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20대 국회의원선거 남양주시갑선거구

책자형 선거공보

조응천

4명의 대통령이 부른 사람
부당한 권력에는 맞선 사람

빠른변화 남양주!

그래,



1. 인적사항

기 호 소속정당명 후보자 성명 성별 생년월일 (세) 직업 학력 경력

2 더불어민주당 조응천 남
1962.09.17.

(53세)

별주부짱매니저

(요식업)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공법학과 졸업

(전)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

(전)대전지방검찰청 서산지청 

지청장

2. 재산상황 및 병역사항

재산상황 (천원) 병역사항

계 후보자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 후보자 18세 이상 직계비속

3,118,546 1,198,047 1,903,382 고지거부 17,117
해군대위

(원에의한전역)

- 장남 : 해군(해병대) 만기전역

- 차남 : 육군 상병(복무중)

4. 소명서

3. 최근 5년간 세금납부·체납실적 및 전과기록

소득세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납부 및 체납실적(천원)

후보자

전과기록
구 분 납세액

체납내역

체납액 누계 현 체납액

계 1,038,029 없음 없음

해당없음

후보자 1,013,058 없음 없음

배우자 24,931 없음 없음

직계존속 신고거부

직계비속 40 없음 없음

후 보 자 정 보 공 개 자 료
제20대 국회의원선거 남양주시갑선거구

해당없음



  조응천은 

늘 국민 편입니다
능력, 열정을 인정받아 
4명 대통령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대한민국 검사를 천직으로 알고 살았습니다.

평생을 민주주의와 대한민국 인권 수호에 앞장서 온 김

대중 대통령의 뜻을 받들어 청와대로 들어가 

인권법을 만드는데 기여했습니다.

참여정부서는 부패방지위원회에서 

공직자비리수사처 입법화를 주도하고, 

검찰개혁을 추진했습니다.

이명박정부에서는 국가정보원에서, 

박근혜정부에서는 청와대에서 일했습니다.

국민 편에서 정의를 택했습니다
이명박정부에서는 영포라인과, 

박근혜정부에서는 문고리 삼인방과 맞서 싸웠습니다.

사유화된 권력이 아니라 법과 원칙에 따라 국민의 편에 섰기 때문입니다.

명예를 택했습니다
잘 나가던 검사 출신 전직 청와대 비서관은 조그만 횟집에서 서빙을 합니다. 

청와대에 쫓겨나고 변호사도 포기했습니다. 

땀 흘리며 일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고통을 잊을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아침에는 장을 보고 낮에는 가게 청소를 했습니다. 

몸은 힘들고 형편은 예전보다 어려워졌어도 그렇게 사는 것이 명예라고 생각했습니다. 

대다수 국민들, 대다수 가장들은 그렇게 삽니다.

조응천에게는 땀이 명예입니다.

조응천
그래,



편안함 대신 도전을 택했습니다
문재인이 찾아왔습니다. 

자신이 겪은 고통을 다른 사람들이 더 겪지 않도록 하는 것, 그

것이 정의라고 한 말에 아내는 눈물을 흘렸고, 저와 아내는 그의 

권유를 받아들였습니다.

편한 비례대표를 달라고도, 야당이 무조건 이기는 지역을 요구

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명예로운 불출마를 선택한 최재성, 문재인과 함께 조응

천을 설득한 최재성이 내 뒤를 이어달라고 말했습니다. 그의 눈

물과 땀이 구석구석 스며들어 있는 남양주에서 최재성이 못다 

이룬 꿈을 이루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남양주를 선택했습니다.

파탄 대신 희망을 선택해 주십시오
박근혜정권은 약속을 헌신짝처럼 버리고 있습니다. 경제가 파

탄입니다. 복지도 파탄입니다. 가게를 하면서, 파탄난 서민경제

의 바닥을 생생히 목격했습니다. 남양주 지역경제도 파탄입니

다. 지역상권도 경제파탄의 직격탄을 맞고 있습니다. 

대선 때 했던 약속대로, 초심대로 갔으면 경제가 이토록 처참해

지지 않았습니다.

경제만 파탄이 아닙니다. 안보도 파탄입니다. 하루가 멀다 하

고 안보가 불안합니다. 새누리당은 북한을 제어하는 일에도 실

패했고 안보를 든든히 하는 일에도 실패했습니다. 외교도 파탄

입니다. 대한민국은 외교주권을 주변 강대국에 거의 다 내준 상

태입니다.

총체적 파탄 상태입니다. 특히 문제는 경제파탄입니다. 

이번 총선은 경제파탄 정권이 심판되고, 희망이 선택되는 선거

이어야 합니다.



남양주 발전과 정권교체를 위해
조응천을 써 주십시오
조응천과 최재성은 투톱입니다. 지역발전은 조응천이, 정권교

체를 통해 남양주를 더 크게 발전시키는 일은 최재성이 나눠서 

하는 겁니다. 조응천을 선택하면 조응천 최재성 두 사람의 큰 일

꾼을 함께 선택하는 것입니다. 두 사람은 이심전심, 남양주에는 

일거양득입니다.

    모두가 해결할 수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능력입니다

   능력과 열정을 인정받아 

4정부에서 일한 조응천의 모든 것을 

    남양주에 바치겠습니다

   향후 10년을 남양주와

함께할 사람에게 맡겨주십시오

조응천
그래,



어르신을 모시는 남양주 
소득하위 70% 어르신에게 기초연금 30만원 차등없이 지급

어르신 일자리 2배 증대 / 일자리 참여수당 월 40만원으로 인상

저소득 어르신들의 만성질환(고혈압, 당뇨 등) 약값을 절반으로 경감

청년 희망 up 남양주 
양질의 청년일자리 연평균 8만개 이상(전국 기준) 창출

최저임금 2020년까지 1만원으로 단계별 인상

미취업 청년들에게 실업보조금 지급 추진

지자체 생활임금제 및 민간영역 확산 제도화

청년용 쉐어하우스 도입 및 청년·신혼부부 공공임대주택 확충

군 복무기간을 단계적으로 ‘18개월’로 단축

일자리 남양주  
‘쉬운해고’ 제한 및 정리해고 요건 강화

베이비부머 세대(1955~1963년생) 구직촉진급여 지원 

경력단절여성 지원 강화

소상공인·자영업자 등 소득규모에 따른 ‘공평한 건강보험료 부과기준’ 마련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재창업 및 재취업(임금근로자로의 전환) 지원

차별없는 남양주 
중증장애인 우선구매제도 확대, 장애인근로자 의무고용 대상 사업장 확대,

장애인·한부모가족·다문화가족 보육·교육·생활가사 등 통합지원프로그램 추진

더불어 잘 사는 세상
더 나은 우리의 삶



맘 편한 남양주 
보육 및 유아교육 국가완전책임제를 시행하여 누리사업 논란 원천 해결

0~5세 보육료를 표준보육비용 수준으로 지원 

‘난임부부 지원사업’ 대상과 범위 확대 

출산휴가기간 연장 / 육아휴직급여 인상 /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추진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대상 확대 및 아이돌보미 처우개선

공공시설 및 일정규모 이상 건축물에 가족화장실 설치 의무화 추진 

아이·교육 좋은 남양주 
초등학교 학습 준비물·체험 학습비 지원 

의무교육기관 친환경 무상급식에 대해 국가·지자체·교육청 부담 추진 

노후학교, 찜통·냉골 교실을 안전하고 쾌적한 학교로 전환

고교무상교육 실현 / 교복값 30% 인하 추진  

안전한 남양주 
‘맘체크(Momcheck)  안전지도(부모들이 온라인지도에 안전취약지역 표시)’ 추진

‘아빠등(24시간 태양광 LED 안심가로등)’ 설치

장애인·유모차도 다니기 편리한 사람길 조성

어린이들이 유치원 갈 때 이용할 수 있도록 ‘노란 병아리 정류장’ 조성

정의로운 남양주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신설 추진

인권침해요소가 많은 테러방지법을 개정보완

국가정보원의 국익우선 정보기관화 추진

더불어민주당과
조응천이 약속합니다

조응천
그래,



경춘선은 용산까지 달려야 합니다 
상봉~청량리 구간 신호기 간격 조정을 통해 6월중 10차례 청량리 연장운행!

상봉~용산 구간 복복선화 사업을 통한 전 열차 용산역 운행 추진!

남양주!  KTX·GTX 시대를 엽니다
GTX 노선을, 송도~강남~잠실~남양주로 변경하여 중앙선·경춘선과 환승 추진!

GTX노선과 KTX노선을 연결하여, 바로 부산 및 광주로 연결!

경춘선!  화도 월산·답내역을 차질없이 신설합니다 
월산지구 개발계획과 연계하여 경춘선 마석역에 이어 ‘월산·답내역’ 신설 추진 

조응천과 함께하는 남양주 5대도로!  차질없이 추진합니다 
화도~포천 고속도로 월산IC, 지둔(수산)IC 신설

양평~화도 고속도로 조안IC 신설

화도~와부 86번 국지도 국도변경 및 조기 착공

수동~오남 98번 국지도 조기 완공

수동~화도387번 지방도 조기 완공

서울 출퇴근 버스!  더 편안하고~ 더 빠르게~ 
화도지역 8002번, M2316, 호평평내 M2323 버스 추가 배차를 통한 배차간격 단축 

출퇴근 시간 전용 버스 협동조합(한정면허) 운영

서울춘천고속도로 이용요금 지역주민 할인제 도입 
화도 IC를 통해 서울로 진입시 1,800원의 통행료를 내야 합니다. 

국토교통부와 (주)서울춘천고속도로와 협의해 

남양주 지역주민 할인제를 추진해 통행료 부담을 줄이겠습니다.

더 빠른 남양주

GTX B노선

광주

부산

서울역 KTX 중앙선 경춘선
경기도 GTX 노선안

평내호평 

송도            강남          삼성                       잠실          도농              
금곡 

                          
 천마산       마석

               춘천                            속초



국립대학병원·비즈니스 복합단지 조성
 국립 서울대학교 병원 유치

   남양주 및 경기동북부 지역 거점병원 

지역주민의 의료서비스 강화

 화도 테크노밸리 조성
  R&D기반 국내 대기업 유치, ICT, Start Up등 

최첨단 분야 산업 유치를 통한 남양주 세수 및 일자리 확보, 자족기능 강화

에듀컬처(교육-문화) 단지 조성 
 교육·문화 특구 조성

 평내동 일대 그린벨트 지역 개발을 통한, 

캠핑, 자연학습, 체험교육 등 

교육과 문화가 결합된 단지 조성

 남양주 문화·예술회관 백봉지구 건설

KIDS & FAMILY 스포랜드 조성
 국제 유소년 축구센터 재추진 

국제 유소년 축구센터 일대에 로봇박물관, 식물센터, 

애니메이션 센터, 반딧불이 박물관등을 결합해 

아이와 가족이 함께 즐길수 있는 복합 공간으로 조성

도약하는 남양주
화도

호평·
평내

수동

조응천
그래,



더 살고 싶은 
        남양주를  만들겠습니다

남양주 구석구석

조응천이 달립니다

◆ 경춘선 용산역 연장 운행 및 GTX B노선 남양주로 노선 변경

◆ 서울방면 버스노선(M2323) 출퇴근 시간 배차간격 단축 
       출퇴근 시간 전용 버스 협동조합(한정면허) 운영

◆ 평내동 출발 서울(잠실)방면 
      간선급행·광역급행 버스 노선 신설 및 증차
       출퇴근 시간 전용 버스 협동조합(한정면허) 운영

◆ 백봉지구 문화예술회관 건립

◆ 평내동 에듀컬처(교육-문화)단지 조성

◆ 호평동 늘을 중앙공원 국가 예산 지원 확대

◆ 평내동 체육공원, 약대울 가족체육공원 국비지원 확대를 
       통한 조기완공

◆ 호평동 해피누리노인복지관 건립(정부지원 확대)

◆ 호평동 버스종점, 대원운수와의 협의를 통한 환경개선
      (캐노피·바람막이 설치 등)

◆ 평내동 KIDS·MOM특화 체육·문화센터 조성
      (엄마와 아이들을 위한 특화된 공간 조성)

◆ 백봉초등학교 체육관 건립

호평동

호평동

수동면평내동

평내동

조응천의 능력

조응천
그래,



더 살고 싶은 
        남양주를  만들겠습니다

조응천이 달립니다

◆ 서울대학교 병원, R&D 기반 대기업 유치로 의료 비즈니스 
      복합단지 조성

◆ 경춘선 용산역 연장 운행 및 GTX B노선 남양주로 노선 변경

◆ 제2외곽순환고속도로(화도~포천간) 월산 IC 신설

◆ 월산지구 개발에 맞춘 전철역(월산·답내역) 신설

◆ 금남리~차산리~창현리~와부(86번 국지도,) 국도 전환 및 
      정비사업 조기완공

◆ 화도 종합가족체육공원 조성
       너구내 고개, 월산지구, 창현리 일대 검토

◆ 서울방면 버스노선(8002번, M2313) 배차간격 단축
        출퇴근 시간 전용 버스 협동조합(한정면허) 운영

◆ 구도심 상권 활성화를 위한 전통시장 특화거리 조성 
        정부 전통시장 지원책과 연계

◆ 인구 10만에 걸맞는, 제2화도 도서관 건립

◆ 공공의료서비스 강화를 위한 남양주 제2보건소 개설

◆ 묵현천, 마석우천 등 자연친화형 하천 조성

◆ 마석 5일장과 연계한, 지역문화 탐방길 조성

      (모란공원, 조지훈 묘소 등)

◆ 성생공단 부지 친환경 택지개발 및 공장 이주대책 마련

◆ 수동 국제유소년 축구센터 일대 아이와 가족이 함께하는 
       Kids Family 스포랜드 조성

◆ 지둔리 수목원 및 목재문화체험관과 연계한 관광벨트 조성
       (곤충박물관, 반딧불이등)

◆ 정부지원 남양주시 지역 특화축제 수동 유치

◆ 수동 송천분교 체육관 건립

◆ 수동지역 도시가스 공급(가스공사 및 정부지원 추진)

◆ 98번 국지도(수동~오남) 조기완공 

◆ 387번 지방도(화도~수동) 조기완공

◆ 제2외곽순환고속도로 지둔(수산)리 IC 신설

수동면

수동면

화도읍

화도읍

조응천의 열정



투표 기회도 2번, 기호도 2번
사전투표 : 4월 8일(금)~9일(토)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본 투표일 : 4월 13일(수)
별도 신고없이 신분증만 있으면 투표가 가능합니다.

권력에 맞서느라 고달프고 힘들던 시절, 자전거에 몸

을 싣고 멀리 내달리던 때 남양주는 저 조응천을 따뜻

하게 안아주던 곳입니다. 그리고 이젠 정의의 열정을 

다시 불태우게 만든 제2의 고향입니다. 어느새 남양

주 시민들께선 ‘남양주의 뽀통령, 조응천’이라 불러주

십니다. 

남양주는 정약용 선생이 나고, 묻힌 곳입니다. 백성을 

돌보는 ‘목민’, 세상을 경영하는 ‘경세’, 법과 형벌을 

바로 세우는 ‘흠흠’의 뜻이 싹트고 숙성된 곳입니다. 

바로 이곳에서 청년의 미래를 열고, 땀의 정의를 세우

고, 서민의 삶을 따뜻하게 하는 ‘정의가 바로 선 정치’

를 하겠습니다. 반드시 승리해서 정권교체의 선봉장

이 되겠습니다. 

권력을 떠나 국민 편에 섰습니다!

남양주에서 정의가 승리하는 시대를 

열어주십시오!

남양주시 화도읍 창현리 503-9, 114호  T. 031-594-0413 blog.naver.com/chopros  twitter.com/chopros  facebook.com/chopros
인쇄 : ㈜윈지코리아컨설팅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은행로 29 정우빌딩 10층 02) 761-0608

조응천이 걸어온 길
1962년 9월 17일 생 (만 53세)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대한민국 검사 (전)

김대중정부 청와대 민정수석실 행정관 (전)

노무현정부 부패방지위원회 실태조사단장 (전)

이명박정부 국가정보원장 특별보좌관 (전)

박근혜정부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 (전)

해물전문식당 별주부짱 매니저 (현)

문재인의 마지막 영입인재

조응천 후원회
후원계좌   농협 302-1069-5501-71  

예금주       박은경(조응천 후원회)

후원안내   031-511-0413

사랑하는 국군장병 여러분!
저는 해군대위로 전역했고, 저의 큰아들은 해병대를 제대했으며 
둘째는 육군 상병입니다.
여러분은 부모님의 자랑이고 대한민국의 미래입니다. 
나라를 굳건히 지키고 건강한 모습으로 돌아오십시오. 

조응천
그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