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21대 국회의원선거 (사하구갑 선거구) 책자형 선거공보

사하예산
3조시대

일 잘하는
국회의원

기호



후보자정보공개자료
제21대 국회의원선거 (사하구갑선거구)

1.인적사항

2. 재산상황 및 병역사항

3. 세금 납부ㆍ체납실적 및 전과기록

4. 소명서

최근 5년간 소득세ㆍ재산세ㆍ종합부동산세 납부

및 체납실적(천원)

구분

계 64,953 1,526

후보자 30,448 1,526

없음

없음

없음

없음

없음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중감금 미수 국가보안법위반 (기타) 집회및시위에 관한법률

위반 화염병사용등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 노동쟁의조정법

위반:징역 2년 자격정지 2년 (1990.09.1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벌금 1,500,000원

(2000.04.12)

후보자 전과기록

배우자 33,802 없음

직계존속 703

없음 없음직계비속

[집시법 관련 범죄사실 소명]
부산대학교 총학생회장으로 역임 중 당시 시국사건으로 위 법률을 위반한 것으로 사법처리 되었습니다. 
이후 민주화 운동으로 인정받아 정부로부터 명예회복 및 사면·복권이 되었습니다.
(처분일자 : 1993/03/06, 처분관서 : 기타, 처분결과 : 특별사면복권)

없음

납세액

체납내역

체납액 누계 현 체납액

기호 소속정당명

재산상황(천원)

1,197,120 883,368 303,318
부 : 없음

모 : 10,434
장녀 : 없음 해당사항없음

1990.11.2
보충역 및 소집면제

(수형)

계 후보자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 후보자 18세이상 직계비속

병역사항

후보자 성명 성별
생년월일

( 세 )
직업 학력 경력

1
더불어

민주당
최 인 호 남 1966.10.15

( 53세 )
국회의원

부산대학교 대학원

정치외교학과

정치외교학전공

박사과정 수료

(현)제20대 국회의원

(전)대통령 비서실 

       국내언론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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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잘하는 국회의원 
사하에는 아직도 할 일이 많습니다.
사하발전을 위해서라면 
‘ 일 잘하는 국회의원 ’ 이 필요합니다.

지난 4년간 사하 구석구석을 챙기며 뛰었습니다.
사하 현안을 가장 잘 아는 
최인호가 사하발전을 끝까지 
책임지겠습니다.

최인호 

사하예산 3조시대



한결같은 국회의원!
저와 가족은 늘 여러분의 이웃입니다!

4년 전 선거에서 국회의원이 되어도,
서울로 이사 가지 않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약속을 지켰습니다.
가락타운 아파트에서 여의도로 출퇴근할 때도 많았습니다.

저와 가족은 늘 사하 사람이었습니다.
앞으로도 사하와 함께 하겠습니다.

가족과 주민이  최우선입니다!
저와 가족이 살고있는 우리 사하구 구민의       생명과 안전을 가장 우선 하겠습니다.

일 잘하는

최인호



저 역시 사하 거리 곳곳을 소독하며
방역활동에 힘을 보탰습니다.

제 가족을 걱정하는 마음처럼
사하구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겠습니다.
코로나19,  함께 하면 이길 수 있습니다.

얼마나 힘드십니까.
모든 국민이 방역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가족과 주민이  최우선입니다!
저와 가족이 살고있는 우리 사하구 구민의       생명과 안전을 가장 우선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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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전문가 최인호
언론과 정치권이 주목한

6

역사상 처음으로 부산시 국비 7조 시대를 열었습니다.
언론들이 최인호 의정활동에 호평을 보냈습니다.
국회에서 검증된 역량 ! 사하발전에 더욱 쏟겠습니다.

최 의원은 대부분 비 공개회의에 배석, 하루에도 두 세차례씩 기재부 
차관과 예산실장, 담당 국장 등 “ 예산실력자” 를 
만나 협조를 구할 수 있었다고 한다. <기사중략>

당초 6조 8000억 가량이던 시 예산 안 규모는 이런 
과정을 거치며 7조원을 넘길 수 있었다. 막판에는 
부산신항 2단계 관련 예산, 승학산 치유의 숲 등 
부산미래 예산 확보에 주안점을 둔 것으로 전해졌다.  <기사중략> 

부산시 국비 7조시대를 연 이면에는 더불어민주당 최인호
(사하갑·사진)의원의  ‘구원투수’  역할이 있었다. 
지난 10일 국회를 통과한 2020년도 예산안을 보면 부산시 
13대 핵심사업 중 8개 사업이 증액됐다. 
국립자연유산원 건립은 1억원에서 2억원으로 증액됐다.  <기사중략> 
김해정 기자 call@kookje.co.kr   ▶ [국제신문 공식 페이스북]  [국제신문 인스타그램]

최인호 의원, 부산 핵심사업 9개를 구했다
 ‘0원’이던 10개 중 7개는 반영,1개는 증액,1개는 감액 막아

2019년 12월 12일 목요일



일 잘하는

최인호

사하예산 3조시대 
최인호가 열었습니다

제2대티터널, 하단~녹산선 건설 등  
20개가 넘는 굵직한 사업들을 추진 중입니다.
승학산 치유의 숲, 괴정동 도시재생사업 등
12개가 넘는 새로운 사업을 확정했습니다.

※ 위 예산은 총사업비 금액입니다.

사하구 20개 주요사업

1.  제2대티터널 건설  2204억
2. 하단~녹산 도시철도 건설  1조 477억
3. 사상~하단 도시철도 건설  6701억
4. 승학산 국립 치유의 숲 조성 관련  85억
5. 괴정동 도시재생 및 새뜰마을사업  274억
6. 괴정천 생태하천 복원  490억
7. 괴정천 하수관 분류사업  829억
8. 당리동 육아종합지원센터 건립  64억
9. 동아대 드론실증 핵심거점센터 건립  200억
10. 동주대 부산스마트제조혁신센터 건립  80억
11. 승학터널 건설  6182억
12. 에덴유원지 관광자원화사업  218억
13. 하단유수지 생태도서관 등 복합센터 건립  165억
14. 을숙도 국립자연유산원 건립  907억
15. 낙동강하굿둑 리모델링사업  98억
16. 하단항 어촌뉴딜300사업  57억
17. 을숙도 국립청소년생태센터 건립  370억
18. 서부산권 장애인종합스포츠센터 건립  132억
19. 을숙도 테니스장 실내화사업  45억
20. 초중고 다목적강당 건립(8개교)  288억



※ 위 예산은 총사업비 금액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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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하경제를 살리겠습니다

1

2

교통
사통팔달 교통대책으로 더 빨라진 사하

제2 대티터널 건설 2,204억원
(괴정크로바호텔~충무동사거리)

하단~녹산 도시철도 건설  1조 477억원
승학터널 건설 6,182억원 (SK뷰아파트 인근~부산역)

도시재생
주민이 정착하는 재개발·재건축 적극 지원
괴정동 도시재생사업 조기 완료  242억원

주택 밀집지역  대규모 공영주차장 건립

주거환경 개선으로 더 살기 좋은 사하



일 잘하는

최인호

사하경제를 살리겠습니다

3

4

생태
친환경 생태도시로 더 깨끗해진 사하
승학산 국립 치유의 숲 조성  85억원
괴정천 생태복원 및 오수관 분류 사업 추진  1,319억원
하단유수지 생태도서관 설립  165억원
을숙도 국립 자연유산원 건립  907억원

미래산업
사하구 해양드론특구 지정  및 기업 유치
동아대 조선해양엔지니어링 기업 클러스터 구축
동주대 스마트 제조혁신 센터 확대
청·장년 창업허브센터 건립

드론, 스마트공장 사하 미래산업 육성



소통하는 생활정치  
이렇게 실천했습니다

현장을 직접 찾아 구민들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불편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크고 작은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생활밀착정치 계속 이어 가겠습니다.

전통시장, 주택가 인근 
공영주차장 조성

아파트 뒷산 
낙석방지 펜스 설치

아파트, 주택가 도로
아스팔트 포장

학교 앞 옐로우 카펫 설치,
초·중·고 다목적강당 건립

여성인력개발센터 설치,
사하도서관 리모델링

실버힐링센터, 경로당 신축
공원·약수터 환경개선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상인회관 건립 등)

SK뷰아파트 인근
환경위해업체 이전

노후 주택가 
도시가스 설치

강변도로 
노후방음벽 교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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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밀착형 공약
주민들이 제안하고 최인호가 약속하는

골목골목을 다니며 구민 말씀을 경청하고
주신 제안을 다듬어 실천공약으로 만들었습니다.



최인호가 걸어온 길
· 66년생 / 만 53세 / 경남 창녕 출신

· 동인고등학교 졸업 

· 부산대학교 정치외교학과 졸업

· 부산대학교 대학원 정치외교학과 박사과정 수료

· 20대 현.국회의원 (부산 사하구갑)
· 국회 산업통상자원 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 (현)

· 국회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 (현)

·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위원 (전)

· 국회 정치개혁 특별위원회 위원 (전)

· 대통령 비서실 국내언론 비서관 (전)

·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자문위원 (전)

·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전)

· 부산대학교 총학생회장 (전)

최인호
| 최인호 선거사무소 | 부산광역시 사하구 낙동대로 208 천우빌딩 14층  Tel 051-207-0415

▼ 여야 3당 시당위원장 자갈치시장 민생방문(2016.9.11) 

민원을 듣습니다. 010-8470-7754

싸우지 않는 정치

 법안 통과 무산, 예산 미확정.
 끝없는 대결정치, 신뢰를 잃어가는 정치

이제는 바꿔야 합니다!

치열하게 논쟁하더라도 매듭을 짓는 

대화와 타협의 정치,

민생을 우선하는 정치를 
실현하겠습니다!

최인호

4월 10,11일은
사전투표일입니다.
오전 6시~오후 6시까지 전국 어디에서나

편하게 투표하세요!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