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20대 국회의원선거 남구을 선거구

책자형 선거공보

경륜과 열정•소통의 1박맹우박맹우



1. 인적사항

기호
소  속
정당명

후보자
성명

성별
생년월일

(  세)
직업 학   력 경  력

1 새누리당 박 맹 우 남
1951. 12. 6

(64세)
국회의원

동의대학교 대학원 

행정학과 행정학박사 졸업

(전)울산광역시장

(현)제19대 국회의원

2. 재산상황 및 병역사항

재산상황(천원) 병  역  사  항

계 후보자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 후 보 자 18세이상 직계비속

767,744 425,072 118,151 해당없음 224,521
육군병장

(만기전역)

-장남:육군병장(만기전역)

-차남:육군병장(만기전역)

3. 최근 5년간 세금납부·체납실적 및 전과기록

소득세,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납부 및 체납실적(천원)

후보자 전과기록
구    분 납 세 액

체 납 내 역

체납액누계 현재체납액

계 44,250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사항없음

후 보 자 37,945 해당없음 해당없음

배 우 자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직계존속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직계비속 6,305 해당없음 해당없음

4. 소명서

후보자 정보공개 자료
제20대 국회의원선거 남구을선거구



2014년 7월 30일, 출발선에 섰던 그때 그 마음으로

박맹우는 울산 시민의 행복과 대한민국의 발전을 위해 

한결같이 뛰고 있습니다. 

마라톤 코스 42.195km 중 

이제 100m를 뛰었습니다. 

울산남구 주민 여러분들과 함께 뛰었습니다. 

저 박맹우, 이제 좀 더 속도를 내겠습니다.

비록, 길은 멀고 험하지만 

쉼없이 뛰겠습니다.

계속 뛸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울산을 넘어 대한민국을 바꾸는

큰 인물이 되어 보답하겠습니다.

새로운 시작을 배운 값진 2년 이었습니다. 

초심을 잃지 않겠습니다. 부족함을 채우겠습니다.

꿋꿋이 나아가겠습니다.

경륜, 열정, 소통의 박맹우

계속 뛰게 해주십시오.



박맹우가 걸어온 길을 보면 

박맹우가 나아갈 길이 보입니다. 

고영완(50대 남) | 선암동

박맹우 하면 울산시장 3선을 역임하시면서, 태화강을 생태보고로 탈바꿈 시켰습니다. 

또한, 울산을 산업수도로 완전 정착시켰습니다.

신태권(40대 남) | 수암동

박맹우 하면 3선의 행정 달인으로서 울산시민들의 소득과 삶의 질을 높이고, 울산을 환경친화적 도시로 만드셨고, 

지금 많은 분들이 울산을 찾고 계십니다. 특히 울산 대공원은 전국적으로 관심이 많습니다. 



박맹우1경륜과 열정·소통의 

지금 울산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직접 느끼지 않으면 들어도 들리지 않는 법입니다. 보아도 보이지 않는 법입니다. 

직접 느끼고 실천한 사람만이, 여러분이 처한 어려움을 알고 해결할 수 있습니다. 

지난 20여년 동안 울산 시민 여러분 곁에서 함께 호흡하였습니다. 

울산의 살림살이를 내 일처럼 살필 수 있는 사람,

누구나 다 아는 큰 일꾼, 박맹우가 울산의 더 큰 발전을 약속합니다. 

나무가 크면, 수확도 큽니다.

하고 싶다고 맡길 수 없습니다. 할 수 있어야 맡길 수 있습니다. 

능력이 다릅니다. 울산의 미래가 다릅니다. 

울산의 발전, 시작도 완성도 박맹우 뿐입니다. 

■울산 국립대학 유치, KTX 울산역 유치

■12개의 산업단지 건설, 자유무역지역 조성

■국내외 554개사로부터 20조원 투자유치, 4만여개의 일자리 창출

■연간 수출 1천억 달러 달성

■동북아 오일허브 착공, 테크노산업단지 조성, 울산테크노파크 조성

■하수처리장 6개 건설, 3개 처리장 고도화, 4000km 하수관거 정비

■울산대공원 조성, 태화강 대공원 조성, 울산 하늘공원 개장

■울산 혁신도시 조성 및 9개 공공기관 유치

■울산박물관 외 3개 박물관 건립

■울산대교 건설

  



김복자(60대 여) | 야음시장

박맹우 의원님은 열심히 많이 도와주시고 정말 좋았습니다. 울산 발전 많이 시켜주셨습니다. 시장에서 장사하다보면 

많이 어렵습니다. 태화강 살리듯이 야음시장 발전시켜주시고, 재개발 빨리 되게 해주시고, 의원님 보면 항상 존경하

고, 시장 장사 대박나게 해주세요. 야음시장 파이팅!

최혜숙, 신혜림, 김성연 | 선암동 꼬모어린이집 보육교사들

박맹우 하면 열정, 태화강을 살리신 분, 울산을 더 잘사는 도시로 우뚝 세우신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0.1%의 가능성만 있어도 

도전하고 이루어 내는 열정.



지난 20여년 동안 하루 하루를 천금같이 여기며 뛰었습니다. 

울산 발전을 위해 밤낮없이 현장을 누비고 다녔습니다. 

지금도 박맹우는 뛰고 있습니다. 

모두가 행복한 울산이 되는 날까지 계속 땀을 흘리겠습니다.

중단없는 실천, 박 맹 우
44 44 44

짧은 의정활동 기간에도 뚝심의 박맹우가 많이 해냈습니다.

■예산결산 특별위원으로서 국비 역대 최고액 반영(2조 3천억원)

■  울산항 배후도로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선정!(기획재정부)

■  장생포 새뜰마을 조성사업(구.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선정(대통령 직속 지역발전위원회)

■  선암지구 도시활력증진지역 개발사업(생활환경 개선사업) 선정(국토교통부)

■  주민 생활 밀착형 예산 : 특별교부세 37억원 확보(국민안전처/행정자치부)

- 방범용 CCTV 설치 및 교체 10억원

- 왕생이길 주차장 조성 10억원

- 삼산배수펌프장 노후 원동기 교체공사 5억원

- 장생포 산사태 위험 해소사업 5억원

- 재해우려 하천 재난 예·경보시설 설치사업 4억원

- 고래문화특구 5D 입체영상관 건립 3억원

박맹우1경륜과 열정·소통의 



김점숙(50대 여) | 대현동

박맹우 하면 3선시장 하셨고, 12년이라는 세월동안 울산 남구를 위해 환경문제라든지 많은 일을 하셨습니다. 왠지 그

분이 하면 모든 일이 잘될 것 같고 신뢰감 생기고 막연한 기대감이 있습니다. 검소한 생활이 마음에 듭니다. 그런 것들

이 우리 서민들에게 가장 마음에 와 닿습니다. 이런 분이 의원을 하시면 참 잘하실 것 같습니다. 

김근모(40대 여) | 달동

박맹우 하면 떠오르는 건 울산시장님 오래 하시고, 인자한 웃음이 떠오릅니다. 시장 하실 때 저는 편안했습니다, 시민

들을 위해 고민하는 모습, 신중한 모습이 생각납니다. 우리 가족들도 좋아했고 팬이었습니다. 구민체육대회에서 만나

니 의원님이 배바지 입고 계셨습니다. 나이 많아 보이니 패션에 변화를 주면 좋겠습니다.  

비가 오면 우산이 되겠습니다. 

우산이 되지 못하면 함께 비를 맞겠습니다. 

언제나 당신편 박맹우입니다.



박맹우1경륜과 열정·소통의 

상상해 보십시오. 당신이 길을 걷고 있는데 곁에 누군가가 동행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면 좋겠습니까?

타인의 의견을 무시하고, 경청할 줄 모르는 사람은 아니겠지요?

낡은 가치관과 자신만의 생각에 사로 잡혀 있는 사람은 아니겠지요? 

저 박맹우, 그동안 여러분의 의견을 경청하며 많이 깨닫고 배웠습니다.

지역을 넘어, 세대를 넘어, 소통하는 국회의원. 박맹우가 여러분과 동행하겠습니다.

박맹우와 함께 해 주십시오.

박맹우가 믿는 사람, 박맹우가 두려워 하는 사람 

바로 당신 울산 남구을 주민여러분입니다.

남구을 민원해결사 박맹우

박맹우의 민원 해결방법은 ‘한자리에 모두 모여서 소통하며 풀자’입니다. 

이해당사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의견을 나누다 보면 불가능 할 것만 같았던 민원도 

해결의 실마리를 찾게 됩니다. 지난 19개월 동안 수많은 간담회 자리를 마련하고 

주민들의 의견을 경청했습니다. 소통했습니다. 그리고 해결했습니다. 

언제나 당신편, 
박맹우와 함께 하시겠습니까? 



대한민국 
44 44 44 44

정치를 바로 

세우겠습니다.

울산
44 44

 경제 

재도약의 전기를 

마련하겠습니다.

•국회 의사결정 구조 개선 (국회선진화법 개정 등)

•반시장적 규제 대폭 개혁

•국가 재정건전성 확보 (국가부채 관리 강화)

•지방 재정 확충 (지방세제 개편)

•국민건강증진과 복지 증진 (금연, 보육 등)

•주력산업 고도화 (ICT Industry 4.0s 등)

•미래 유망산업 육성 (3D프린팅, 수소전지차 등)

•동북아 오일허브 구축

•시민안전체험센터 건립

•스타트업 울산 프로젝트

기본에 충실한 국회의원 박맹우 

100%제19대 국회 본회의 출석률



남구
44 44

를 안전하고 쾌적하게 

만들겠습니다.

안전한 남구

•국가산단 유해화학물질 안전대응시스템 구축

•장생포항 오염퇴적물 정화사업

•취약지역 CCTV 설치

편리한 남구

•울산항 배후도로 개설

•상개~매암 간 도로 조기 개설

•장생포 순환도로 확장

•대현(수암)동 일원(신선로) 도로망 개설

•왕생이길 주차장 완공

살기좋은 남구

•장생포 새뜰마을 사업

•선암지구 생활환경 개선사업

•상개지구 주거환경 개선사업

•뉴스테이 연계형 정비사업

•전통시장 지원 (현대화사업, 주차장 조성 등)



예비역 병장으로서 

현역 만기 제대한 두 아들의 전투화를 보면서 

얼마나 듬직함을 느꼈는지 모릅니다.

아들은 군생활이 편해졌다고 말하며 

멋쩍어 했지만 전투화를 벗은 발에서 

물집과 굳은살을 봤습니다.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자랑스러운 대한의 아들, 딸들. 

대한민국은 국군 장병 여러분의 희생을 

잊지 않을 것입니다. 

저 박맹우도 절대로 잊지 않겠습니다.

- 예비역 병장 박맹우 올림 -

정치인은 말보다 

그가 걸어온 길을 보고 

평가해야 합니다. 

박맹우1경륜과 열정·소통의

•행정고등고시 25회

•경상남도 함안군수(전)

•제3·4·5대 울산광역시장(전)

•영호남 시도지사협의회 회장(전)

•전국광역시장협의회 회장(전)

•전국시도지사협의회 회장(전)

•제19대 국회의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위원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울산시 남구 번영로 90-1 항사랑병원 4층 

Tel : 052)222-0730     Fax : 052)222-0760     
선거사무소  

http://blog.naver.com/ulsanpmw 블 로 그

https://www.facebook.com/ulsanpmwfacebook

국군장병 여러분이 자랑스럽습니다. 

약력

이 사람... 

오직 울산과 

국민을 위해 일합니다.  

울산을 바꾼 박맹우
이제 대한민국을 바꿉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