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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보자정보공개자료

1. 인적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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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려대
현) 제18·19대

1967.01.20
정치외교학석사

재선국회의원
1 새누리당 김영우 남

(49세)
국회의원 성균관대

현) 새누리당
국정관리학

수석대변인
박시과정수료

2. 재산상황및병역사항

계 후보자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 후보자 18세이상 직계비속

801,051 249,436 551,615 없음 없음
육군소위

장남:제1국민역
(복무만료)

재 산 상 황(천원) 병 역 사 항

4. 소명서

3. 최근 5년간세금납부·체납실적및전과기록

계 65,590 없음 없음

후보자 44,352 없음 없음

배우자 21,045 없음 없음

직계존속 193 없음 없음

직계비속 없음 없음 없음

소득세ㆍ재산세ㆍ종합부동산세 납부 및 체납실적(천원)

체 납 내 역

체납액 누계
구 분 납 세 액

현 체납액

후보자 전과기록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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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우는 멈출 수 없습니다.
수도권이지만 수도권 같지 않은
포천과가평을 발전시켜
경기북부시대를 열겠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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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부의아들은다짐했습니다.
저의아버지는환경미화원이셨죠. 그시절에는그냥청소

세상이라는고된무게를가족에대한사랑으로견디고계

다짐했습니다. ‘아버지처럼정직하고성실하게살아가는

열심히일해야겠다.’

하지만세상은만만한상대가아니었습니다.
올림픽에서금메달만따면온가족이편안하게먹고살수

운동에모든힘을쏟았던저에게공부도중요하다는것을

책속에파묻혀지내다기자가돼서우리사회의어둡고부

힘없고어려운사람들을위해일할수도있다고생각했습

김기자는백수가장이되었고, 삶의돌파구를찾고자몸부

김영우의정치는희망입니다.
끝이없는정치학에대한공부를접고이명박서울시장을

가진것없는청소부의아들은새누리당의초선국회의원

새누리당의수석대변인으로국민앞에설수있게되었습

어릴적다짐, 김영우가김영우에게했던약속을지키기

고속도로하나없던포천은지금2개의고속도로가공사중

지난설명전직전에는꿈에그리던포천전철사업이정부

반영되었다는소식도들려드릴수있었습니다. 

저의선거구였던연천군은연천발전에대한강한열망이

소외의식도매우컸었습니다. 하지만연천주민들의희망

한반도통일미래센터건립등을차질없이실천했습니다. 

당내경선과정에서선거구가아님에도연천주민들은저에

포천, 가평주민여러분, 김영우와함께해주십시

김영우가여러분과함께포천과가평의새길을

김영우의정치는희망이라는것을느낄수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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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그냥청소부라불렀습니다. 

로견디고계셨던아버지의뒷모습을바라보며

하게살아가는사람들이가난으로고통받지않도록

었습니다.
게먹고살수있다는말에시작한태권도, 

요하다는것을가르쳐주셨던선생님.

회의어둡고부정한곳을파헤쳐보다나은사회를만들고싶었습니다. 

다고생각했습니다. 하지만IMF라는위기앞에호기롭던

찾고자몸부림쳤습니다.

박서울시장을만나현실정치에뛰어들었습니다. 

초선국회의원에서재선이될수있었고, 

있게되었습니다. 

속을지키기위해열심히일했습니다. 

도로가공사중입니다. 

철사업이정부의제3차국가철도망구축계획안에

다. 

강한열망이있었습니다. 

민들의희망이었던경원선전철화사업추진과

천했습니다. 

주민들은저에게평생잊지못할뜨거운성원을보내주셨습니다. 

께해주십시오.

의새길을열어가겠습니다.

낄수있도록최선을다하겠습니다.  

김
영
우

선거공보물(12p).ps  2016.3.28 8:25 AM  페이지5   CTP-3 



새누리당과국회의중심에는
능력있는그가있다

김.영.우.
19대국회최장수수석대변인김영우!
논평을하고당을대변하는자리에있다보니, 

진짜로하고싶은이야기를못할때가많지만, 

정치권이너무안락함에취해있다는비판도서슴지않는

김영우는당과국회를변화시킬능력이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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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김영우와함께하는새누리당의약속
군사시설주변지역도살기좋은곳으로바꾸겠습니다

1김영우와함께하는새누리당의약속
지역경제살리고, 모두가행복한대한민국을만들겠습니다

생활

노후

여성
청년

공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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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과가평의발전을위한

김영우의 프로젝트! 

김영
실

주민과시·군
김영우와의소통체

포천의발전저해요소 가지
변화를막는각종규제

빈약한도시경제기반

사업간시너지부재

포천의발전방안 가지
교통망개선, 확대

도봉산~포천전철사업현실화

수도권제2순환고속도로고모 IC 신설

포천과가평을잇는수원산터널추진

다각적인도시재생사업실시

청소년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강화

마을만들기와사회적경제지원을위한

포천시공동체지원센터설치

신성장정책개발과연계

포천패션섬유특구추진

중소기업육성과지원을위한포천비즈니스센터설립

포천한탄강유네스코세계지질공원추진

힘있는
젊은3선
국회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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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우의
실천방안

가지

민과시·군, 
의소통체계구축

김영우의 프로젝트란?

가평의발전저해요소 가지
교통체증유발하는교통망

빈약한도시경제기반

신성장정책부재

가평의발전방안 가지
교통망개선, 확대

중앙선‘용산~청량리~망우복선화사업’현실화

국도 75호선청평-가평도로확장단계적추진

국도 46호선남양주-춘천자동차전용도로단계적추진

다각적인도시재생사업실시

가평응급의료센터건립추진

청평생활체육공원조성

군부대토지이용경제활성화도모

신성장정책개발과연계

가평자라섬·남이섬복합관광특구추진

청평중앙내수면연구소활용

구)청평역및폐선부지개발

새누리당
정권
재창출에
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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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천의힘이다른

김영우에게

힘을실어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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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대국회국회의원공약대상수상

제19대국회의원공약충실도4위

2015년에만국감우수의원 3관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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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포천시구절초로 12 3층 TEL.031-533-0700 | 경기도가평군가평읍석봉로 141 2층 TEL.031-581-3881

새누리당수석대변인

제18·19대국회의원

국회외교통일위원회위원

전)국회국방위원회위원

전)새누리당제1사무부총장

전)YTN 기자

고려대대학원정치외교학석사

고려대정치외교학학사

1김영우
포천이낳고키운김영우
고속도로해냈습니다

전철도해내겠습니다

가평의손자김영우
교통망확대하겠습니다

도시를다시살리겠습니다

실천의힘이다른김영우
포천과가평이하나되는

경기북부시대를열겠습니다

국군장병
여러분덕분에
든든합니다.

‘포천과가평도
김영우면든든합니다’
생각하실수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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