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21대 국회의원선거 (동구을선거구) 책자형 선거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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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환
민생안전 바른정치를 위한 큰일꾼!!



후보자 정보공개자료
제21대 국회의원선거 (동구을선거구)

1. 인적사항

 기호 소속정당명 후보자 성명 성별 생년월일(세) 직업 학력 경력

	 3	 민생당	 남원환	 남 1961.10.02
(58세)

소설가
경북대학교	
독어독문학과

졸업

(현)소설가
(현)시인

3. 세금 납부·체납실적 및 전과기록

최근 5년간 소득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 납부 및 체납실적(천원)

후 보 자

전과기록구분 납세액
체 납 액

체납액 누계 현 체납액

계 705 0 0

해당없음

후 보 자 93 0 0

배 우 자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직계존속 612 0 0

직계비속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2. 재산상황 및 병역사항

	 계	 후보자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	 후보자	 18세이상	직계비속

	242,423	 0	 해당없음	 모:242,423	 해당없음	 	 	

재산상황 (천원) 병역사항

만기제대
(육군일병)

해당없음



새바람! 새정치!
활기차고 기분좋은 동구- 남원환이 이끌어내겠습니다.

소신과 용기있는 일꾼 !

깨끗하고 품위있는 일꾼 !

뚝심과 추진력이 있는 참일꾼 !

자생력 있는 우리지역의 희망 !

이제는 바꾸어봅시다!
『동구에 새사람이 필요합니다.』

1. 동구를 다문화 특구로 만들겠습니다.

2. 중·고등학생 현행교육제도 수업을 오후 2시까지 수업으로 바꾸겠습니다.

3. 시멘트포장 40kg을  20kg으로 줄이겠습니다.

4. 미혼모는 임신 4개월부터 가계 소득금을 지원하겠습니다.

5. 문화부시장을 신설하겠습니다.

6. 다문화가정에 기본 소득금을 지원하겠습니다.

7. 팔공산을 시민에게 돌려 드리고, 관광객 유치에 심혈을 기울이겠습니다.

8. 산업재해는 국가가 우선 처리 지원하겠습니다.

9. 지하 인공호수, 지하 수력발전소, 지하 식물공장을 건설하겠습니다.

10. 혁신도시 3호선(용지역-혁신도시) 조속히 건설하겠습니다.

11. 엑스코선(지상철)
범어역-동대구역-파티마병원-대구공고-경대후문-경대북문-엑스코-이시아폴리스

12. 두사충, 마릴린몬로, 김충선동상과 자지탑을 금호강 둔치에 세우겠습니다.

13. 금호강을 따라 인공폭포 10km를 만들겠습니다.

14. 단산지, 금반산 주변에 명상힐링센터를 만들겠습니다.



남원환이 걸어온 길

•동촌초(29회), 영신중(30회), 성광고(25회)
•경북대학교 독어독문학과 졸업
•민생당 대구 동구을 지역위원장
•사라출판사 대표
•소설가, 시인
•새대열 다문화위원장
<저서>  지하국가(전5권), 한국전쟁 언저리, 김대중, 마음(소설), 대불, 

금호강의 영혼, 나는 누구인가?(시집)

소신과 용기 있는 일꾼! 깨끗하고 품위 있는 일꾼!

뚝심과 역량의 정치! 자생력 있는 우리지역의 희망!!남원환

투자이민 10만명을 동구로  동구내 50조 투자금 조성
50조로 지하 인공 호수, 지하 수력발전소, 지하 식물공장을 건설  동구를 경제 특구로 만들겠습니다.

이 인쇄물은 공직선거법 제65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작한 것임.  •선거사무실 : 대구 동구 동촌로 233(2층) T. 986-3568
•제작자 : 후보자 남원환  •제작처 : 성진인쇄/대구광역시 북구 대현동 257-1 T. 954-8473

화끈하고 힘차게 
일하겠습니다.
시원하게 
밀어주십시오!!

저출산, 고령화가 심한 국가를 벗어나기 위해
대한민국 헌법 1조 4항을 대한민국은

다문화국가다로 개정하여
남한에 2천만명, 북한에 1천만명의

이주민을 받아들여 1억이 넘는
큰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남원환은 침체된 대구경제와 
몰락직전의 자영업자를 살리기 위해 
국회에 진출하고자 합니다.
국가경제 활성화와 대구경제를 반드시 
일으켜 세워 타락하고 신물나는 
정치를 갈아엎고 지하수처럼 신선한 
새정치를 이룩하는데 이 한몸 전부 
투자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