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리대한당
Truth Korea Democratic Union

의(義)를 위하여 
목숨바치겠습니다!

 광화문의 애국자

이석인
종로구 선거구

책자형 선거공보 제20대 국회의원 선거

7 기호



1. 인적사항

기호 소속정당명 후보자 성명 성별
생년월일

(  세)
직업 학력 경력

7 진리대한당  이 석 인    남
 54.2.17

(62세)
   정당인

경남대학교 경영대학원졸업

건국대학교정치외교학사졸업

(전)서남아시아 

선교사

(현)진리

대한당대표

2. 재산상황 및 병역사항

재산상황(천원) 병역사항

계 후보자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 후보자 18세 이상 직계비속

   없음    없음    없음 해당없음
  장남, 차남 

  :고지거부

육군 대위

(정년전역)

-장남 : 육군중위(만기)

-차남 : 5급. 제2국민역

3. 최근 5년간 세금납부·체납실적 및 전과기록

소득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 납부 및 체납실적(천원)

후보자 전과기록
구분 납세액

체납내역

체납액 누계 현 체납액

계 27,552 없음 없음 부정수표단속법 위반(벌금)100만원 /1988.11.02

예배방해 (벌금)100만원 / 2014.01.29

명예훼손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위반(명예훼손)(벌금)300만원 / 2015.06.17

후보자 0 0 0

배우자 0 0 0

직계존속 해 당 없 음

직계비속 27,552 없음 없음

4. 소명서

부정수표단속법은 출마자가 건설회사 운영하다가 당시 IMF로 부도된 것임

예배방해는 반기독교적인 WCC반대를 하다가 억울하게 당함

악한 WCC주동자 김ㅅㅎ에게 악한사실을 질타하다 당한 명예훼손 등이었음.  

후보자정보공개자료
제20대 국회의원선거 종로구선거구



종북 지지자들 
         척결 하겠습니다.

광화문, 종로구 일대에서
애국집회 약2년 실시

(민주노총, 세월호, 지방자치단체장들 고소 고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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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례명:두요한)



19대 식물국회·세월호·동성애 척결, 
          의로운 20대국회 건설하겠습니다.

광화문 일대에서 1년간 세월호반대집회·기자회견 동성애집회를 모 정당·판사·국회의원 등도 지지함

통진당지지 정당 해산집회·기자회견



15년간 아시아 중심 20개국 무소유 선교사였습니다.

각나라의 가난한 사람들 섬김처럼 
    대한민국과 종로구를 섬기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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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 고아원학교 섬김 네팔 거지공동체 섬김

히말리야 전도

티벳전도, 영접기도장면 부탄난민촌 성경학교 섬김



 종로구 출마 목적

●  19대국회의원 300여명의 부정한 식물국회 바로하고 종북 주의자들. 패륜인간 동성애 등을 척결하고 악한 마귀들의 세력을 몰아낼 
것입니다. 

● 기득권 원내정당들이 하지 못하였던 하나님의 공의와 대한의 진리를 국회로 가서 보일 것입니다. 
●  사랑하는 종로주민 여러분! 가장 아름다운 삶은 굶주려도 의를 잃지 않고 가난한 사람들을 돌보는 것이며, 부정과 악에 대한 선한 

싸움을 목숨 걸고 싸우는 의가 아니겠습니까? 오늘의 난세는 모두 우리들의 책임입니다. 부자는 천국에 갈 수 없습니다. 
  여러분의 소유를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함께 애국애족 합시다. 하늘의 신령한 은혜를 여러분이 받게 될 것입니다.
 (선관위 싸이트 ‘정책공약알리미, 진리대한당10대 정책’에 목적을 세부적으로 기록함) 

종로구는 왕정정치 이래 오늘까지 정치중심지로 선정과 악정이 반복되었는데, 이제도 수많은 악한 정치꾼들로 나라는 
흔들려 왔으니-, 저는 목숨을 바쳐서 애국애족, 조국통일, 세계주도, 모든 길은 종로, 대한민국으로 통하게 하여 천국
과 의로운 대한민국을 건설 할 것입니다. 

서울역 국민계몽집회 광경 : 근 4년간 전국일주 국민계몽 운동함



진리대한당창당대회 (2016년 02월 03일)  

창당목적 

•종북척결법제정  •120명수준의 명예직 국회의원구성  •판검사들의 사법권남용 척결과 임용기준 재보강  

•공무원 청빈법제정  •종교개혁(우상숭배·동성애 척결, 대형 종교단체에 종교세부과)  •전국민 애국심고취  

•지방자치제도 개혁  •경제활성 및 소득평준화  •교육·문화·사회정책의 창조적 애국애족화 •기술 및 인력개발  

•북한흡수통일  •천국을 위한 세계주도(복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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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포천 영북 초등졸, 영북중 수석입학 졸업

•가난으로 서울동흥상업전수학교 입학 졸업 

•정치·경제혁신의 뜻을 갖고 건대정치학사, 경남대경영학석사 후

•박정희 대통령당시 육군장교 임관, 전포대장 후 

•육군항공조종사 전과, 미사일공격교관조종사후 대위예편

•40대초 창당준비. 크리스챤 휠로그 건축회사 IMF로 실패 후

•예수 그리스도 은혜로 15년간 20개국 무소유 선교사

•2013부터 배도한 기독WCC반대(집회방해벌금100만, 명예훼손300만원냄) 

•2013 – 현재 종북·동성애·세월호·19대국회척결·교회개혁 등

•현 종교혁명(타락한 신부·목회자·중들의 척결 등), 애국애족, 국민계몽

•현 진리대한당 대표총재(중앙당등록번호 제184호: 2016년 02월 15일)

학력·경력

나 그리스도 예수의 종인 이석인 선교사 겸 진리대한당 대표총재는 하나님이

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다윗과 사도바울처럼-, 백의종군한 이순신장군. 

백결선생. 최영장군과 참된 기독교인이었던 안중근·유관순·이승만처럼 천

국과 의로운 대한민국 건설을 위하여 종로출마를 선언함은 나 한사람이라도 

진정으로 죽어서 나라와 민족을 바로 하고자 하는 일념뿐이다.

나 이석인은 천국과 지옥을 심판하실 그리스도(구세주) 예수 앞에서 거짓이 없이 

어떠한 소유와 명예 없는 정치가로서 오직 나라·민족·종로주민을 위하여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사랑할 것을 각오하는 바이다.

각   오

진리대한당
Truth Korea Democratic Union

 후원계좌 ▶ 우리은행 : 1002-655-223407
        신동욱 (이석인 종로구 제20대 국회의원 후보 후원회 회계책임자)

종로구 국회의원후보 이석인
서울특별시 종로구 대학로 32, 2F(효제동)
H.P : 010-7556-6466 / 02-822-1205
E-mail : doojhon@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