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20대 국회의원 선거 

송파구(을) 선거구

책자형 선거공보

전) MBC 뉴스앵커

최명길

송파의

행복
특파원이

되겠습니다!

워싱턴특파원

최명길



기호 소속정당명 후보자 성명 성별 생년월일 직업 학력 경력

더불어민주당 최명길 남
1961.03.19

(55 세)
정당인

서울대학교대학원
정치학석사

(전) MBC 뉴스앵커

(현) 더불어민주당
송파을 지역위원장

재산상황(천원) 병역사항

계 후보자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 후보자 18세이상 직계비속

973,000 545,000 135,000 293,000 -

군별 : 육군, 계급:소위
입영날자 : 1986.2.22
전역일자 : 1986.2.22
전역사유 : 복무완료

-

소득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 납부 및 체납실적(천원)
후보자

전과기록구분 납세액
체납내역

체납액 누계 현 체납액

계 123,617 없음 없음

도로교통법위반

(음주운전)

벌금300만원

(2015.09.03)

후보자 70,127 없음 없음

배우자 47,501 없음 없음

직계존속 2,634 없음 없음

직계비속 3,355 없음 없음

1. 인적사항

제20대 국회의원선거 송파구(을) 선거구

후 보 자 정 보 공 개 자 료

2. 재산상황 및 병역사항

3. 최근 5년간 세금납부·체납실적 및 전과기록

4. 소명서



우리 국민이 소중한 한표를 행사해 뽑은 국회의원.

막대한 비용을 들여 국회의원을 뽑는 이유는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열심히 일 할 일꾼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정작 그러한 기대로 선출된 정치인들은

지위를 그저 자신만의 명예로 여기고, 

주어진 의무를 권리로 착각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권력을 위임받은 일꾼이 본분을 잊고

사욕을 채우는데 여념이 없다면 국민은 주인된 자로서 정치인들에게

정신이 번쩍 나도록 경고를 보내야 합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현명한 국민들은 권력이 제 갈길을 잃을 때면, 

언제나 새로운 선택을 통해 나라를 바로 잡아 왔습니다.

이제 송파의 행복특파원 최명길이

대한민국을 옥죈 낡은 정치를 걷어내고

새로운 희망의 시대를 열겠습니다.

세계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알고 있는 사람,

세련된 송파에 어울리는 사람,

바로 최명길입니다.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후보  최명길 올림

새로운 송파,
새로운 인물에서 시작됩니다



탄천을 송파품에...

박원순 시장과 한 몸이 되어 해결하겠습니다!

잠실운동장 일대 국제교류복합지구 조성

잠실운동장 공원에 K-팝 상설공연장 조성

02

03

 ● 국제업무·MICE·스포츠·문화엔터테인먼트 기능지구

 ● 한전부지 공공기금 활용으로 송파구 도시경쟁력 강화

 ● 종합운동장 국제교류복합지구사업의 일환으로 상설공연장 조성

 ● 외국인 및 국내 관광객 유치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탄천을 송파구민의 품으로01
 ● 탄천변 동측도로 전면 지하화 및 지상공원 조성

 ● 임시조치로 토끼굴 등 통행로 확보



탄천을 송파품에...

박원순 시장과 한 몸이 되어 해결하겠습니다!

송파특파원

최명길

올림픽훼미리아파트 동남로 지하화 및 지상공원화, 
항공소음 저감 대책 추진

지하철 9호선 3단계 구간 조기 개통

잠실5단지 재건축사업 적극 지원

송파 명품 올레길 조성으로 관광 명소화

04

06

07

08

노후 신천역사 리모델링 및 신천동 먹자골목 특화거리 조성05
 ● 잠실 국제교류복합지구와 연계하여 외국인 및 국제관광객 유치

 ● 전통시장을 특화거리로 조성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 종합운동장~올림픽공원~둔촌동 보훈병원구간 9.18km

 ● 국토해양부, 기획예산처 예산 편성시 우선사업화 촉구

 ● 현재 35층 제한을 풀어 50층 이상으로 전환 추진

 ● 교육과학부가 신천초등학교 무상양여토록 추진

 ● 탄천도로~한강시민공원~송파대로~석촌호수~배명4가(삼학사로) 구간

송파드림팀,
상습 교통정체
해결하겠습니다!



할 일 많은 송파,
젊은 일꾼이 필요합니다!

대한민국 대표 방송기자 최명길은 

현장에서 답을 찾아,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입니다.

문제를 만들거나 자기 스스로가 문제인 

기성 정치인들과는 전혀 다른 새 인물입니다.

28년간 사회부, 정치부, 국제부 기자로 

폭넓은 경험을 쌓았기에 지역정치, 중앙정치 

어디에서도 쓰일 역량을 갖춘 준비된 인재입니다.

미국의 심장 워싱턴에서 4년 4개월,

유럽의 중심 파리에서 1년 6개월 

MBC 특파원, 지사장 등을 역임했습니다.

폭넓은 국제경험과 미래를 볼 줄 아는 안목
바른 정치를 할 깨끗한 새인물
바로 최명길입니다!

송파의 품격에 맞는 정치,
주민만을 위한 정치로
송파의 새 시대를 열겠습니다!



송파주민을 섬기는
첫 번째 국회의원, 최명길

주민중심
정치!

자존심
정치!

문제해결
정치!

행복중심
정치!

지금까지 제대로 송파 주민을 위하고 송파를 위한 정치를 

한 정치인이 없었습니다. 송파를 그저 여당 공천만 받으면 

당선되는 지역구로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주민의 눈치보다

는 공천 주는 권력자의 눈치를 보는 낡은 정치. 이제는 걷어 

내겠습니다.

19대 국회, 일은 안하고 싸움만 하는 정치. 패거리 지어 

파당 이익만 챙기는 행태에 국민은 돌아섰습니다. 국민의 

마음을 되돌릴 수 있는 자존심 정치, 최명길이 보여드리

겠습니다.

정치의 핵심은 문제해결입니다.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다

른 사람의 문제를 나의 문제로 인식하는 눈과 가슴이 필요

합니다. 방송기자 28년, 최명길은 문제를 알아보는 능력을 

갖췄습니다. 문제를 해결하는 데 가장 적합한 사람이 바로 

최명길입니다. 

모두가 열심히 만든 과실은 함께 나눠야 합니다. 더불어 잘 

사는 나라를 만드는 정치, 최명길이 추구하는 정치입니다. 

좌도 우도 아닌, 아래로 내려 가는 민본정치. 권력자, 정당

보스 눈치 보지 않고 오로지 유권자 살림살이 먼저 살피는 

진짜 민생정치 펼치겠습니다.



오만을 바로 잡는 것은 여러분의 회초리 뿐입니다! 

국민행복 시대 포기하고
친박행복 시대 열려다
어찌됐습니까?
파편이 송파로 튀었습니다

생각이 다르다고 반대편과 소수파를

탄압하는 사람들이 어떤 사회, 경제정책을 펼까요?



국민 여러분이 표로 심판해 주십시오!

박근혜 정부의 경제 정책은 완전히 실패했습니다.

IMF 위기 이후 가장 큰 시련을 맞고 있습니다.

이번 20대 총선은 현 정부의 ‘경제 실패’를 심판하고

국민에게 다시 삶의 희망을 드리는 선거, 

새누리당 정권의 ‘잃어버린 8년’을 넘어서 

재벌이 아닌, 중산층과 서민의 경제주권을 회복하는 선거입니다.

경제성장
역대정권 중 최저

국가채무 사상 최고 가계부채 사상 최고

청년실업
사상 최고

“배신의 경제”



정의롭고 살기 좋은 대한민국

최명길과 더불어민주당이 만들겠습니다!

차등 없는 기초연금 30만원 지급

 청년일자리 70만개 창출

육아휴직 급여 인상

100% 국가책임 무상보육 (누리과정) 실천

1. 불효자방지법 제정

2. 치매 등 장기간병 의료비 지원 확대

3. 노인 여가취미활동시설 확충

4. 여성노인 소득·건강·여가지원

관련법 제·개정 및 기본계획 수립

1. 경력단절여성 취업지원 확대

2. 몰래카메라 범죄 및 

스토킹·데이트폭력 예방 및 처벌 강화

3. 12.28 일본군 ‘위안부’합의 철회 및

재협상으로 피해자 명예회복

1. 열정페이 근절 등 

청년고용 안전망 도입

2. 청년 주거환경 개선

1. 학교교육 여건개선

‘교육혁신지구’ 추진

2. 교육비 부담 절감



송파특파원

최명길

최명길과 더불어민주당이 만들겠습니다!

칼퇴근법으로 저녁을 가족과 함께

1. 구직촉진급여 지원

2. 쉬운 해고 제한, 정리해고 요건 강화

3. 비정규직을 OECD 평균 수준

(11.8%)으로 감축

저소득 서민의 부채 면제

1. 현존하는 소액 장기연체 채권 소각

2. 소멸시효가 완성되거나 임박한

‘죽은 채권’ 관리 강화로 금융소비자 보호

3. 개인채무조정 합리화와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법 제도 정비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보험료 폭탄 해결

1. 고소득자에게만 유리한 ‘건강보험료 부과의 상한선’폐지

2. 양도·상속·증여 등 모든 소득에 대한 부과기준 마련

3.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 기준 강화로 소득 있는 피부양자의 무임승차 문제 해결



서울특별시 송파구 올림픽로 203, 잠실중앙상가 B1층 3-1호

T 02)412-0413   F 02)416-0414

 mgchoi2017   myungghil86   mk2017.blog.me

송파의 얼굴이 바뀝니다
송파의 자부심이
업그레이드 됩니다!

박원순 시장과 손잡고
탄천을 송파구민의 쉼터로
돌려 드리겠습니다!

송파의 새 얼굴

최명길
전국 어디서나 투표하실 수 있습니다!

4.13 총선 사전투표 안내
일시 : 4월 8일(금)~9일(토) 

이틀 간 오전 6시 ~ 오후 6시 

장소 : 전국 각지 주민센터 등에 
설치된 사전투표소 

준비물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신분증

● 대전고등학교

● 서울대학교 외교학과 졸업

● 전 MBC 뉴스앵커
전 MBC 워싱턴특파원
전 MBC 유럽지사장

● 더불어민주당
송파구(을) 지역위원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