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미래
# 청년
# 권중도

책자형 선거공보

제21대 국회의원선거 강동구(을) 선거구 천호 1,2,3동, 성내 1,2,3동, 둔촌 1,2동



후보자정보 공개자료
제21대 국회의원선거 강동구(을) 선거구

1. 인적사항

기호 소속정당명 후보자성명 성별 생년월일(세) 직업 학력 경력

6 정의당 권중도 남
1985. 2. 23 

(35세)
웹 퍼블리셔 

한양대학교 공과대학 

융합전자공학부 졸업

(현) 정의당 미래정치특별위원회  
부위원장

(현)정의당 심상정 대표 정책 특보

2. 재산상황 및 병역상황

재산상황(천원) 병역사항

계 후보자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 후보자 18세이상 직계비속

254,314 5,000 249,314 모 : 고지거부 해당없음
육군 이병
복무만료
(소집해제)

해당없음

3. 최근 5년간 세금납부·체납실적 및 전과기록

소득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 납부 및 체납실적(천원) 후보자 전과기록

구분 납세액
체납내역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무면허운전)

벌금150만원

(2009.4.22)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일반교통방해·국가보안법위반

(찬양·고무등, 이적단체의 구성등)

징역2년, 집행유예 3년 몰수

(2013.11.28.)

체납액 누계 현 체납액

계 2,823 - -

후보자 389 - -

배우자 2,434 - -

직계존속 모 신고거부

직계비속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4. 소명서

대학교 학생회 활동을 할 때에 면허를 취득하지 않은 상태로 음주에 대한 경계심 없이 업무용 스쿠터를 

사용한 잘못이 있습니다. 당시에는 어린 마음에 짧은 거리를 이동할 것이라는 안일한 생각으로 일으킨 잘

못이었으나, 그 어떠한 변명의 여지가 없는 위법행위였음을 분명히 말씀드리며 반성합니다.

국가보안법 위반은 학생운동 당시 기소된 사안입니다. 국가보안법의 사법적 모순과 한계는 우리 국회가 

해결해야 하는 우선적인 과제 중의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권중도의 정치
  IT·게임 노동자들의 노동권 보장을 위해 : 포괄임금제, 특별연장근로 철폐

 프리랜서 노동자들의 노동자성 보장을 위해 : 퇴직금, 4대보험 도입

  플랫폼 노동자를 위해 : 합리적 서비스비용(ex : 배달료) 책정과 물가인상에 준하는 인상 기준 마련 

  육아를 국가책임으로 : 남성 육아휴직 의무화, 국·공립 어린이집·유치원 확대 및 저녁돌봄 확충,  

코로나19 등 사회적 재난 시 국가에서 긴급 보육대책 마련

  상식적인 임대료로 지역 상생을 : 젠트리피케이션방지법 강화, 둔촌동·천호동 임대료 상승 제한

  당신이 걷는 길을 위해 : 밤길 안심 골목 조성, 천호동 로데오 문화예술거리 조성 및 청년문화지원법 제정

  알바생도 노동자입니다 : 천호로데오거리 아르바이트생 지원센터 구축

  추운 날 따뜻하고 더운 날 시원하고 : 노후주택 에너지효율 개선사업 대폭 강화, 에너지 소외계층 지원

■ 텔레그램 N번방, 디지털 성폭력 근절법 제정

■ 재난기본소득으로 전체 국민에게 100만원씩 지원

■ 사각지대 없는 육아 돌봄, 임신 중 입덧에 대한 질병 처리 및 보험 적용

■ 생명존중의 정의, 반려동물 동물의료보험, 입양등록제, 반려동물 놀이터 조성

■ 건강하고 안전한 먹을거리, 공장형축산 폐지, 동물복지축산농장 확대 

■ 정의로운 에너지 전환, 플라스틱 배출 규제 강화, 과대포장에 대해 징벌적 배상제

■ 권한을 지방으로 주인을 국민으로, 국가 예산의 주민 평가시스템 구축

권중도가 주민들과 
함께 만든 공약 

여러분의 제안을 홈페이지에 올려주세요.

http://kmiddle.com

   이사 좀 그만가면 좋겠다 : 1인 청년가구 30만원 주거수당 지급,  

1인 가구 맞춤형 공공임대주택 공급확대, 전월세 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 보장

  나도 일하고 싶다 : 취업준비생 패키지 도입, 구직수당 확충, 실업부조 도입

 빚 없이 출발하고 싶다 : 만 20세 청년들 전원에게 3,000만원 지급

  베드타운에서 마이스터 플레이스로1 : IT, 프리랜서 노동자를 위한 코워킹스페이스 거리 조성

  베드타운에서 마이스터 플레이스로2 : 중소기업 원격근무 인프라 지원

  신재생에너지, 非내연기관 교통산업, 에너지플러스 주택, 환경벤처, 초저전력 기술 산업 등  

그린뉴딜형 벤처기업의 전략적 육성 

  대중교통 전기화, 자전거 킥보드 전용 도로 확충 등 그린교통전환으로 반값 전기 대중교통시대 개막

청년과 모두를 위한



권중도 선거사무소 서울시 강동구 천호대로 1082(성내동) 경남빌딩 601호  010-9427-2702  kwonmiddle@gmail.com

권중도는 언제나 가장 필요한 곳에
가장 필요한 모습으로 있겠습니다.

일상의 사각지대가
코로나19의
사각지대입니다

1985년 출생

한양대학교 공과대학 융합전자공학부 졸업

(현)프리랜서 출판 디자이너, 웹 퍼블리셔

(현)정의당 미래정치특별위원회 부위원장

(현)정의당 심상정 대표 정책 특보

(전)정의당 서울시당 청년학생위원장

(전)강동희망나눔센터 사무국장

(전)한양대학교 총학생회장

19대 대선 심상정 서울청년선대본부장

20대 총선 청년선대본 선대위원

정책개발을 위한 배민커넥트활동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자영업자 피해대책 촉구 기자회견 코로나19 민생대책 촉구를 위한 피켓팅

#4월15일에_투표가_어렵다면

#정당하게_내_권리를_행사

#근로자의_투표시간은_법으로_보장됩니다

#투표할_권리_놓치지_마세요

 에서   성내동청년권씨   를 검색해주세요

#전국_어디서나_할_수_있어요사전투표
2020.4.10~11 am6~pm6

#별도_신고_없이_할_수_있어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