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장의 힘!
대한민국의 희망!

윤상직기장을
바꾸는 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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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인적사항

후보자 정보공개자료
제20대 국회의원선거(기장군 선거구)

기 호 소속정당명
후보자

성  명
성별

생년월일

(세)
직  업 학  력 경  력

1 새누리당 윤상직 남
1956.05.25.

( 59 세 )
정당인

서울대학교 사회과학대학

무역학과 졸업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전) 지식경제부 제1차관

2. 재산상황 및 병역사항

재산상황(천원) 병역사항

계 후보자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 후보자 18세이상 직계비속

2,017,374 649,224 1,194,284 173,866
육군 병장

(만기 전역)

장남 육군 병장

(만기 전역)

3 . 최근 5년간 세금납부•체납실적 및 전과기록

소득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종합토지세) 납부 및 체납실적(천원)

후보자

전과기록구분 납세액
체납내역

체납액 누계 현 체납액

계 191,796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후보자 60,868 해당없음 해당없음

배우자 130,908 해당없음 해당없음

직계존속 0 해당없음 해당없음

직계비속 20 해당없음 해당없음

1. 인적사항

없음



피부로 느끼는 당면 과제들... 
지금은 힘있는 국회의원이 필요한 때!
사랑하는 기장군민 여러분!
지금의 기장에 얼마나 만족하십니까?

도시철도 기장 · 정관선 유치, 동부산 관광단지 개발,
원전해체연구센터 등
피부로 느끼는 여러가지 당면 현안과 과제는 많지만
더딘 추진속도는 기장의 발전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부산 바다를 보며 꿈을 키웠고,
부산 바다를 가슴에 품고 살아온 저 윤상직.
34년간의 공직생활을 통해 쌓아온 경제전문가로서의
자신감과 열정을 이제 기장에 쏟아붓고자 합니다.

우리 기장군민의 꿈과 희망이 이루어지는
행복도시 기장을 여러분과 함께 만들겠습니다.

기장군민과 윤상직이 함께
기장의 힘을 보여줍시다!!

기장을 바꾸는 힘!

윤상직

함께
갑시다



인정
받았습니다



국가경제부터 지방경제까지 
꿰뚫는 실물경제통입니다!
최장수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역임으로 국가의 산업과 통상, 에너지를
관장하는 총사령탑을 맡아 굵직한 일들을 해냈습니다.

시대 흐름을 읽고 세계와 소통하는
외교통상 전문가입니다!
중국, 베트남 등 주요 6개국과 자유무역 협정 및
외국 기업 투자협력 체결 등 글로벌 경제의 전문가입니다.

대한민국이 인정한 실물경제전문가! 
중앙정부를 
움직일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기장을 바꾸는 힘!

윤상직

한 � 중 자유무역협정 체결 빌 게이츠와의 면담



속도를
높이겠습니다



삶이 풍요로운 오감 만족도시 기장!
윤상직의 열정으로
기장의 자부심을 세우겠습니다.

기장을 바꾸는 힘!

윤상직

기장은 부산이 아닙니까?
기장군민도 도시철도를 탈 권리가 있습니다!
• 도시철도 기장 · 정관선 조기 유치

- 동해남부선복선전철과 연계한 부산권 순환노선 구축
• 노선버스 확충 및 신설(기장 · 정관과 도심권 연계) 

도시와 농어촌의 어울림! 
인구 30만 행복 기장시대를 열겠습니다!
• 일광택지, 장안택지, 뉴스테이 미니신도시, 미니복합타운 등 택지개발 
• 그린벨트 · 농업진흥구역 해제추진 (친환경공영개발 확대)

기장! 새로운 성장동력이 필요합니다.
• 원자력 경제특구 조성 및 원전해체연구센터 유치
• 도시농업 및 친환경 스마트형 농·수산업 육성

- 온배수열 활용 시설원예 및 어류양식 시범단지 조성



먼저
하겠습니다



윤상직과 함께 
일하고 배우고 즐기고 누리는 기장!
일하는 기장 <경제 · 일자리>
좋은 일자리가 넘치는 기장을 만들겠습니다!
• 외국인투자기업 전용단지 조성
• 어르신 일자리 창출을 위한 노인 일자리 전담기관 육성
• 동부산폴리텍대학 내 기업맞춤형 특별교육과정(2년제)설치

배우는 기장 <교육>
교육 명품도시를 만들겠습니다!
• 재경 기숙사 건립
• 특별전형제 유지 등 명품고등학교 육성
• 과밀학급 해소 및 교육특화프로그램 지원 
• 어린이 가족 캠핑 · 피크닉 공원조성

즐기는 기장 <문화 · 관광>
세계적인 문화관광도시를 만들겠습니다! 
• 동부산관광단지 정상 추진(테마파크 유치)
• 영화종합촬영소 추진
• 동부산관광단지 및 동남권원자력의학원과 연계한 의료휴양산업 육성
• 대변항 현대화 사업(접안시설 확충 등)  

누리는 기장 <의료 · 복지>
기장군민의 든든한 돌봄이가 되겠습니다!
• 동남권원자력의학원을 기장군 거점 종합병원으로 육성 
• 정관신도시 제척지 오폐수관로 설치 및 악취유발업체 대책 마련  
• 소상공인 지원 및 재래시장활성화 

- 기장시장 현대화 사업

기장을 바꾸는 힘!

윤상직



행동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오감만족 기장!윤상직이 확바꾸겠습니다.
해양 · 중심도시 기장
농 · 어촌과 도시기능이 복합적으로 어우러진 해양중심도시로 거듭납니다.

예술 · 문화도시 일광
해양 레저문화를 선도하는 예술 문화도시로 다시 태어납니다.

미래 · 휴양도시 장안
미래고부가가치 산업과 휴양기능을 담당하는 행복도시가 됩니다.

교육 · 명품신도시 정관
보육, 의료, 생활에 모자람이 없는 명품신도시의 대표 모델이 됩니다.

웰빙 · 환경도시 철마
고부가가치 농축산산업과 친환경 생태도시로 자리매김합니다.

국회의원에 대한 새로운 기대!
윤상직이 개혁의 중심이 되겠습니다!
사상 최악의 19대 국회
19대 국회는 절실한 경제활성화 � 민생법안을
방치한 채 세비만 꼬박꼬박 챙겨갔습니다.

말꾼보다는 일꾼이 필요한 국회
4.13 총선으로 탄생하는 20대 국회는 달라져야합니다.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34년간의 공직생활로 다져진 책임감과 
중앙정부를 움직일 수 있는 힘있는 일꾼이 꼭 필요합니다.

국회개혁만이 정치혁신입니다 
국회의원이 바뀌지 않으면 정치는 바뀌지 않습니다.
일 안하는 방만국회, 저 윤상직이 모조리 바꾸겠습니다.

기장을 바꾸는 힘!

윤상직



46080 부산광역시 기장군 기장읍 기장대로 516 자이언트빌딩 305호
T. 051-721-3355  F. 051-721-3663
이 책자형 선거공보는 「공직선거법」제60조의3제1항 제4호에 따라 제작한 것입니다.   
디자인・인쇄 : 대광커뮤니케이션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센텀북대로 60 센텀IS타워 1602호 Tel.051-241-7335

기장군 국회의원선거 후보 윤 상 직

검증된 경제통 윤상직이 걸어온 길

•부산 전포초·동아중학교 졸업
•부산고등학교 졸업
•서울대 무역학과 졸업
•고려대학교 법학석사
•미국 위스콘신대학교 법학박사

(1996.8~1998.6 / 2006.8~2007.8)

•육군 병장 만기 제대
•제25회 행정고시 합격
•미국 뉴욕주 변호사
•미국 공인회계사
•전 대통령실 지식경제비서관
•전 지식경제부 제1차관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기장을 바꾸는 힘!

윤상직

선택의감동은시작됩니다
윤상직 ! 
4월13일선택했습니다.

윤상직의 힘!
기장을확바꿉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