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남구갑 선거구

책자형 선거공보

21대 국회의원 선거

경제전략가 東熙의 젊은 투혼으로 빛나는 강남甲 건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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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8년 대구 출생(만51세)
•서울대학교 심리학과 졸업
•서울대 대학원 경영학과 졸업
•대한민국 육군 병장 만기 제대
•매일경제 선정 베스트 애널리스트(전)
•㈜한국금융평가 대표(전)
•실천연대 대표(현)
•18대 국회의원 선거 후보(대구 동구을)
•21대 본 선거가 기호3번으로 선거 3번째 출마
•경제전략 작가
•2019년 경제서적 3권 출판(‘3시 코리아’, 
  ‘앞으로 10년 경제 대위기가 온다’ 등)

정동희가 걸어온 길



후보자 정보공개자료
(제21대 국회의원선거 강남구갑선거구) 

3. 세금납부·체납실적 및 전과기록

 최근 5년간 소득세ㆍ재산세ㆍ종합부동산세 납부 및 체납실적(천원)

후 보 자
전과기록구분 납세액

체 납 내 역

체납액 누계 현 체납액

계 45,988 없음 없음

해당없음

후 보 자 9,832 없음 없음

배 우 자 없음 없음 없음

직계존속 35,121 없음 없음

직계비속 1,035 없음 없음

1. 인적사항

기호
소 속

정당명
후보자
성 명

성별
생년월일

(세)
직업 학력 경력

3 민생당 정동희 남
1968. 9.8

(51세)
경제전략 

작가

서울대학교 
대학원 졸업
(경영학석사)

(전)18대 국회의원선거 후보
(대구 동구들)

(현)실천연대 대표

2. 재산상황 및 병역사항

재 산 상 황(천원) 병 역 사 항

계 후보자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 후보자 18세이상 직계비속

1,854,488 1,807,988 46,500 고지거부
장녀:고지거부

차녀:0
육군 병장
(만기전역)

해당없음

4. 소명서



•경제전략가 3시 정동희 2019년에 경제서적 3권 출판
•『3시 코리아』, (부제) 대한민국의 경제시각을 알면 위기 속에 기회가 보인다!
    2019년 3월 25일 출간 (국일증권경제연구소)
•『3시 코리아 Ⅱ』, (부제) 2022년 투자전략을 위한 정치변수를 보다
    2019년 5월 20일 출간 (휴먼컬처아리랑) 
•『앞으로 10년 경제 대위기가 온다 』 
    2019년 12월 10일 출간 (책들의정원)

강남갑 국회의원 후보 정동희가 올해 고생하시는 모든 분들께 인사 올립니다.

걱정마세요. 3시 정동희와 행복하세요!

 Don’t worry, Be happy!

경제 부흥

『강남甲』1

교통 개선

『강남甲』4

상권 활성

『강남甲』7

주거 
가치 향상

『강남甲』2

세금폭탄 
제거

『강남甲』5

환경 친화

『강남甲』8

교육 레벨업

『강남甲』3

민생 해결

『강남甲』6

문화 월드 

허브존 창조

『강남甲』9

9대 핵심공약3시 정동희의 

『강남甲』
(간결하면서 화끈하게 확실!)



강남갑 국회의원 인물로! 정동희

서울시 종로구 평창7길 86 / 강남구 압구정로 39길 58
Tel. 02-391-3093, 02-395-3093 / Fax : 02-6008-1701 / stockid3@daum.net, stockid2@naver.com

3시 정동희 3si.kr / 3si.co.kr / 3sikorea.com / view3.kr

●  성수대교가 무너진 1994년10월21일 정동희는 강남 甲에 

있었습니다!

●  대구 촌놈이 1986년 서울 상경하여 압구정 소망교회 대학부 

등에서 평신도로 20여년 출석하였습니다. 

●  대구 촌놈이 한강 바라보고 살고 싶어 압구정동 미성1차

아파트 전세 끼고 샀는데, IMF경제위기 만나서 실제 들어가

서 살아보지는 못하고 팔아먹었습니다.

● 3시 정동희는 역삼중·현대고 학부모였습니다.

3시 정동희는 강남 甲 유권자와 『(배석자 없는) 일대일 비밀 상담』하겠습니다.

3시 정동희는 과거 『여의도 증권가의 괴물』이라고 불리며 대단한 통찰력을 

실물경제 부분에 오랜 시간 보여주고 있습니다.

국회의원 강남갑사무실에서 매주 수·일요일 오후3시부터 3시간씩 유권자와 

민생·자녀교육·진학·심리상담·재테크 문의 등 살아 있는 실물경제 실생

활 전문가로서 비밀 상담 문을 개방하겠습니다.

세번째로 기호 3번 달고 선거 입후보
첫번째는 2008년 18대 국회의원 선거(대구 동구을) 3번 달고 유승민 의원에게 낙선

두번째는 2018년 지방선거에서 청와대가 있는 종로제1선거구에서 3번 달고 낙선

세번째로 기호 3번 “겁 없는 도전”을 하는 3시 정동희가 강남갑에서 합니다.

종로의 구원투수 3시 정동희가 강남갑에서 3시 코리아 기적을 만들겠습니다!

올해 대한민국 정치1번지는 ‘종로’가 아니라 『강남甲』입니다!

돌아온 3번 3시 정동희

•1968년 대구 출생(만51세)
•서울대학교 심리학과 졸업
•서울대 대학원 경영학과 졸업
•대한민국 육군 병장 만기 제대
•매일경제 선정 베스트 애널리스트(전)
•㈜한국금융평가 대표(전)
•실천연대 대표(현)
•18대 국회의원 선거 후보(대구 동구을)
•21대 본 선거가 기호3번으로 선거 3번째 출마
•경제전략 작가
• 2019년 경제서적 3권 출판(‘3시 코리아’, 
  ‘앞으로 10년 경제 대위기가 온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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