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제 19대 국회의원 
▶ 새누리당 원내대변인
▶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위원
             기획재정위원회 위원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
▶ 국회 허베이스피리트 
    유류오염사고피해대책특별위원회 간사

김태흠1 검증된 일꾼

제20대 충남 보령시·서천군 국회의원 선거

책자형 선거공보  

김태흠은 
약속을 지킵니다!



1. 인적사항

2. 재산상황 및 병역사항

3. 최근 5년간 세금납부·
    체납실적 및 전과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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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새누리당 김태흠 남
1963년 1월 11일 

(53세)
국회의원

   서강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 
   사회복지정책학과 졸업
   (행정학 석사)

   - (전) 충남정무부지사

   - (현) 19대 국회의원

재  산  상  황 (천원) 병  역  사  항

계 후보자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 후보자 18세이상 직계비속

498,168 -44,057 542,225 없음 없음 육군 병장(만기전역) 장남(제1국민역)

소득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 납부 및 체납실적(천원)

후보자 전과기록
구  분 납  세  액

체  납  내  역

체납액누계 현 체납액

계 34,191 없음 없음

해당 없음

후보자 20,773 없음 없음

배우자 13,418 없음 없음

직계존속 없음 없음 없음

직계비속 없음 없음 없음

4. 소명서

후보자 정보 공개자료 
제20대 국회의원 선거 (보령시·서천군 선거구)

없음



새로운 변화를 맞이한 보령·서천

앞으로 4년이 더 중요합니다

이제야말로 시작입니다

4월 13일 

보령·서천의 도약을 앞당기는 

이유있는 선택! 

검증된 일꾼 김태흠입니다!

약속을 지키는 일꾼1 김태흠



사통팔달 보령·서천 

새로운
도로·철도망
구축 ! 

김태흠이 보령·서천 발전을 위해 
열정과 뚝심으로 해결한 지역 숙원사업! 

지역발전에 가장 필요한

교통망을 확실하게 개선! 



신규·숙원사업 해결을 위한 1조 8,401억원 정부 예산 확보 (2013~2016년)

구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합계

보령시 1,210억원 1,861억원 3,291억원 4,307억원       1조 669억원

서천군 1,936억원 1,677억원 2,027억원 2,092억원          7,732억원

합계 3,146억원 3,538억원 5,318억원 6,399억원     1조 8,401억원

● 서해안유류피해대책특위 구성 주도 및 

     특별법 개정

● 삼성중공업 유류피해지역발전기금 

    1,000억 원에서 3,600억 원으로 증액

    (재판기간 1심 10개월, 2·3심 5개월로 단축)

● 지역자원시설세 인상을 위한 지방세법 

    개정안 대표발의 통과

● 보령·서천 지방세수 연 40억 원 추가 확보 

화력발전 지방세 2배 인상, 
부족한 지방세수 증가

서해안 유류피해 보상 
주도적 해결

● 명천 택지지구 착공 
● 보령 해양경찰서 신설
● 원산도 테마랜드 조성 사업 확정
● 오천항 정비·무창포 국가어항 지정
● 천북 굴단지 수산식품 거점단지 선정
● 성주교차로 개선·웅천 행복주택 사업 확정

● 폴리텍대학 유치 확정 
● 장항 국가산업단지 착공
● 장항 해양수산복합공간 조성 확정
● 서천 보훈회관 신축
● 서천 한산모시전수관 리모델링
● 비인면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 선정

 △ 명천 택지지구 조감도  △ 폴리텍대학 (이미지 컷)

보령 서천

    ▶ 2016년 기준 보령 36억원 ⇒ 72억원
        2017년 증설 시 112억원

    ▶ 2016년 기준 서천 2.8억원 ⇒ 5.7억원
        2019년 증설 시 19.4억원

김태흠이 보령·서천 발전을 위해 
열정과 뚝심으로 해결한 지역 숙원사업! 

지역숙원사업 해결로 달라지는 보령·서천



대선승리를 이끈 주역 
새누리당·선진당 합당 주도
2012년 새누리당 충남 총괄선대본부장을 맡아 새누리당과 선진당을 하나로 묶어 
박근혜 대통령의 당선과 충청 보수세력 단일화에 기여

국정조사특위 의원활동 
박근혜 대통령 흔들기 막아
야당의 박근혜 대통령 당선 정통성을 훼손하려는 움직임을 
 ‘국정원 댓글 의혹 사건 국정조사특위’에서 활약하며 저지

새누리당 원내대변인 중앙 무대에서 맹활약
임기 2년차에는 새누리당 ‘원내대변인’을 맡아 날카롭고 일관된 논리로 
당의 입장과 정책을 대변하며 박근혜 정부의 성공을 뒷받침

존재감 뚜렷한 정치인 김태흠 
대한민국 국회가 인정한



대선승리를 이끈 주역 
새누리당·선진당 합당 주도
2012년 새누리당 충남 총괄선대본부장을 맡아 새누리당과 선진당을 하나로 묶어 
박근혜 대통령의 당선과 충청 보수세력 단일화에 기여

국정조사특위 의원활동 
박근혜 대통령 흔들기 막아
야당의 박근혜 대통령 당선 정통성을 훼손하려는 움직임을 
 ‘국정원 댓글 의혹 사건 국정조사특위’에서 활약하며 저지

소신과 뚝심의 정치인 김태흠 

자신이 한 말은 꼭 지키는대한민국 국회가 인정한

대한민국 정체성 수호 북한 추종 통진당 해산 
국회 본회의에서 북한 추종집단‘통합진보당 해산’을 처음으로 제기해  
2014년 12월, 헌법재판소가 헌정 사상 최초로 통진당을 해산하는데 기여

지역숙원사업 해결 주민들을 위한 민생 법률안 주도
화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를 2배 인상하는‘지방세법 개정안’등 26건의 
법안을 대표발의 해 8건의 법안 통과 

(‘허베이스피리트호 유류오염사고 피해주민의 지원 및 해양환경의 복원 등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등 총 418건의 법안 공동발의 해 다수 법안 통과)

● 2012 풀뿌리지방자치 정치부문 대상 
● 2012 국정감사 우수의원 선정
● 2013 입법 및 정책개발 우수의원 선정
● 2014 대한민국을 빛낸 21세기 한국인물대상 우수정치공로 부문 수상 
● 2015 충남도 예산확보 감사패 수상

의정활동 평가로 받은 상(賞) 



보령 · 서천을 
확실하게 바꿀 

7가지 약속
김태흠의 열정 

아직도

뜨겁습니다!

에너지산업단지에 기업들을 유치하고 관광인프라를 확대해 
자족도시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 에너지·화력발전 관련 기업 단지 조성
● 명품 해양 관광·휴양 도시 조성

1 

산업도시 서천의 명성을 되찾기 위해 장항 국가산업단지를 
조기에 완공하고 기업을 유치해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겠습니다

● 장항 국가산업단지 조기 완공 및 대기업 등 우량기업 다수 유치
● 서천 폴리텍대학과 연계한 해양 수산분야 첨단복합산업단지 조성

2 

인구 15만 자족도시 보령의 기반 마련

인구 8만의 산업 친화도시 서천의 명성 재현

약속을 지키는 일꾼1 김태흠



   사통팔달 보령·서천 교통망 구축3 

4 
해양관광 및 해양스포츠산업을 지원·육성해 
서해안 국제해양관광벨트의 중심으로 도약하겠습나다

● 보령신항을 다기능 복합항으로 건설해 크루즈 해외관광객 유치
● 보령 앞바다 섬 테마형 관광단지 개발, 원산도테마랜드 개발,  
    국도 77호선 전망타워 
● 해양관광도시에 맞는 스포츠인프라 구축 

● 장항테마파크 조성, 국립생태원, 해양생물자원관 연계 
    교육·관광프로그램 개발 
● 한산모시, 국립생태원을 백제문화권과 연계해 해외관광객 유치 
● 서천 해안관광지에 리조트, 펜션타운 건설로‘머무르는 관광’실현

   해양 관광·스포츠산업 중심도시 보령·서천

약속을 지키는 일꾼1 김태흠 약속을 지키는 일꾼1 김태흠

진행 중인 도로·철도망 사업을 조기에 완공시켜 
사통팔달 보령·서천으로 만들겠습니다

● 국도 21, 36, 40, 77호선 조기 완공
● 성주우회도로, 제2서해안 고속도로 조기 착공
● 장항선 개량공사 조기 완공, 장항선 복선전철 조기 착공
● 보령선(충청문화산업철도) 신설 



인구 15만 자족도시 보령!
인구 8만 산업친화도시 서천!

사랑하는 보령시민·서천군민과 함께
서해안 중심도시로의 도약을 앞당기겠습니다!

   품격 있는 부자 농어촌 보령·서천 6
농어촌의 가치와 브랜드를 높여 
보령·서천을 충남 최고의 농어촌 행복도시로 만들겠습니다 

● 대천항 북방파제 어선 접안시설 확충
● 대중국 농수산물 생산·수출 전진기지 조성
● 고부가 농수산물 생산·가공시설 구축으로 소득증대 도모
● 농·수 특산물 판매 물류센터 및 직접 판로 확보 지원 
● 각종 중앙정부 공모사업에 보령·서천 사업의 선정 지원
● 재래시장 리모델링 현대화

  선진 교육·복지·문화 도시 실현 7

해양 관련 대학 유치 및 해양수산 산업 특화도시 건설 5 
보령에 해양 관련 대학(캠퍼스)을 유치해 해양산업 
전문인력을 양성하겠습니다

● 충남 해양과학고와 연계한 해양 관련 대학 유치
● 신 해양시대를 선도하는 해양수산 산업 육성

 약속을 지키는 일꾼1 김태흠

김태흠은 약속을 지킵니다

에너지 지역자원시설세 신설 및 인상으로 
보령·서천의 지방 재정 확충에 앞장서겠습니다

● 지역자원시설세 (LNG인수기지)를 신설해 지역세수 확충
● 보령·서천 지역 응급의료체계 구축 추진  
● 확보된 지방세수로 맞춤형 교육, 복지, 문화 사업 확대



인구 15만 자족도시 보령!
인구 8만 산업친화도시 서천!

사랑하는 보령시민·서천군민과 함께
서해안 중심도시로의 도약을 앞당기겠습니다!

보령에 해양 관련 대학(캠퍼스)을 유치해 해양산업 
전문인력을 양성하겠습니다

● 충남 해양과학고와 연계한 해양 관련 대학 유치
● 신 해양시대를 선도하는 해양수산 산업 육성

 약속을 지키는 일꾼1 김태흠 약속을 지키는 일꾼1 김태흠

김태흠은 약속을 지킵니다

에너지 지역자원시설세 신설 및 인상으로 
보령·서천의 지방 재정 확충에 앞장서겠습니다

● 지역자원시설세 (LNG인수기지)를 신설해 지역세수 확충
● 보령·서천 지역 응급의료체계 구축 추진  
● 확보된 지방세수로 맞춤형 교육, 복지, 문화 사업 확대



보령 선거사무소 충남 보령시 작은오랏1길 25 대웅빌딩 4층   041-933-7272 F 041-933-7215
서천 선거 연락사무소 충남 서천군 서천읍 충절로69 (2층)  041-953-1902 F 041-953-1903
홈페이지 www.kimtaeheum.com   블로그 http://blog.naver.com/ktheum김태흠1  약속을 지키는 일꾼

▶ 보령 웅천중·공주고 졸업 
▶ 건국대 무역학과 졸업
▶ 서강대 공공정책대학원 졸업
▶ 순천향대 초빙교수
▶ 한나라당 충남도당위원장  
▶ 국무총리실 행정관
▶ 충남 정무부지사

▶ 제 19대 국회의원 
▶ 새누리당 원내대변인
▶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위원
             기획재정위원회 위원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
▶ 국회 허베이스피리트 
    유류오염사고피해대책특별위원회 간사

보령·서천의 중단없는 발전 

믿음이 해냅니다!  
열정이 만듭니다!

이번에도 약속을 지키는 
김태흠입니다! 

이 책자형 선거공보는 공직선거법 제65조에 따라 제작한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