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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남 : 2009.1.16 5급 전시근로역

-차남 : 2009.1.16 5급 전시근로역

후보자정보공개자료

제21대  국회의원선거 (고양시갑선거구)

1. 인적사항

2. 재산상황 및 병역상황

3. 세금납부·체납실적 및 전과기록

4. 소명서

소   속

정당명
후보자

성   명

생년월일

(세)
기호

재산상황 (천원)

구분 납세액
체  납  내  역

체납액 누계 현 체납액

병역상황

계

계 92,455

92,455

0

0 0

0 0

0 0

0 0

0 0

0

0

342,135 240,893 25,613 모:69,629
장남: 6,000 병역의무

없음차남: 없음

후보자

후보자 해당
없음

후보자배우자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존속

직계비속

직계비속

18세이상 직계비속

성별 직업 학력 경력

1 더불어
민주당

문명순 여 1962.10.18
(57세)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부의장

(전) 제18대 대선 문재인 대통령
후보 금융정책특별위원회위원장

(현) 문재인 대통령직속 국가균형
발전위원회 국민소통 특별위원

서강대학교
경제대학원 졸업
(경제학석사)

후  보  자
전과기록

최근 5년간 소득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 납부 및 체납실적(천원)



이제는 덕양입니다
서민 경제 활성화

서민금융경제전문가입니다

시민들의 삶이 보호받을 수 있게 만들겠습니다

첫 일꾼 문명순이 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경기도 고양시갑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후보 문명순입니다

저는 30여년간 금융인으로 살며 국민은행을 비롯하여

금융경제연구소이사, 서민금융진흥원 경영자문위원

고등학교 금융실무교과서 집필위원 등의 활동을 한

우리 사회는 소득·자산·사회적 신분의 양극화를 해소하고

공생·공존·공정한 사회를 만들어야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룰 수 있습니다. 서민포용적인 금융정책을 통해

대통령님의 말씀처럼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고

결과는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 수 있습니다

금융공공성을 강화하고, 차별적인 금리 양극화를 해소하며

취약계층과 청년우대 정책금융으로 사회적 약자에게 따뜻한

포용적 금융·따뜻한 금융정책의 울타리 안에서

이제는 문명순이 여러분의 삶의 디딤돌이 되겠습니다

덕양에는 힘있는 집권여당의 국회의원이 필요합니다

덕양에는 자신의 꿈이 아니라

이웃의 꿈을 키워주는 일꾼이 필요합니다

아이들의 꿈을 키우는 일꾼이 필요합니다

이번에는 문명순에게 기회를 주십시오

여러분의 삶에 힘이되는



서민에게 힘이되는 금융정책

확실히 만들겠습니다

이문명순

이대로 괜찮은가?

‘서민 포용적 금융 입법’

“빚내서 빚갚는 서민금융, 악순환을 끊겠습니다”

금융제도가 바뀌면 소득과 생활이 바뀌어집니다



일하는 국회

문명순이
바꾸겠습니다

서민은 안중에도 없는 국회,이대로 괜찮습니까?

국회개혁을 위한 공약

국회개혁도 국민과 함께 하겠습니다

1. 국회의원 ‘국민소환제’로 가짜를 솎아내겠습니다.

2. ‘국민입법 발의제’로 국민 법안을 만들겠습니다.

3. 일하는 국회를 만들겠습니다.

- 국회 운영을 상시화, 신속한 법안처리

- 국회의원 불출석에 대한 제재 강화

일 안하고 싸우는 국회
반복되는 최악의 국회,



덕양의
가치를
두배로
덕양의 새로운 길을

함께 걷겠습니다



문명순이 합니다!

더 더

더더

더

고양시를 거점으로 한 편리한 생활환경

행복한 덕양

나은 교육·문화의 덕양 서민이 편리한 덕양

많은 일자리·보육의 덕양

안전한 덕양

원당재래시장 환경개선사업 추진 및 쉼터 조성 추진

원당혁신지구 조기 완공 추진

성사혁신지구 국가시범지구 사업 조속 추진

노후주택 주거 재생지원 사업 추진

대장천 복합개발 통해 원당, 화정-한강간 생활문화 조성 추진

고양 신청사 덕양 유치 및 구청사 복합타운 조성 추진

청년 창업밸리 지원 확대 스타트업 벤처특구 추진

스마트 팩토리 산업단지 추진

화훼산업진흥지역 활성화 및 테마파크 추진

24시간 육아 보육시설 확대 및 지원 추진

한국판 라테파파 (부모공동 육아휴직) 제도

입법 추진

서민 포용적 금융을 위한 입법 추진

금리의 양극화 해소에 관환 입법 추진

(내 지갑에서 나가는 금융 비용 최소화)

금융 자원의 공정한 분배를 위한 입법 추진

재난 기본 소득제 입법 추진

서민 금융지원 센터 설립 및 확대 추진

학자금 대여제 입법 추진 (청년 학자금 대출)

민간개발 공공관리제 입법 조속 추진

성사혁신지구 문화예술단지 유치 (큐레이터 예술인 집단창작터)

경기산업기술교육센터 유치 추진

공공기관 지역예술품 쿼터제도 도입

공공기관의 관내지역 예술가 작품 유료 대여 전시제도 도입 추진

고령자 평생학습 지원 확대 및 일자리 정보 연계 사업 추진

재해/재난대비 물자비축은행(취약계층집중지원) 설립 추진

재난 안전 체험 캠핑장 조성 / 여성쉼터 및 여성인권보호센터 설치 확대 추진

이낙연 민주당선대위원장과 함께 유은혜 사회부총리와 함께 김현미 국토교통부장관과 함께



4통8달 교통도시-덕양!
힘있는 여당후보가 합니다

GTX-A 노선 연장 추진

GTX(2023년) 개통시 식사-대곡간 버스신설 추진

조리선 (3호선) 연장 및 3개역 신설 추진

(내유역, 관산역, 신원역)

고양선 화정지구역 조속 확정 추진

경의선 및 3호선 배차간격 단축/조정 추진

고양동-광탄간 도로 (78번 도로) 조기확장 추진

대곡-소사선 연장 사업 조기 완료 추진

통일로 도로망 확장 및 자유로 지하화

(대심도 도로사업) 추진

교외선 복원 및 복선전철화 추진

원당-대곡간 하상도로 신설 추진

화정-대곡간 도로 신설 추진

고양-원흥간 트램 신설 추진

고양선 연장 식사역 신설 추진

고양선 도래울역 신설



문명순이
추진하겠습니다 !
교통은 인권입니다
꽉 막힌 도로 시원하게 뚫고 끊어진 철도를 이어
사통팔달의 교통도시 덕양으로 만들겠습니다.
누구에게나 편리하고, 누구에게나 빠르게 다가갈 수
있는 교통도시 덕양을 문명순이 만들겠습니다.



사람을 바꾸면 덕양이 바뀐다

관산동

원산동

흥도동

주교·성사동

조리선 (3호선) 연장 및 3개역 신설 (내유역, 관산역, 신원역)

통일로 교통체계 개선 및 확장

군사시설, 군사보호시설 재배치 및

이전을 통한 민생현안 문제 해결

공릉천 시민 친화공간 조성 (산책로, 자전거도로)

벽제천 생태하천 복원 사업 조속완료

관산 근린공원 조기 준공

원당혁신지구(성사혁신지구) 조기 완공 추진

원당혁신지구를 연계로 주교·성사 골목상권 활성화

원당재래시장 환경개선사업 추진 및 쉼터 조성

원당재래시장 주차장 조성

원당-대곡간 하상도로 신설

시 유휴지활용 공영주차장 조성

성사혁신지구 문화예술단지 유치

(큐레이터 예술인 집단창작터)

성사초등학교 실내체육관 2021년 착공 및

조기 완공 추진

고양시청역 주변 환승역세권 개발 추진

노후주택 주거 재생지원 사업 추진

박제궁천 상습침수구역 확장사업 추진

사통팔달 교통체계 수립

공릉천 시민 친화공간 조성

(산책로, 자전거도로)

화훼단지를 수도권 화훼산업 메카로

주민문화복합센터 건립

조리선 (3호선) 신원마을역 신설



문명순이
펼쳐갑니다

화정동

고양동

덕양시민의 꿈,

지식산업센터 건립

교외선 재개통 추진 (벽제역 활성화)

고양동 군부대(통신단) 조속한 이전 추진 및

문화체육시설 유치

기피시설, 환경위해시설 이전 추진

고양동-광탄간 도로(78번도로)조기확장

고양-원흥간 트램 신설

청년 창업밸리 지원 확대

대장천 복합개발 통해 원당,화정-한강간 생활문화 조성

화정동 배드민턴 체육시설 건립 추진

화정-대곡간 보행자/자전고도로 지하보도 설치

화정1동,2동 주민문화센터 증,개축 사업 추진

생활 SOC 투자확대를 통한 노후시설 개선

주민 참여공간 확대

화정 근린공원 주민친화형 숲공원 조성

제 21대 국회의원선거 고양시 갑
[  덕양구  ]

주교동, 원신동, 흥도동, 성사1동, 성사2동

고양동, 관산동, 화정1동, 화정2동



서민 경제 전문가

문명순의 걸어온 길

문명순의 학력

사전투표 안내

이제는 문명순!

민주당,고양갑에
단수공천하다!

[현] 서민금융진흥원 경영자문위원회 위원

[현] 예금보험공사 감사 자문위원

[전] 사단법인 금융경제연구소 이사

[전] 고등학교 금융실무 교과서 집필위원

[전] 교육시설재난공제회 상임감사

[전] KB국민은행 금융소비자보호부 조사역

[전]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특별위원회 위원

첫 투표를 하시는 사랑하는 국군장병 여러분!

국군장병 여러분의 헌신에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은 부모님의 자랑이고 대한민국의 미래입니다.

나라를 굳건히 지키고 건강한 모습으로 돌아오십시오.

이 예비후보자 홍보물은 「공직선거법」 제60조의 3 제1항 제4호에 따라 제작한 것입니다.  인쇄 : 센트럴 프린텍 / 전화 : 02- 2274-2733 / 주소: 서울특별시 성동구 성수2가 272-38번지 삼우아트공장

선거사무소 :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화정로23  새롬프라자 501호

전화번호 : 031-963-5255 팩스 : 031-963-5256 홈페이지 : https://blog.naver.com/fopeopler

신분증만 지참하시고 가까운 투표소에서

미리 투표하실 수 있습니다.

선관위 홈페이지에 가시면 가장 가까운

투표장소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수석부위원장

[현] 대통령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 국민소통특별위원

[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부의장

[현]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 고양시갑 지역위원장

[전] 제18대 문재인 대선후보 금융경제특별위원회 위원장

[전] 제19대 문재인 대선후보 금융소비자보호특별위원회 위원장

서울여자상업고등학교 졸업 한국방송통신대학 경영학 학사

4월 8일(수)~11일(금)
(사전투표)

서강대학교 경제대학원 졸업(경제학 석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