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후보자정보공개자료
제20대 국회의원선거 서구동구선거구

1.  인적사항

2.  재산상황 및 병역사항

3.  최근 5년간 세금 납부ㆍ체납실적 및 전과기록

4.  소명서

기 호 소속 정당명 후보자 성명 성 별 생년월일(  세) 직 업 학 력 경 력

1 새누리당 유기준 남
1959.08.10.

(56세)
국회의원

ㆍ서울대학교 법학과 졸업
ㆍ뉴욕대학교 법학대학원 졸업
   (법학석사 1988.8.29 ~1989.5.18)

ㆍ전)해양수산부 장관
ㆍ전)새누리당 최고위원

재 산 상 황 (천원) 병 역 사 항

계 후보자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 후보자 18세이상 직계비속

3,604,396 2,691,512 808,169 고지거부 104,715
육군 병장
(만기 전역)

장남:현역입영대상

소득세ㆍ재산세ㆍ종합부동산세 납부 및 체납실적(천원)

흅후보자 전과기록
구분 납세액

체납내역

체납액 누계 현 체납액

계 186,545 없 음 없 음

없 음

후보자 164,240 없 음 없 음

배우자 22,278 없 음 없 음

직계존속 신고거부

직계비속 27 없 음 없 음













구덕운동장 철거 확정…명품 시민공원 조성

근대역사문화타운 조성

 노후화된 구덕운동장을 철거하여 서구와 동구 등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명품 시민공원으로 조성

 시민들의 휴식처를 제공하고 지역의 명소로 개발해 경제 활성화에 기여

 글로벌 수산기업 및 수산식품 관련 대기업을 유치해 부산지역 영세식품산업체와 연계해 수산식품 산업단지 조성

 감천항 국제수산물도매시장과 연계하여 수산전문 전시컨벤션 기능 포함한 복합 비지니스 업무단지 조성

 수산테마공원과 부산어묵 체험마을을 조성하여 부산의 명소로 개발 

 수산교육 및 현장 체험시설 등 도심형 멀티 수산타운 조성

농림축산검역본부 영남지역본부 검역계류장(혈청소) 이전 부지 개발…복합해양문화시설 건립

   1953년 설립한 '자유아동극장'을 임시수도기념관 인근에 복원하고 임시정부청사, 부산근대역사관을 하나의 벨트로 

묶어 걷고싶은 역사거리 조성

 임시수도기념관 주변 도로 및 시설을 정비하고 견학 및 체험 프로그램 등 역사적 컨텐츠를 개발해 관광상품화

   피란수도 당시의 건축 문화자산을 활용한 프로그램 운영으로 관광 활성화

1

2

3

역사와 문화가 어우러진  명품관광 도시로

가상도가상도





  주거환경이 취약한 고령층에 공공주택을 공급

    공공실버주택 1, 2층에 물리치료실·케어시설 

 등 복지관을 설치해 어르신 원스톱서비스 실현 

    주거층에는 응급비상벨을 설치해 독거노인에 

대한 응급상황 대처

    사회복지사 또는 간호사 등이 상주하며 건강관리 

등 복지서비스 제공

산복도로 일원 폐ㆍ공가를 활용한 다양한 사업 추진

    산복도로 일원은 노후한 주택이 밀집되어 있고 도심과의 접근성이 떨어져 문화시설 향유가 제한되고, 편의시설 

이용이 힘든 상황

    폐ㆍ공가를 활용하여 어울림 도서관, 어울림 스포츠센터 등 작은 문화공간을 조성해 거주지 인근에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조성

  행복 출장보건소 등을 조성하여 주민건강관리 및 편의 증대

1

2 공공실버주택 건립
1, 2층에 복지관 설치해 어르신 원스톱서비스 실현

주민의 행복한 삶을 보장하는  안전한 도시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