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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보자 정보 공개자료
제20대 국회의원선거 안산시단원구(갑) 선거구

1. 인적사항

기호 소속
정당명 후보자성명 성별 생년월일

(  세) 직 업 학 력 경 력

1 새누리당 김명연 남
1964.02.28.

(52세)
국회의원

한양대학교
행정·자치대학원 

지방자치학과 졸업
(지방자치학석사)

(현) 제19대 국회의원
       (안산시단원구갑)

(현) 새누리당 경기도당위원장

2. 재산상황 및 병역상황

재 산 상 황(천원) 병 역 상 황

계 후보자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 후보자 18세이상 직계비속

1,943,191 399,020 220,695 1,312,971 10,505
육군병장
(만기)

장남 : 현역병입영대상

3. 최근 5년간 세금납부·체납실적 및 전과기록

소득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 납부 및 체납실적(천원)

후보자 전과기록
구 분 납세액

체 납 내 역

체납액 누계 현 체납액

계 67,156 해당없음 해당없음

없음

후 보 자 52,123 해당없음 해당없음

배 우 자 6,983 해당없음 해당없음

직 계 존 속 6,460 해당없음 해당없음

직 계 비 속 1,590 해당없음 해당없음

4. 소명서



진짜 안산사나이

김명연

농부 아버지와 농사일을 
하고있는 김명연 후보 ▶

김명연 후보는 

군복무를 마친 안보의식이 투철한 후보입니다
군복무를 마치고 안보의식이 투철한 후보가 

국가를 책임지겠습니다.

정치 그만둬도 안산을 떠나지 않을 후보입니다
저는 사육신의 후손으로 농사를 지으셨던 부모님과 함께  

14대째 안산에서 살고있습니다. 결코 안산을 떠나지 않을 

진짜 안산사나이입니다.

어떤 후보에게 

안산 단원갑을 맡기시겠습니까 ?
본인과 직계가족이
세금을 성실하게
납부하는 후보를
선택해주세요

국민의 혈세를
투명하게
사용할 후보를 
선택해주세요

주민이 뽑아 준
선출직 의원을 
사퇴하지 않을 후보를
선택해주세요

※각 후보의 ‘후보자 정보공개자료’와 공보물을 꼼꼼히 비교해주세요



제3회 대한민국 입법대상 시상식
2월 16일 오후 4시 | 장소 국회 의원회관 2층 9간담    주최 시사저널 / 한국입법학회

일 잘하는 

국회의원
말보다는 
실천했습니다

▲  2015 국정감사 우수의원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  2012 정당추천 우수의원
    2013~2015 새누리당 국정감사 우수의원

▲ 제14회 율곡대상 국가정치부문(중부일보)▲ 2015 19대 우수 국회의원(푸드투데이)

의정활동

8관왕

4년 연속 우수국회의원 수상
(2012 정당추천 우수의원 / 2013~2015 새누리당 국정감사 우수의원)

2015 대한민국 입법대상(한국입법학회)

2015 국정감사 우수의원(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2015 19대 우수 국회의원(푸드투데이)

제14회 율곡대상 국가정치부문(중부일보)

▲ 새누리당 경기도당위원장 취임(2015년 7월) ▲ 새누리당 원내대변인 임명(2015년 2월)

여당 국회의원의 힘! 
안산의 자존심을 지켰습니다



말보다는 
실천했습니다

“김명연의원,

● 신길파출소 개소  3억 4,300만원
● 선부2파출소 재개소  6억 4,300만원 
● 단원경찰서 민원동 증축 예산  10억 3,100만원
● 와동파출소 이전 개축 예산  21억 4,800만원

● 취약지역 CCTV 설치  10억원
● 원곡IC교 내진보강 예산  8억원
● 신길지하차도 수해방지 시설 설치  36억원
● 제기천 수해방지 시설 예산  8억 5,000만원

● 단원구 청소년수련관 건립 예산(단계별)  58억 4,800만원
● 선부생활권 다목적체육관 건립 예산  23억원
● 원곡중학교 운동장 개보수  1억원

● 원곡동 실내배드민턴장 예산  5억원
● 능길운동장 리모델링  2억 4,000만원
● 원곡초등학교 천연잔디운동장 예산  2억 6,151만원 

4년간 이렇게 많은 일을 했어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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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동 종합사회복지관 건립  7억원
● 시립 와동어린이집 대체신축 예산  2억 5,146만원
● 화정 1통 마을회관  5억원 
● 화정 2통 마을회관 예산  2억원

● 신길문화센터 건립 예산  7억원
● 선부동, 원곡동 노외주차장 조성 예산  3억원
● 고려인문화센터 건립  3억원
● 신길동 휴먼시아 3, 4단지 방음벽 설치

안전 
 해졌습니다

건강
 해졌습니다

생활 

 달라졌습니다

▲ 새누리당 원내대변인 임명(2015년 2월)

와동 종합사회복지관 조감도

단원구 청소년수련관 조감도

선부2파출소 재개소 장면



고영인 후보님, 
주민들에게 사실을 밝혀주세요!

< 법인카드 사용현황 >

총사용 총금액 거주지
사용건 총금액 휴일사용 주점사용

376건 4,771만 8천원 223건 2,782만 6천원 74건(20%) 57건(15%)

◀ 국민권익위원회 부패방지국 실태조사 자료 (2012.11)

일 시 장 소 사용금액 소재지 비 고

2011.1.20(목) 쌍둥이 횟집 291,500원 제주 서귀포

2011.1.21(금) 숲섬식당 172,000원 제주 서귀포

2011.5.28(토) 산에들에 239,000원 춘천 남면

2011.8.9(화) 영덕대게 167,000원 강릉 강문동

고영인 후보 경기도의회 민주통합당 대표의원 시절

법인카드 사용내역 <국민권익위원회 실태조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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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보궐선거 비용  (2012년 지방선거)  

190억 5,525만원 (전국기준) 
    

   ※ 출처_ 국회입법조사처, 2014 
                    

❶ 전직 도의원 사퇴(2008.02), “혈세낭비”라 맹비난했던 고영인 후보

❷ “도의원 사퇴 안 한다” 공약 내걸고 도의원 당선(2008.06)

❸ 국회의원 출마를 위해 본인은 도의원직 사퇴 (2012.01)

고영인 후보

도의원 사퇴
논란 

Q.본인의 도의원 사퇴로 치러진 선거비용, 
     반납하실 의향은 없습니까?

묻고 
싶습니다

구 분 당선 현황

안산시장 야당 안산시장 

경기도의원 8명 전원 야당 

구 분 당선 현황

안산시장 야당 안산시장 

경기도의원 8명 전원 야당 

구 분 당선 현황

단원구갑 여당 김명연 국회의원

단원구을 야당 국회의원 

상록구갑 야당 국회의원 

상록구을 야당 국회의원 

2010년 
6.2 지방선거

2012년 
4.11 

국회의원선거

2014년 
6.4 지방선거 

도의원 사퇴, “혈세낭비” 맹비난 
고영인 후보님도 사퇴하셨네요! 

안산의 미래“여당에게 맡겨주세요”

야당독식 안산정치! “안산의 미래 어둡습니다”



박근혜 대통령과 함께 안산시흥스마트허브 
뿌리기업방문 (2016년 2월 3일)

+  좋은 일자리창출로 경제는 기지개
•「서비스산업발전 기본법」 제정으로 70만개 새로운 일자리 창출

•금형·용접 등 뿌리산업 안정적인 고용환경 조성

•열정페이 근절, 인턴보호 가이드라인 강화

•정규직 전환지원 등으로 청년일자리 안정고용 유도

•ICT(정보통신기술)산업 육성 및 산업단지 조성 

•실버산업육성 고령화사회 미래먹거리 창출  

가계부채 경감으로 서민은 숨통  

+  가계부채 경감으로 서민은 숨통
•국민행복기금 추가확보로 고금리 대출의 저금리 

    전환대출 범위 확대

•「서민금융생활지원법」 제정으로 저소득·저신용 

    서민 재기 지원

•저소득 자영업자·창업자를 위한 마이크로크레딧사업 확대

•마을세무사 제도 확대로 개인신용회복 서비스 제공

•일자리 규제개혁

•열정페이 근절, 인턴보호 가이드라인

•정규직 전환 기업 확대 및 우대

•저소득 마이크로크렛딧 사업 확대

•「서민금융생활지원법」 제정

•4050 창업준비 자유학기제 운영

경제,희망이 보입니다!

김명연이 

견인하겠습니다!



+  청년과 여성에게 자신감을
•군 복무기간 중 학자금대출이자 면제 추진

•생활요금 할인 등 청년주거협동조합 지원강화

•공공기숙사·향토학사 지원예산 확대

•행복주택 청년층 확대 및 신혼부부 특화단지 확대 

•엄마자립을 돕는 ‘마더센터’ 설립

•경력단절여성 국민연금 수급자 인정 법률 개정 

•육아휴직 후 재고용기업 지원확대

•임신근로자 대체인력 확보채널 다양화

+  사회적 약자에게 희망을
•노인복지청 신설을 위한 「정부조직법」 개정

•어린이집 대체교사 인건비 인상

•공익활동, 재능나눔 등 노인일자리 수 대폭 확대  

•누리과정 안정적인 예산지원을 위한 제도 개선

•그룹홈·지역아동센터 종사자 호봉제 실시

•사회복지사 보수교육비 국고·지방비 지원 확대   

•사회복지사 법정 공로포상제 확대

•장애인 일반형 일자리 수 증대

•장애인거주 법정개인시설 법인 예치금 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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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독립, 
노후준비 
지원하겠습니다!

•군 복무기간 중 학자금대출이자 면제

•청년주거협동조합 지원강화

•엄마자립을 돕는 ‘마더센터’ 설립 

•육아휴직 후 재고용기업 지원확대

•노인복지청 신설 「정부조직법」 개정

•장애인 일반형 일자리 수 증대

•어린이집 대체교사 인건비 인상

민생발걸음민생발걸음
힘이 됩니다!힘이 됩니다!모두에게 모두에게 

김명연 의 김명연 의 



야당도시 안산시 
재정자립도 43% 로 추락
KTX유치 가능할까요?

여의도까지 30분만에 도달하는 신안산선은 
12년 전에 확정된 사업이지만 첫 삽조차 
뜨지 못했습니다. 
야당도시로 낙인찍힌 안산의 현실입니다. 
지난해에 박근혜 정부에 와서야 2017년 
착공을 결정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지역공통 공약

생활환경
● 노인복지타운 조성
● 노후준비지원센터 안산 유치
● 경로당 양곡비·냉난방비 안정적인 확보

● 단원구 청소년수련관 건립
● 육아종합지원센터 안산 유치
● 장애인 직업재활센터 확대
● 세월호 추모공원 건립

● 중소기업 근로자를 위한 ‘직장공동어린이집’ 확충
● 「지방자치법」 개정 외국인전담공무원 증원

주거환경 
● 사동 90블럭 개발 연기, 
  현재 재건축 사업계획승인 사업지 완료 이후로
● 특정건축물 한시적 양성화법 발의
● 근린공원 내 반려동물 놀이Zone 설치
● 다세대 밀집 주택가 무료 공용주차장 확대

● 방범용 CCTV 교체 및 추가 설치
● 화정천 황토길 포장 (산책로 및 자전거 도로 조성)
● 자전거도로 정비 및 페달로 정거장 추가 설치

광역교통·지역경제
● 인천발 KTX 안산 정차
● 소사~원시선 전철역 교통망 개선
● 신안산선 조기착공

● 서안산 IC 선부동 방향 예전 진입로 부활
● 군자톨게이트~서안산 IC~안산IC~

  서서울톨게이트 구간 통행료 인하
● 노후 국가공단 개선을 위한 혁신사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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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부동, 
화정동원곡동, 

신길동
와동

선부동, 화정동 공약

● 선부2동 석수골 마을~석수골역 접근도로 재개설    
● 선부역 광장 개발 및 회전교차로 조성, 주차장 추가확보
● 선부3동 파출소 이전 개축
● 주공11단지 전철 공사로 인한 균열 및 지반붕괴 해결
● 주공11단지 경로당 유리창 2중창문 교체

● 주공12단지 공원 옆 도로 평일 무료 주차 기준 마련
● 주공12단지 단지 내 보도블럭 교체
● 산호한양 경로당 도배, 장판 교체 등 리모델링 지원
● 선부3동 와동 제1공원(선부동 구간) 주차장 증설
● 선부3동 와동 제1공원~석수골역 통행로 확보

● 화정영어마을 명품영어마을 조성 
● 화정동 도시가스 공급

와동 공약

● 와동 유통상가 재개발 장기발전 계획 수립

● 청소년독서실(도서관) 건립

● 와동 어린이공원 개발(833번지, 성민교회 옆) 

● 소사~원시선 석수골 전철역 방향 버스노선 개설

● 보륭 경로당 이전개축 (보륭하이츠3차 앞)   

● 방죽말 경로당 리모델링

● 면허시험장 주차장 주민 개방

● 와동파출소 이전 개축, 금년 내 착공

● 시립와동어린이집 대체신축  

● 와동체육공원 내 곤충박물관 연계 생태체험 시설

● 큰고개어린이공원 인근 골목길 주차구역선 확보

원곡동, 신길동 공약

● 신길택지개발지구 내 소방파출소 유치, 2017년 예산 확보
● 신길온천역 남측 63블럭 조속한 개발
● 신길신도시 상업지구 주차장 조성
● 신길동 218-8번지(고속도로 교각 아래) 체육시설 확보   
● 신길 역사유적공원 활성화를 위한 예산 확보

● 제기천 농업용 저수시설 준공, 겨울철 썰매장 활용
● 출입국관리사무소 원곡동 이전 
● 외국인 범죄예방을 위한 다문화자율방범대 활성화

● 원곡동 다문화특구 내 국제문화센터 건립 
● 신길문화센터 건립, 금년 내 착공
● 신길동에서 신길고·선부고 경유 버스 노선 확보
● 신길온천역~정왕 도로 조기 개설 
● 신길 휴먼시아아파트 브랜드명 외부 경관조명 설치 

● 원곡초등학교 국제학교 수준의 지원
● 원곡1동 파출소 신개축
● 원곡1동 주민센터 주민복지센터 기능으로 신축 



대한결핵협회 결핵퇴치운동본부 협력위원장(현)

샛뿔자율방범대 운영위원장(현)

선부종합사회복지관 운영위원(현)

안산시 교육발전위원회 위원(전)

안산시 광역전철특별위원회 위원(전)

꿈이 있는 세상(비영리봉사단체)회원(현)
안산시 여성축구단 단장(전)

안산녹색소비자연대 이사(전)

샛별작은도서관 운영위원장(전)

법사랑위원 단원구지구협의회 부회장(전)

사회
활동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현)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위원(현)
새누리당 원내대변인(전)

새누리당 원내부대표(전)

국회 국민안전혁신특별위원회 위원(전)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위원(전)

국회 메르스대책특별위원회 위원(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전)

국회 운영위원회 위원(전)

국회
활동

새누리당 경기도당위원장(현)

새누리당 나눔경제특별위원회(현)

새누리당 국가간호간병제도특별위원회(현)

새누리당 국민건강특별위원회 위원(전)

새누리당 세월호피해자지원특별위원회 간사(전)

새누리당 재능나눔위원회 위원장(전)

새누리당 경제혁신특위 공적연금개혁분과위원(전)

정당
활동

안산 신길동 출생

군자초(50회) 군자중(25회) 인천고(81회)

육군병장 만기제대

건국대학교 졸업

한양대학교 대학원 졸업

출생
및 약력

김명연이 걸어온 길

대한민국 경제
반드시 지켜내겠습니다!

김명연김명연
진짜 안산사나이 

충성! 국군장병 여러분!

예비역 병장 김명연입니다

안산시 단원구 선부광장1로 92 메이퀸오피스텔 2층
TEL. 031)401-0781  FAX. 031)410-0783
홈페이지 www.vitamin21.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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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할수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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