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대 국회의원선거 해남군완도군진도군선거구

책자형 선거공보

•해남군 해남읍 출생 •조선대학교 총학생회 부회장 •사랑의 몰래산타 해남본부장 •무상급식 해남운동본부 위원

•핵발전소 대책위 집행위원장 •화력발전소 대책위 공동대표 •벼 경영안정대책비 조례제정 위원 •쌀값 23만원 보장 농민의원단 

•민주노동당 해남군위원장 •제6대 해남군의원 •현) 민중연합당 해남군 준비위원장

6
기호

이정확

답답한 야당 
이번엔 

바꿔야 합니다

1%의 정치
판을 바꾸자



후보자정보공개자료
제20대 국회의원선거 해남군완도군진도군선거구

1. 인적사항

기
호

소속정당명
후보자
성명

성
별

생년월일(세) 직업 학력 경력

6 민중연합당 이정확 남
1968.11.19

(47세)
자영업

조선대학교  
철학과 졸업

(전)제6대 해남군의회의원

(전)민주노동당해남군위원회 위원장

2. 재산상황 및 병역사항

재산상황(천원) 병역사항

계 후보자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 후보자 18세이상 직계비속

610,315 651,365 30,706 ▵71,756 없음
육군 하사 
(만기전역)

장남 : 징병검사
대상

3. 최근 5년간 세금납부·체납실적 및 전과기록

소득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 납부 및 체납실적(천원)

후보자 전과기록

구분 납세액
체납내역

체납액 누계 현 체납액

계 11,005 없음 없음

업무방해 벌금 300만원
(2014.6.10.)

후보자 6,643 없음 없음

배우자 없음 없음 없음

직계존속 4,362 없음 없음

직계비속 없음 없음 없음

4. 소명서



그 나물에 그 밥, 주민은 답답합니다

기득권 정당을 대체할 

새로운 진보정당을 키워 주십시오

해남 콩나물집 큰아들, 해남시장의 개구쟁이, 

이정확은 고향을 위해 평생을 일했습니다. 

핵발전소 막아낸 대책위 집행위원장, 

화력발전소 막아낸 대책위 공동대표, 

이정확의 뚝심이 권력을 이겼습니다. 

진보정치 싹을 틔운 민주노동당 해남군위원장, 해남군의원 

이정확은 벼 경영안정대책비 500억원을 지켜냈습니다. 

관급공사 임금 체불 방지, 환경미화원 체불임금 해결, 

언제나 주민 편에서 몸을 바쳤던 뚝심의 사나이, 

이정확은 믿을 수 있습니다. 

박근혜 정권이 밥쌀용 쌀 수입할 때, 제1야당은 딴청만 피웠습니다. 

쉬운 해고, 평생 비정규직, 노동개악 밀어붙일 때, 눈치만 봤습니다. 

세월호 진실규명, 국정교과서 저지, 뭐 하나 한 것이 없습니다. 

40년 짝사랑, 남은 것이 뭐가 있습니까? 

새정치 하겠다더니 줄 서는 인물들은 온통 금수저 뿐입니다. 

출셋길 찾아 떠났다가 금배지 쫓아 태어난 곳 찾는 사람들, 

자기들끼리 이전투구, 공천잡음, 이것이 새정치입니까? 

금수저들의 정치가 새정치입니까? 

서민 곁에 20년, 

믿을 수 있는

이정확

잊지않겠습니다



 재벌세 도입

등록금 백만원 상한제, 미취업자 졸업 즉시 실업급여 수령

0~14세까지 무상의료 

국민감시·정치개입! 국정원 해체

맘대로 해고 방지법 제정 

 민주주의 암적 존재, 종편 퇴출

농민수당 신설로 중소농 육성(월 20만 원)

지하경제 양성화를 위한 ‘지폐 폐지’

국회의원 할당제·기탁금 국가보장·18세로 피선거권 인하 

한국 주도 4자 종전선언으로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 

%의 희망약속

민생은 파탄인데 야당들은 밥그릇 싸움뿐입니다. 이대로는 정권교체 못합니다. 

이제 더 이상 기존 정치인들에게 의존하지 않겠습니다.

1% 대한민국을 바꾸려고 99%가 직접정치를 합니다. 

흙수저당과 노동자당, 농민당이 손잡고 연합정당으로 출발했습니다. 

엄마당, 보건의료인당, 예술가당... 

더욱 다양해지고 더욱 커져갈 새로운 진보정당, 바로 당신의 당입니다. 

민중연합당이 야권에 경종을 울리고 정권교체에 이바지하겠습니다. 

2000 부유세 암부터 무상의료

2016 재벌세 0세~14세 무상의료

민주노동당을 기억하십니까. 

민중연합당으로 
더 커져서 돌아왔습니다.

잊지않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