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 21대 국회의원 선거 

구로을선거구 책자형 선거공보 



1. 인적사항

기호 소속정당명 후보자성명 성별
생년월일

(세)
직업 학력 경력

1 더불어민주당 윤건영 남
1969.09.26.

( 50세 )
정당인

국민대학교  

무역학과

(경제학사)

(전) 문재인정부 대통령비서실 

국정기획상황실장

(전) 노무현정부 대통령비서실 

정무기획비서관

2. 재산상황 및 병역사항

재 산 상 황 (천원) 병 역 사 항

계 후보자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 후보자
18세이상 
직계비속

615,120 163,839 334,925
부:64,687
모:27,491

장남:13,344
장녀:10,834

육군 병장

(만기전역)

해당사항

없음

3. 세금 납부·체납실적 및 전과기록

최근 5년간 소득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 납부 및 체납실적(천원)

후보자 전과기록
구 분 납 세 액

체 납 내 역

체납액 누계 현 체납액

계 35,050 108 0
- 국가보안법위반(기타)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집회및시위에 관한법률 위반 화염병사용

등의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징역 1년6월, 집행유예 3년

(1992.05.08)

후 보 자 23,645 0 0

배 우 자 11,405 108 0

직계존속 부:신고거부 / 모:신고거부

직계비속 0 0 0

4. 소명서

상기 전과 기록은 민주화운동과정에서 부득이 발생한 것입니다.

1993년 3월 6일 특별사면복권을 받았습니다.

후보자정보공개자료 
제21대 국회의원선거 (구로구을선거구)

믿는다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구로구을 국회의원 후보



구로는 저의 마음의 고향입니다. 
청년시절 민주화운동을 하다 수배 당했을 때 

1년 넘게 저를 품어 주셨던 곳이 구로입니다. 

선거운동을 하다가 그 시절 제가 머물던 그 집을 만났습니다.  

세월이 무색하게도 변함없이 그 자리에 그 모습 그대로 있었습니다. 

그 사실이 지금 구로가 가야할 길을 보여주는 것 같았습니다. 

구로공단이 한국 경제의 수출 중심 기지에서 

디지털산업단지로 탈바꿈한 지 벌써 20년입니다. 

이제 구로는 다시 도약해야 합니다. 
전통은 살리면서도 미래의 가치가 함께 더해지는 변화가 필요합니다. 

그 변화를 통해 구로의 가치는 커질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 내 삶의 터전을 당당히 여기게 될 것입니다. 

구로의 자부심이 커지는 일, 

힘이 되는 사람 윤건영이 만들겠습니다.  

‘함께’이기 때문에 구로는 반드시 이깁니다.

윤건영과
함께, 
구로는
이깁니다.

힘이되는 사람 



2012년 대선, 

대선 승리를 위해 백의종군으로 희생. 

2016년 총선, 

선당후사 일념으로 개인적 욕심을 버리고 불출마 선언. 

노무현, 문재인 두 대통령을 20년 동안 모시며

윤건영은 늘 헌신했습니다. 
개인의 이익은 접어 두고 온갖 궂은 일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을 내세우지 않고 20년을 헌신한 윤건영이 있었기에 

문재인 정부가 있을 수 있었습니다. 

윤건영에게 스스로의 영광보다 중요한 것은    

나라다운 나라입니다. 
그것이 윤건영의 진심입니다. 

2번의 민주 정부에서 모두 청와대 비서관을 할 만큼 

노무현, 문재인 두 대통령이 믿고 신뢰한 사람. 

최장수 국정상황실장으로 위기 때마다 호출되는 소방관이었습니다. 

화재안전 대응 팀장으로 대한민국의 안전 체계를 설계하고, 

일본 수출규제대응 팀장으로 위기 극복의 맨 앞에서 뛰었습니다. 

대통령의 대북 특사로 두 번이나 평양을 방문해 대통령의 뜻을 전했고, 

문재인 대통령과 트럼프 美대통령, 김정은 北국무위원장이 한자리에 모인,

남북미 정상의 판문점 회동을 이뤄낸 숨은 주역이었습니다.   

복잡하게 꼬인 실타래를 하나씩 풀어낼 줄 아는 사람, 

그것이 윤건영의 능력입니다. 

힘이 되는 사람, 믿는다 윤건영 

윤건영의 
진심을 믿는다 

윤건영의 
능력을 믿는다

믿는다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구로구을 국회의원 후보



구로에 온 뒤로 하루도 쉬지 않고 구로 곳곳을 다녔습니다. 

구두는 밑창을 두 번 갈았고, 

매일 하루 15시간 이상 거리에서 인사 드렸습니다.  

좁은 골목 작은 가게도 정성껏 문을 두드렸습니다.   

처음에는 오지 말라시던 분들도 다섯 번, 여섯 번, 일곱 번 찾아가

인사드리니 먼저 손잡아 주셨습니다. 

윤건영의 휴대폰에는 밤 9시 45분 휴대폰 알람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전남 무안이 고향이신 어머님께 

잊지 않고 매일 안부 전화를 드리기 위해서입니다. 

성실하고 겸손하며 예의바른 사람, 
그것이 윤건영의 태도입니다.  

윤건영의 
태도를 믿는다 

힘이되는 사람 



윤건영의
힘을 믿는다

그것이 윤건영의 힘입니다. 

한 사람을 알고 싶을 때는 그 주변의 사람들을 보면 된다고 

노무현 대통령께서 자주 말씀하셨습니다. 

이낙연 전 국무총리,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 김부겸 전 행정안전부 장관등이 

윤건영의 곁에 있습니다. 

윤건영은 할 수 있는 약속만 합니다. 
거짓과 과장 없이 한 약속이기에 반드시 지킵니다. 

더욱이 지금 우리는 원팀입니다. 

문재인 대통령, 박원순 서울시장, 이성 구로구청장까지 모두 민주당입니다. 

보수정권 9년 동안 진척이 더뎠던 구로의 발전은 

원팀과 윤건영의 문제해결 능력이 만나 비로소 빛을 볼 것입니다. 

믿는다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구로구을 국회의원 후보



싸우는 정치가 아니라      

대화와 타협의 정치를 하겠습니다. 
국회의원 불출석에 대한 징계 등 제재 도입, 국민소환제 도입 추진,   

국민의 입법 참여 실질적 보장

특권과 반칙이 없는 세상,      

공정하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만들겠습니다.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 조속 추진, 전관예우 방지법 강화,   

재벌 특혜 근절, 공정한 대입제도 마련, 일감 몰아주기 개선

일하는 사람, 서민들이 제대로 대우 받고 보호 받는  

사회를 만들겠습니다.
소상공인·자영업자 생업안전망 구축, 지역상권 활성화, 주택임대차   

계약갱신 요구권 및 임대료 상한제 도입, 사회복지 종사자 처우 개선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의 조속한 성과를 위한  

밀알이 되겠습니다. 
한반도·동북아 평화 정착, 신남방·신북방 정책 등 외교 다변화 적극 추진,   

평화경제로 한반도 신경제 구상 실현

정체된 구로의 발전,       

구로역 주변 개발(신역사 추진)을 시작으로  

속도를 내겠습니다. 
구로역 신역사 건립 추진, 신도림 경유 수도권 광역철도(GTX) B노선 조기 착공,   

구로디지털단지역 경유 신안산선 완공, 남구로역 역세권 도시환경정비사업 추진 

일상 생활 곳곳의 불편, 작지만 중요한 것부터  

적극적으로 해결해 나가겠습니다.   

거리공원 등 곳곳 주차장 확보 추진, 철도 소음 관련 노후 방음벽 교체,    

어린이 보호구역 집중조명 횡단보도 설치, 대림역·남구로역 통행 불편 해소 추진

 문화와 여가 생활, 푸른 녹지가 어우러진   

풍요로운 구로를 만들겠습니다. 
서부간선도로 유휴부지 친환경 공원 및 도서관 등 조성 추진, 복합체육시설 및   

체육공원 등 조성, 신도림역 문화벨트 조성 

국민의 사랑 받는 

정치를 하겠습니다

구로가 달라지는

정치를 하겠습니다

힘이되는 사람 



대한민국에
힘이 되는 사람,

더 촘촘한 재난 대응 체계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킵니다!
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 

2.  소방헬기가 꼭 필요한 곳에 갈 수 있도록,   
국가통합관리체계 개선 

3. 다중이용업소의 화재 위험 대비, 안전관리 강화 

미세먼지 없는 푸른 하늘, 노력하면 

얻을수
있습니다!
1.  미세먼지 실시간 관측망, 신속저감조치로   

스마트 클린도시 추진 

2. 버스·택시 등 전기차 보급 및 충전소 인프라 확충

3.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및 행정·공공기관 출입 차량 2부제 추진 

4.  국민건강검진에 폐기능 검사 도입 추진으로   
미세먼지 피해 예방 

어르신이 존중받는 사회,

대한민국의
기본입니다!
1. 2021년까지 기초연금을 30만원으로 인상  

2. 고령자복지주택 공급 확대로 어르신 주거복지 실현 

3. 어르신 일자리 지속 확대로 당당한 노후 생활 지원 

4.  시니어클럽 유치 및 ‘구로형’ 어르신 일자리 확대 추진  

혁신성장으로

4차 산업 혁명 시대에
대비합니다!
1.  「제조업 혁신성장 및 경쟁력 강화 특별법(가칭)」제정 추진  

2. 중견 기업 육성 및 신산업 R&D 지원 

3.  지원 정책 및 규제 혁신으로 청년 중장년의 벤처 창업 지원  

4.  디지털 단지 내 One-Stop <스마트 창업밸리> 구축
사업 추진 

5. 구로주민을 위한 취업박람회 개최 추진

믿는다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구로구을 국회의원 후보



구로에 힘이 되는 사람

아이들이 안전하고 행복한 사회

우리의
미래입니다!
1. 아이들의 교육 격차 해소로 평등한 기회 제공

2. 학교·마을이 참여하는 온종일 돌봄 체계 추진  

3.  어린이보호구역 무인카메라 등 안전시설을 개선,  
안전한 등하교 환경 구축

4.  낡고 답답한 학교 시설, 스마트학교로 개선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위해

튼튼한 언덕이
되겠습니다!
1. 코로나 19 피해 지원을 위한 특단의 대책 마련 

2.  쇠퇴한 구도심 상권을 활성화하는 상권르네상스 프로젝트 확대 

3.  대리점 본사의 갑질을 막고 ‘을(乙)’들을 지키는   
공정한  경제 추진  

4. 구로 우마시장은 관광특화형 전통시장으로 편입 추진  

여성·장애인·반려인 모두가,

어울려 사는 사회를
만들겠습니다!
1.  디지털 성범죄를 근절 방안을 위한 법 개정 등 제도화 등 추진 

2. ‘여성 새로 일하기 센터’ 확충 등 경력단절 여성 지원 

3. 외국인주민 밀집거주지역 지원 특별법(가칭) 제정 추진 

4. 지역 내 중증장애인 지원센터 유치 추진  

5.  동물병원 진료비 체계 개선 및 반려동물 놀이터 건립  
방안 추진 

힘내라, 대한민국 청춘!

청년에게 힘이
되겠습니다!
1.  대학등록금 부담 축소를 위해 소득연계형 국가장학금 

확대, 학자금 대출 부담 경감

2.  청년기본법의 실효성을 높이는 방안 마련 

3. 청년·신혼주택 공급으로 청년의 주거 복지 확대  

힘이되는 사람 



구로역

대림역

가리봉동가리봉동

구로1동구로1동

구로2동구로2동

구로2동구로2동

구로4동

구로5동

신도림동

신도림동 숲과 더불어 성장하는 
서울 서남권의 랜드마크

구로5동 문화 예술의 중심, 구로 5동
구로역 동문출구 신설

구로4동 역세권다운 대림역 주변 재정비
전통시장 활성화 

➊ 구로역 신역사 건립 및 경인로 방향 출구 신설

➋ 서부간선 지하화·일반도로 배후부지 친환경공원 조성

➌ 신도림초·신도림중·신미림초 주변 전선지중화 사업 추진

➍ 어린이 보호구역 집중조명 횡단보도 신설 
    (신도림초 구역 4개/ 신미림초 구역 12개)

 ➎ 신도림차고지 이전부지 체육시설 ·북카페 추진 

➏ 신도림초 주변 교통안전시설물 정비 추진

 ➐ 십자로 주변, 띠녹지 조성사업추진

➊ 구로역 선상역사 건립으로 동문출구 확보

➋ 거리공원 B지구 대형 지하주차장 건립 추진

➌ 구로도서관 부지 복합행정타운 건립 추진 : 주민자치센터 + 도서관 + 청년-신혼부부 행복주택

➍ 신도림역 문화벨트 조성 : 소규모 문화예술 공연 스튜디오, 버스킹 공연, 무장애 공연장 건립, 문화플랫폼(주민커뮤니티 공간) 구축

 ➎  새말로 36 앞길 횡단보도 설치

 ➏  신구로 유수지 공공도서관 건립 (지상 4층) 

 ➐  어린이 보호구역, 집중조명 횡단보도 설치 (신구로초 주변 4개소/ 미래초 주변 6개소) 

 ➑  구로5동 구민생활체육관 시설현대화

 ➒  밤동산마을 진입로 개설 및 공원 건립 조속추진

➊ 대림역 역세권 재정비 사업 추진 : 에스컬레이터(4번출구) 설치 등

➋ 동구로초 주변 집중조명 횡단보도·과속경보표지 설치, 학교주변 경관개선

➌ 구로·남구로시장, 고객지원센터·주차장 확보 및 구로시장 아케이드 구간연장 

➍ 구로시장-남구로역 일대 스마트 보안등 설치 (총 500대)

 ➎  구로4동 <복지관경로당> 증축
 ➏  남구로역 6번출구 엘리베이터 설치 타당성 조사추진

구로1동 아이 키우기 좋은 마을 
사통팔달(四通八達)의 시작!

구로2동 계속되는 소음, 
철도방음벽을 보강하겠습니다

➊ 구로역 신역사 건립 및 역세권 정비사업 추진

➋ KTX-1호선 철도 주변 노후방음벽 교체 및 방음·방진시설 보강

➌ 남구로 역세권 도시환경정비사업 지속추진 : 공공임대주택 공급

➍ 도시재생사업 : 마을 역사박물관·자치활동 공간 건립추진

 ➎ 어린이 보호구역, 집중조명 횡단보도 설치 (구로초 구역 12개소/ 서울남유치원 구역 1개소)

 ➏ 변전소 인근 소공원 지하 공동주차장(104면) 조속 완공. (구로중 맞은편) 캠코 부지 활용 등 주차장 건립 지속추진

 ➐ 유통상가 뒷골목 및 구현고 인근, 녹지공간 조성 추진

 ➑ 2동 자치회관 → 복합체육시설 리모델링

 ➒ (변전소 인근) 경로당 신설

      구로구청 리모델링, 구로경찰서 재건축, 하늘도서관 리모델링 추진

구로3동 대한민국 핵심 수출공단에서 활력 넘치는 
벤처-창업기지로

➊ 신안산선 조기개통 (구로디지털단지역 경유)

➋ 깔깔거리(구로동 1124-1번지 일대) 지구단위 재정비 (준상업 → 상업지역) / 
    전선지중화 사업/ 상권르네상스 사업편입 등 추진

➌ 구로디지털산단 내 원스톱 <스마트 창업밸리> 구축사업 추진

➍ G밸리, 아름다운 거리 조성사업 : LED거리 및 올레길, 쉼터, 안전한 거리 조성

 ➎  산업단지 다목적 체육관 건립 조속추진 : 산단 최초 주민개방형 복합체육관

 ➏  G 밸리 구(舊)정수장부지 복합문화공간 조성

 ➐  남구로역 1번출구 에스컬레이터 설치 

가리봉동
➊ 블록 단위 소규모 리모델링·재건축에 용적률 인센티브 부여 → 종상향 추진

➋ 청년 행복주택 및 지하 공공주차장 건립 

➌ 우마시장, ‘국가인증시장’ 편입 추진, 국가지원 근거마련

➍ 가리봉동 중심도로 개설 조기완공(도로 폭 8m, 연장 377m)

 ➎  주민편의 도시재생센터 건립 조속완료 

 ➏  가리봉 예술마을 조성 지속추진

 ➐  남구로역 3번 출구 에스컬레이터 조기완공 추진

 ➑  영일초 앞 가리봉-가산동 육교, 엘리베이터 설치

 ➒  남부순환로 노후 방음벽, 투명방음벽으로 교체! (영일초 주변)

       

청년이 찾아오는 행복마을
우마시장, 관광특화형 시장 육성

신도림역

구일역

가리봉동가리봉동가리봉동가리봉동가리봉동가리봉동가리봉동가리봉동가리봉동가리봉동가리봉동

남구로역

➊ 서부간선 유휴부지, 도서관 등 주민 편의시설 및
    녹지공간 개발 추진

➋ 1동 치안센터 유치 
     (기존 구로1치안센터는 교통센터로 사용 중)

➌ 항공기 소음피해 대책 및 피해보상 근거 마련 추진

➍ 신구로유수지, 체육공원 조성사업 추진

➎ 정보화 도서관(주민개방형 전자도서관) 설치 추진 

➏ 구일역 출구 에스컬레이터 조속 완공

➐ 어린이 보호구역 집중조명 횡단보도 설치 

     (구일초 구역 17개) 

➑ 도로소음 방음벽 교체 

     (구일초 조속추진, 구일우성 인근 남부순환로변)

➒  구로차량기지 이전 및 복합개발 

     (2019년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조건부 가결) 조속추진

     (구로1동 ⇔ 구로역 ⇔ 신도림역) 대중교통 노선 신설 추진

믿는다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구로구을 국회의원 후보



구로역

대림역

구로3동구로3동

신도림동 숲과 더불어 성장하는 
서울 서남권의 랜드마크

구로5동 문화 예술의 중심, 구로 5동
구로역 동문출구 신설

구로4동 역세권다운 대림역 주변 재정비
전통시장 활성화 

➊ 구로역 신역사 건립 및 경인로 방향 출구 신설

➋ 서부간선 지하화·일반도로 배후부지 친환경공원 조성

➌ 신도림초·신도림중·신미림초 주변 전선지중화 사업 추진

➍ 어린이 보호구역 집중조명 횡단보도 신설 
    (신도림초 구역 4개/ 신미림초 구역 12개)

 ➎ 신도림차고지 이전부지 체육시설 ·북카페 추진 

➏ 신도림초 주변 교통안전시설물 정비 추진

 ➐ 십자로 주변, 띠녹지 조성사업추진

➊ 구로역 선상역사 건립으로 동문출구 확보

➋ 거리공원 B지구 대형 지하주차장 건립 추진

➌ 구로도서관 부지 복합행정타운 건립 추진 : 주민자치센터 + 도서관 + 청년-신혼부부 행복주택

➍ 신도림역 문화벨트 조성 : 소규모 문화예술 공연 스튜디오, 버스킹 공연, 무장애 공연장 건립, 문화플랫폼(주민커뮤니티 공간) 구축

 ➎  새말로 36 앞길 횡단보도 설치

 ➏  신구로 유수지 공공도서관 건립 (지상 4층) 

 ➐  어린이 보호구역, 집중조명 횡단보도 설치 (신구로초 주변 4개소/ 미래초 주변 6개소) 

 ➑  구로5동 구민생활체육관 시설현대화

 ➒  밤동산마을 진입로 개설 및 공원 건립 조속추진

➊ 대림역 역세권 재정비 사업 추진 : 에스컬레이터(4번출구) 설치 등

➋ 동구로초 주변 집중조명 횡단보도·과속경보표지 설치, 학교주변 경관개선

➌ 구로·남구로시장, 고객지원센터·주차장 확보 및 구로시장 아케이드 구간연장 

➍ 구로시장-남구로역 일대 스마트 보안등 설치 (총 500대)

 ➎  구로4동 <복지관경로당> 증축
 ➏  남구로역 6번출구 엘리베이터 설치 타당성 조사추진

구로1동 아이 키우기 좋은 마을 
사통팔달(四通八達)의 시작!

구로2동 계속되는 소음, 
철도방음벽을 보강하겠습니다

➊ 구로역 신역사 건립 및 역세권 정비사업 추진

➋ KTX-1호선 철도 주변 노후방음벽 교체 및 방음·방진시설 보강

➌ 남구로 역세권 도시환경정비사업 지속추진 : 공공임대주택 공급

➍ 도시재생사업 : 마을 역사박물관·자치활동 공간 건립추진

 ➎ 어린이 보호구역, 집중조명 횡단보도 설치 (구로초 구역 12개소/ 서울남유치원 구역 1개소)

 ➏ 변전소 인근 소공원 지하 공동주차장(104면) 조속 완공. (구로중 맞은편) 캠코 부지 활용 등 주차장 건립 지속추진

 ➐ 유통상가 뒷골목 및 구현고 인근, 녹지공간 조성 추진

 ➑ 2동 자치회관 → 복합체육시설 리모델링

 ➒ (변전소 인근) 경로당 신설

      구로구청 리모델링, 구로경찰서 재건축, 하늘도서관 리모델링 추진

구로3동 대한민국 핵심 수출공단에서 활력 넘치는 
벤처-창업기지로

➊ 신안산선 조기개통 (구로디지털단지역 경유)

➋ 깔깔거리(구로동 1124-1번지 일대) 지구단위 재정비 (준상업 → 상업지역) / 
    전선지중화 사업/ 상권르네상스 사업편입 등 추진

➌ 구로디지털산단 내 원스톱 <스마트 창업밸리> 구축사업 추진

➍ G밸리, 아름다운 거리 조성사업 : LED거리 및 올레길, 쉼터, 안전한 거리 조성

 ➎  산업단지 다목적 체육관 건립 조속추진 : 산단 최초 주민개방형 복합체육관

 ➏  G 밸리 구(舊)정수장부지 복합문화공간 조성

 ➐  남구로역 1번출구 에스컬레이터 설치 

가리봉동
➊ 블록 단위 소규모 리모델링·재건축에 용적률 인센티브 부여 → 종상향 추진

➋ 청년 행복주택 및 지하 공공주차장 건립 

➌ 우마시장, ‘국가인증시장’ 편입 추진, 국가지원 근거마련

➍ 가리봉동 중심도로 개설 조기완공(도로 폭 8m, 연장 377m)

 ➎  주민편의 도시재생센터 건립 조속완료 

 ➏  가리봉 예술마을 조성 지속추진

 ➐  남구로역 3번 출구 에스컬레이터 조기완공 추진

 ➑  영일초 앞 가리봉-가산동 육교, 엘리베이터 설치

 ➒  남부순환로 노후 방음벽, 투명방음벽으로 교체! (영일초 주변)

       

청년이 찾아오는 행복마을
우마시장, 관광특화형 시장 육성

신도림역

구일역

대림역

남구로역

➊ 서부간선 유휴부지, 도서관 등 주민 편의시설 및
    녹지공간 개발 추진

➋ 1동 치안센터 유치 
     (기존 구로1치안센터는 교통센터로 사용 중)

➌ 항공기 소음피해 대책 및 피해보상 근거 마련 추진

➍ 신구로유수지, 체육공원 조성사업 추진

➎ 정보화 도서관(주민개방형 전자도서관) 설치 추진 

➏ 구일역 출구 에스컬레이터 조속 완공

➐ 어린이 보호구역 집중조명 횡단보도 설치 

     (구일초 구역 17개) 

➑ 도로소음 방음벽 교체 

     (구일초 조속추진, 구일우성 인근 남부순환로변)

➒  구로차량기지 이전 및 복합개발 

     (2019년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조건부 가결) 조속추진

     (구로1동 ⇔ 구로역 ⇔ 신도림역) 대중교통 노선 신설 추진

힘이되는 사람 



비 온 뒤에 땅이 더 굳습니다. 

코로나19와의 전쟁, 경제위기와의 전쟁, 

우리 국민은 한 마음으로 잘 싸우고 있습니다.

잘 싸우고 있는 

우리 대한민국을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와 싸우는 전 세계에 

우리 대한민국이 모범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처럼 모두가 한 마음으로 하나 된다면

우리는 끝내 승리할 것입니다. 

세계가 주목하는 ‘나라다운 나라’ 

대한민국을 위해 꼭 투표해 주십시오. 

부디 내 한 표를 강한 정부를 만드는 데 써 주십시오. 

지금처럼 우리는 함께 싸워나갈 것입니다. 

그 맨 앞에 윤건영이 서 있겠습니다. 

대한민국은 이깁니다. 

대한민국은
이깁니다

为了我们共同富裕的大韩民国，请务必在4.15国会
议员选举上，投您宝贵的一票！我尹健永候选人，
为了共同富裕的九老，将奋不顾身!

미리 사전투표 하세요 
4월 10일 (금) ~ 4월 11일 (토) / 

06 : 00 ~ 18 : 00

나라다운 나라를 위해 헌신하고 있는 

국군 장병 여러분, 감사합니다!

미리 사전투표 하세요 
제 21대 국회의원 선거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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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건영을 검색해 보세요
이 홍보물은 [공직선거법 제65조 제1항에 따라 제작한 것입니다. 인쇄사 : (주)이팝 02-514-7567 서울시 강남구 도산대로 207 3층(신사동,성도빌딩)

•문재인 정부 청와대 국정상황실장(전)

•노무현 정부 청와대 정무기획비서관(전)

•국립경남과기대 초빙교수(전)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당대표 특보(전)
•노무현재단 기획위원(전)
•한국미래발전연구원 기획위원(전)
•한라그룹 만도기계 근무(전)
•국민대학교 총학생회장(전)
•육군병장 만기 전역(28사단 태풍부대)
•배정고등학교 졸업
•부산출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