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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보자정보공개자료
제20대 국회의원선거 (중랑구을선거구)

1. 인적사항

2. 재산상황 및 병역사항

3. 최근 5년간 세금 납부·체납실적 및 전과기록

4. 소명서

소득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 납부 및 체납실적(천원)

후보자 전과기록
구 분 납 세 액

체 납 내 역

체납액 누계 현 체납액

계 0 없음 없음

해당없음

후보자 0 없음 없음

배우자 해당없음

직계존속 신고거부

직계비속 해당없음

해당없음

재 산 상 황 (천원) 병 역 사 항

계 후보자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 후보자 18세이상 직계비속

9,509 9,509 해당없음 고지거부 해당없음
공군병장
(만기전역)

해당없음

기호 소속정당명 후보자성명 성별 생년월일(세) 직 업 학 력 경 력  

5 무소속 김민상 남
1990. 02. 05

(26세)
정치인

서강대학교 
경영학과 졸업

미기재



왜, 하필 무소속으로 나왔나요?

당선이 될 거라고 생각해요?

나이도 어린데, 뭘 하겠어요?

비용이 많이 들 텐데, 부모님이 부자(富者)신가요?

당선되면 무엇을 할 건가요? (공약사항)

권력자나 정당의 눈치를 보지 않고, 오로지 국민만 보면서 소신정치를 하려고 무소속으로 출
마했습니다. 처음에는 많이 고민했습니다. 무소속이 힘든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당파ㆍ계
파ㆍ이념 갈등에 염증이 납니다. 저의 정치적 견해와 딱 맞는 정당도 없습니다. 또 한국 정치

인들은 후배 정치인들을 토사구팽(兎死狗烹)합니다. 그래서 무소속으로 출마했습니다. 

제가 출마할 때, 많은 분들이 회의적이셨습니다. ‘중간에 포기할 것이다’, ‘지역구민 300인 이상
의 추천을 못 받을 것이다’, ‘기탁금 1,500만 원을 못 모을 것이다’ 등 수많은 우려가 있었습니

다. 그러나 저는 다수의 조력자 분들과 함께 해냈습니다. 이제 1단계 목표인 후보 등록을 마쳤으

니, 2단계 목표인 당선(當選)을 향해 나아갈 겁니다. 그리고 최종 목표인 좋은 정치를 할 겁니다. 

한편, 이순신(李舜臣) 장군이 명량(鳴梁)에서 배 12척으로 왜적과 싸웠던 이유는, 이길 수 
있는 싸움이라서가 아니라 이겨야만 하는 싸움이었기 때문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

는 개인의 배경과 상관없이, 누구든지 주인으로서 정치를 할 수 있는 시대가 와야만 한다고 생

각합니다. 뽑아주십시오. 새 시대를 앞당기겠습니다.

청년도 할 수 있습니다. 선배 세대가 산업화와 민주화를 이룬 시기는 언제입니까? 청년 시절

입니다. 한편, 평균 연령이 약 54세이고, 화려한 경력을 갖고 있는 제19대 국회의원들에게 만

족하셨습니까? 오늘날 국회의 문제는 경륜 부족에서 비롯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국회에 보
강되어야 할 것은 청년의 패기, 열정 그리고 순수함입니다. 

아닙니다. 다만, 후원회를 조직해서 소액 후원을 받고 있습니다. 이 돈으로 기탁금과 선거비용

을 충당하고 있습니다. 한편, 돈 안 드는 선거운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제가 어떻게 부자들

의 선거운동을 따라 하겠습니까? 또 시민들을 짜증 나게 만들고, 소음을 유발하는 유세를 위

해 돈을 쓰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저, 발로 뛸 뿐입니다.

‘수고한 만큼 보상받는 사회’를 만들겠습니다. 현재, 다수(多數)의 국민들이 한국 사회에 분

노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사는 게 힘들어서가 아닙니다. 오히려 스스로의 선택이나 노력과 관

계없이, 힘과 돈 혹은 배경에 따라 행복이 결정되기에 분노하고 있습니다. 이는 소수(少數)가 

정치적, 경제적 자산을 독점하고 있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입니다. 저는 이들을 다양한 법으
로 견제해서 열심히 산 만큼 행복해지는 사회를 만들겠습니다. (불공정의 공정화)

평범한 삶이 무너지는 것을 막고 싶습니다. 중학교 3학년 겨울, 우연히 ‘무료급식을 기다리는 

수많은 노숙인들’을 목격했습니다. 충격이었습니다. 오랜 기간에 걸쳐 스스로에게 여러 질문

들을 던지던 중, 정치(政治)가 문제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들도 평범한 가장(家長)들이었습니다. 제도가 문제였기에 그들이 노숙인으로 전락한 것입

니다. 정치로 사회를 관리하지 않으면, 언젠가 우리 모두의 삶이 그렇게 붕괴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것을 막고 싶습니다, 그래서 정치인이 되고 싶습니다.

왜, 국회의원(정치인)이 되려고 하나요?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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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상가임대차법 개정

2.중소기업 지키기

1.여가시간 확대

2.실효적 정년보장

3.임금격차 해소

1)  최대 법정근로시간을 주당 52시간(40+12)
에서 주당 40시간(35+5)으로 단축

2)  연장근로수당 할증률을 50%에서 100%로 
상향

3)  퇴근 후 상사의 연락이나 회식도 업무로 
간주

1) 일반해고 : 절대 금지

2) 명예퇴직 :  비공식적 압력으로 퇴사할 경
우, 정년까지의 기대임금을 퇴
직금과 함께 지급

3) 정리해고 : 사용자 무한책임 후 해고 가능

4) 징계해고 : 징계사유를 명확히 하고 법제화

1)  임원-정규직 간의 임금격차 3배 이내로 
제한

2)  임원-비정규직 간의 임금격차 2배 이내로 
제한(비정규직 = 임금은 더 받고, 고용은 
불안정)

※ 용어참조
①일반해고:상시적이고 통상적인 해고/ ②정리
해고:경영상 위기에 근거한 구조조정 해고/ ③
징계해고:고용계약 의무의 위반에 근거한 해
고/ ④대규모 점포:대형마트, 백화점 등/ ⑤징
벌적 손해배상제도:손해액의 2~3배의 손해배
상을 부과하는 제도/ ⑥출자총액제한제도:대기
업이 일정 비율을 초과해 국내 회사에 출자할 
수 없도록 한 제도/ ⑦기업분할 청구제도:거대 
독점기업을 분할시키는 제도

| 사 무 실 : 서울특별시 중랑구 동일로 812,진성빌딩 3층

| 페이스북 : www.facebook.com/deputyms

| 후    원 : 중랑구을국회의원후보자김민상후원회
                국민은행 605301-04-082787
                (페이스북에 게재한 유의사항 필독)

1)  임차인의 계약 갱신 요구 기간 7년으로 연장

2) 대규모 점포에도 권리금 규정 적용

3)  납세액을 기준으로 정부 및 임대인에 대한 
임차인의 권리금 보호 법제화

1)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적용 범위를 하도급
법에서 공정거래법 및 가맹사업법으로 확대

2) 출자총액제한제도 부활

3) 계열분리 및 기업분할 청구제도 도입

{ 근로자편 } { 사업자편 }

수고한 만큼 
보상받는 사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