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21대 국회의원선거 김해시(을)
내외, 주촌, 장유1, 2, 3동, 진례, 칠산서부, 회현

책자형 선거공보

  우리동네, 우리후보

우리 영철이!

■ 공 약

•김해 생활폐기물 종합처리장 재추진

•지속 가능한 도시로의 김해신공항

•장유 과밀학급 해소, 부도심 과소학급 해결 

•2023년 전국체전을 환경체전 생활체전으로

•김해 농촌환경 회복(김해 난개발 정비)

■ 경 력

•장유소각장 증설반대 및 이전촉구 

   주민공동비상대책위 고문

•부영연대 대표

•(전) 김해시의회 의원(제7대. 무소속) 

•(전) 창원터널 무료화 추진위원장

•(전) 장유면 행정개편시민대책위원장 

딱! 좋은사람

무소속

제7대 김해시의회 의원



후보자 정보 공개자료
제21대 국회의원선거 (김해시을선거구)

1. 인적사항

기호 소속 정당명 후보자 성명 성별 생년월일(세) 직 업 학 력 경 력

8 무소속 이영철 남
1968.12.15

( 51세 )
회사원

김해대학교
사회복지계열 사회복지
전공 졸업

(현) 장유소각장 증설반대 
및 이전촉구 주민공동비상
대책위원회 고문

(전) 김해시의회 의원

(제7대. 무소속)

4. 소명서

- 사회활동기간 전과기록중 ‘불법파견된 비정규직노동자들의 정규직화를 위한 활동’으로 업무방해 2건 처분.

- 사회활동기간 전과기록중 ‘부영연대 결성과 부영 임대아파트 분양전환 등의 활동’으로 업무방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위반, 옥외광고물법등관리위반으로 1건 처분.

- 김해시의원 의정활동기간 전과기록중 ‘장유소재 공동주택 건축민원 해결 위한 활동’으로 업무방해 1건 처분.

2. 재산상황 및 병역사항

재산상황 (천원) 병력사항

계 후보자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 후보자
18세이상
직계비속

59,984 21,827 38,157
육군병장

(만기전역)

장남:육군
일병(복무중)

3. 세금 납부·체납실적 및 전과기록

최근 5년간 소득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 납부 및 체납실적(천원)

후보자 전과기록
구 분 납세액

체 납 내 역

체납액 누계 현 체납액

계 5,642 0 0 -도로교통법위반:벌금 400만원(1997.07.11)

-도로교통법위반:벌금 200만원(1997.12.31)

-공용물건손상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벌금 300만원(2002.06.28)

-업무방해:벌금 200만원(2007.05.17)

-업무방해:벌금 100만원(2007.06.29)

-업무방해 집회 및 시위에 관한법률위반 업무방해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위반:벌금 200만원(2008.11.07)

-업무방해:벌금 300만원(2016.02.0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벌금 200만원(2016.10.18)

후보자 5,548 0 0

배우자 94 0 0

직계존속 0 0 0

직계비속 0 0 0



행동으로 실천하는
   영철이가 되겠습니다!

 주민의 환경권 보장                

•생활폐기물 종합처리장 재추진
   (김해,장유)
•주촌 의료폐기물 소각장 설치 백지화,
   대안 마련(주촌)
•장유여객터미널 목적에 부합한 건립
•불모산 전망대 설치 추진

 김해 교통 및 생활환경 개선                        

•도심 과밀학급 및 농촌 과소학급 문제 해소(장유)
•비음산터널 조기 착공(진례)
•대학병원 수준의 종합병원 유치(칠산서부동)
•국도58호선(율하~삼계구간) 조기개통
•의무교육예산 국가부담.장유지역 초교1,
   고교1 추가 신설

 2023년 전국제전
     환경체전, 생활체전으로                       

•해오름 공원 도심 숲 보전방안 마련
•생활체육 육성 및 활성화로 관심고취
•주경기장 서부(장유)권역에 건립 추진

 김해 난개발 이대로 좋은가?            

•영세사업장 수용을 위한 임대산업단지 조성
•논촌환경회복을 통한 생태환경도시로
•산업재해전문병원 유치(진례)
•공원 일몰제 정부차원 실태 파악 및 대안 마련

 지속 가능한 도시로의 김해신공항      

•항공소음 피해를 최소화하는 활주로 마련
•경전철 적자보전비용 국가 책임 공식 요청
•경전철 회현동-칠산서부동-장유 노선연장
•부산~김해 경전철 적자보전비용
   (연 약 400억원) 국가재정 지원
•경전철 노면 전철로 장유1,2,3동까지 연장

부영 건설원가 소송! 승소로 종결하도록 이영철에게 힘을 모아 주십시오.



후원금 계좌
신한은행 110-103-153764(박순선)
- 후원금 입금후 꼭 사무실로 연락해 주십시오.

- 후원금은 1인당 500만원 한도이며,

   10만원 이하는 연말정산시 환급됩니다.

- 회계담당:010-5244-3869

존경하는 시민께

코로나19 신종바이러스에 맞서 성숙된 시민의식으로 차분하게 이겨내는

김해시민 여러분께 존경과 경의를 표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우리 동네 우리 후보 이영철 인사드립니다. 

뚜렷하게 내세울 것도 없는 제가 시민이 주인인 정치를 한다고 혼자 많이 떠들었습니다.

제가 꿈꾸는 것과 여러 분의 꿈이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라 생각했었습니다.

그렇게 좌충우돌하는 중에 맘의 상처를 받으신 분도 계실 것이라 여겨집니다.

어쩌면 마지막 도전이 될지도 모르는 이 기회를 빌어 저로 말미암아

맘의 상처를 입은 모든 분께 용서를 구합니다. 

저는 지난 16년여간 부영임대아파트 분양전환, 창원터널 전면 무료화, 장유면 2개동 전환 중단 및 

3개동으로의 전환, 각종 도로개설, 장유소각장 문제 등 현안해결을 위해 시민여러분들과 함께 했습니다.

지난 제7대 김해시의회에서 저의 활동을 더듬어 봐 주십시오.

지역구 현안을 가장 잘 알고 있는 우리동네 우리후보 기호8번 무소속 이영철를 부탁드립니다. 

아무쪼록 가족과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깃드시길 기원합니다.

         2020년 4월 3일

기호8번 무소속 이 영 철 올림

딱! 좋은사람
무소속

인쇄기획:창원시 성산구 외동반림로142번길 36 더채움디자인 T.055)275-5800 F.0303-3130-9258

사전투표로
김해 지키기
4월10일(금),11일(토)
(오전6시~오후6시)
선거일에 투표할 수 없다면

꼭! 사전투표를 이용하세요!
투표장소 : 전국 읍·면·동에 설치된 사전투표소
※신분증 지참

경남 김해시 계동로 76-56 (대청동, 갑오마을부영아파트)  T:010-2590-9381  KR
에서 이영철을 검색해 주세요.

우리동네, 우리후보 이영철 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