(1995.04.25) 
•(2) 근로기준법위반 노동조합법위반       

(1)번과 병합처분(1995.04.25) 
•(3) 근로기준법위반 노동조합법위반         

벌금200만원(1996.06.19) 
•(4)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          

벌금300만원(2000.10.24) 
•(5)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벌금200만원(2005.05.03)
•(6)  근로기준법위반 벌금200만원

(2006.07.13) 
•(7) 근로기준법위반 (6)번과병합처분

(2006.07.13) 
•(8) 절도 주거침입 벌금200만원

(2007.08.29)

후보자 12,043 3,354 0

배우자 358 0 0

직계존속 없음 없음 없음

직계비속 314 0 0

전과기록중 절도 주거침입은 본인의 물건을 가져오기 위해서 들어간 것을 
법원에서는 요즘 무죄로 선고하고 있어 재심청구할것임.

재산상황(천원) 병역사항

계 후보자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 후보자 18세이상 직계비속

116,731 52,988 51,656 없음 12,087
해군 일병
복무완료

(소집해제)

 -장남 :  해군(해병대)    
병장, 만기제대

 -차남 :  육군병장,         
만기제대



제주의 미래를 바꾸겠습니다 !

5신문고를 만들어 문제에 대한 

확실한 답과 

시원한 해결방향을 제시하겠습니다.

항상 국민의 소리를 존중하고 

1.  남·북한의 성공적 통일을 위하여 노력

2.  농민들에게 감귤손실에 대한 보상과 품종개선 추진

3.  중소기업과 자영업자의 연체이자 감면, 보증 제도를 개선하여 보증채무 전액 감면

4.  근로소득세법 개정 

5.  건강보험료 1년 사용 미사용자 20~30% 감면 추진

6.  우도에 응급환자 발생 시 경비정 배치

7.  목포 ↔ 제주 간 해저터널 건설

8.  제주시(삼양―신촌―조천) 해안도로 완공

9.  제2공항 조기발주

10.  1차 산업 (감귤) ~ 6차 산업 연계(제조업) 감귤의 판매 활성화

11.  도로교통법 개정 

12.  음주운전 사망사고 가벼운 처벌 강화법 개정

13.  농민정책 자금 대출 이자율 인하

14.  택시사용기간 10년 이상 및 폐지

15.  공천에 대한 선거법 개정

16.  예례동 휴양형 주거단지 조속한 국회의 입법 추진

17.  4·3 완전해결 보상

18.  실용적인 법 개정 및 재정

19.  입법의 정의, 사법의 정의, 행정의 정의 완성



16세 소년의 꿈 이루어 

제주의 행복시대를 

열겠습니다.

선거사무소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연삼로 414-1 (3층)

Tel. 064)723-2638  Fax. 064)723-2639

E-mail. cha6966667@hanmail.net차주홍

차 주 홍5 제20회 국회의원선거 제주시 을 선거구

●경력

연안차씨 종친회 제주본부회장(현)

전국방송통신고등학교 총동창회 부회장(전)

신촌초등학교총동창회 부회장(전)

조천중학교 운영위원장(전)

조천중학교 제20기 총동창회장(전)

조천중학교총동창회 감사(전)

아라로타리클럽 부회장(현)

제주대학교 경영대학원 총동문회장(전)

민주평화통일자문위원(전)

국제라이온스354-G지구임원(현) 및 조천라이온스클럽 회장(전)

한나라당부총재(현)

대한경리학원 강사 및 원장(전)

(주)대명교통·(유)우일교통 대표이사(현)

제주방송통신고등학교 제12대 총동창회장(전)

제주도택시운송사업조합 감사(전)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제주지역 제17대 총학생회장(전)

남북통일운동연합 자문위원(현)

연안차씨 종친회 중앙회 부회장(전)

차주홍이 걸어온 길

이
 책

자
형

 선
거

공
보

는
 「

공
직

선
거

법
」 

제
6
5
조

에
 의

하
여

 제
작

한
 것

입
니

다
.  

“부정부패를 타파하고 밝고 깨끗한 

     웃음이 넘치는 사회를 만들겠습니다.”

신촌초·조천중·제주제일고부설방송통신고(졸업)

한국방송통신대학교 경영·법학과(졸업)

제주대학교 경영대학원 졸업(석사)

●학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