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21대 국회의원선거 (사하구을선거구) 

(신평, 장림, 다대, 구평, 감천)

책자형 선거공보

기호

하봉규애국후보!



후 보 자 정 보 공 개 자 료
제21대 국회의원선거 (사하구을선거구)

1. 인적사항

기호
소속

정당명
후보자
성명

성별
생년월일

(세)
직업 학력 경력

7 우리공화당 하봉규 남 1957.10.27.
( 62세 )

교수

• 독일 마르부르크 필립스 

대학교 졸업(철학박사)

(1985.9~1989.9)

•�(현)부경대학교 정치

외교학과 교수

•�서강대학교 대학원  졸업

    (정치학석사)
•�(전)KAIST 테크노 

경영대학원 교환교수

2. 재산상황 및 병역사항

재 산 상 황 (천원) 병 역 사 항

계 후보자 배우자 직계비속 후보자 18세이상 직계비속

124,382 124,382 없음
장녀 : 고지거부
차녀 : 고지거부

육군·일병
복무만료

(소집해제)
해당사항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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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4,030 429 없음

-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명예훼손) 

: 벌금 2,000,000원(2005.07.05)

후 보 자 44,030 429 없음

배 우 자 없음 없음 없음

직계비속 없음 없음 없음

4. 소명서



“4월 15일은 세상을 바꾸는 날
부패와 무능을 청산하고
자유대한민국을 재창조 합시다.”

존경하는 사하(을)구민 여러분!

우리공화당 사하구(을)선거구 후보 하봉규 교수입니다.

강단에 있어야 할 학자가 정치입문에 나선 것은 나라가

공산화의 위기, 망국의 위기에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부산이 어떤 도시입니까?

60년 전 조국근대화의 경부축이었고,

부마항쟁과 6월 항쟁을 겪은 민주화의 성지였습니다.

종북주사파는 이제 심지어 종교와 사회단체 마저 

장악하고 무도하게도 사회주의를 표방하고 있습니다.

사하(을)구민 여러분!

어찌 이러한 사태에 분노하지 않겠습니까. 

아직 공산침략에 희생된 유엔참전용사들의 원혼이

유엔묘지에 잠들어 있고 선인들의 구국과 조국근대화의 

숭고한 정신이 깃든 부산이 이제 자유혁명의 

수도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부산은 한민족이 세계로 향하는 

창(문)이지만 그동안 저발전과 동서격차에 

처해 있습니다.

사하는 이제 도시경영시대에 걸맞는 

21세기형 국제도시로 거듭나야 합니다.

국난의 위기를 극복하고 미래와 선진경제를 

창조해야 합니다.

저와 함께 자유와 헌법을 수호하고, 

국민을 파괴한 실패정권을 심판하여 

새로이 자유대한민국을 재창조하는데 

함께 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올림

애국후보!

1. 인적사항

기호
소속

정당명
후보자
성명

성별
생년월일

(세)
직업 학력 경력

7 우리공화당 하봉규 남 1957.10.27.
( 62세 )

교수

• 독일 마르부르크 필립스 

대학교 졸업(철학박사)

(1985.9~1989.9)

•�(현)부경대학교 정치

외교학과 교수

•�서강대학교 대학원  졸업

    (정치학석사)
•�(전)KAIST 테크노 

경영대학원 교환교수

2. 재산상황 및 병역사항

재 산 상 황 (천원) 병 역 사 항

계 후보자 배우자 직계비속 후보자 18세이상 직계비속

124,382 124,382 없음
장녀 : 고지거부
차녀 : 고지거부

육군·일병
복무만료

(소집해제)
해당사항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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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4,030 429 없음

-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명예훼손) 

: 벌금 2,000,000원(2005.07.05)

후 보 자 44,030 429 없음

배 우 자 없음 없음 없음

직계비속 없음 없음 없음

4. 소명서



강단을 박차고 나온 
하봉규 박사
그가 여기에 있다!

하봉규 우리공화당 부산사하을 예비후보
(출마의변 : 2020. 3. 3)

https://www.youtube.com/watch?v=P-vR4cj0INw

새로운 인물 하봉규교수가 등장한 이유는
(2019. 4. 6 서울역광장)

https://www.youtube.com/watch?v=3kqP7DSb1Ig

대한민국 총체적위기 어디까지 왔나?
(2019. 2. 18 토론회)

https://www.youtube.com/watch?v=46VgBxjYIfY

우리공화당 부산 교두보 하봉규!
조경태와 붙는다(두시앤 권혁부)

https://www.youtube.com/watch?v=hJ80WjJxTbY

하봉규 교수 : 국민이 편안해야지 정치인-
군인이 편안해선 안된다. 

(2014. 12. 27 서울시청광장)
https://www.youtube.com/watch?v=pRBGgSD2MjA

봉규

하봉규

애국후보!



강단을 박차고 나온 
하봉규 박사
그가 여기에 있다!

새로운 자유대한민국 재창조!

비리없는 정치, 속 시원한 국민
○ 탄핵무효화 특별법 제정, 문재인 5대게이트 특검

○ 국회, 정당개혁 - 정당국고보조금 70% 삭감

○ 선거제도 개혁 - 사전투표제, 전자개표 폐지

이루자 자유통일! 지키자 한미동맹!
○ 자주국방 강화 및 북핵 완전 폐지

○ 한미동맹 및 한미일 삼각연대 강화

○ 중국의 3불(不) 정책 반대, 폐기

살리자 서민경제! 늘리자 중산층!
○ 최저임금 정상화, 주 52시간 근로제 폐지

○ 유류세 폐지, 법인세 인하, 민노총 일자리 세습금지

○ 전기세 인하, 원자력 비중 50%로 확대

국민이 편안한 걱정없는 사회
○ 5.18 유공자, 유족 채용시험 가점제 폐지

○ 동성애 합법화 반대

○ 군복무 가산점제 부활, 학자금대출 상환기간유예(연장)

○ 정시확대 및 대학입시 자율화 

봉규

정치정책

국방안보

외교정책

경제정책

사회, 문화,

교육정책

애국후보!



사하를 도시재창조의 요람으로!!
애국후보!

다대동

▷ 다기능어항개발(공판장/직판장 등)

▷ 다대1동~다대2동(해안) 연결도로 조기개설

▷ 재래시장 조성

1  세계적인 관광명소 자리 매김

2  부산 경제 활성화 및 지역인재
      취업제공 및 수도권 유출 방지

3  자치단체 세수확보 지역주민 
     소득증가



사하를 도시재창조의 요람으로!!

신평동
▷ 도시재생 뉴딜 사업추진

▷ 서부산의료원 건립

▷  신평레포츠 공원부지 다목적

시설 전환

장림동

▷ 보덕포 공유수면 매립추진

▷ 장림포구(부네치아) 활성화

▷ 장림천 악취 및 수질개선

감천동

▷ 감천문화마을 일원 주차장 조성

▷ 도시재생 뉴딜사업 추진

▷ 지역문화축제(골목축제) 활성화

구평동

▷ 구평지구 붕괴위험지구 정비

▷ 노선버스운행 확충

다대
국제관광지구 개발
○ 호텔 및 카지노
○ 야외음악당 및 공연장
○ 디즈니랜드형 놀이시설
○ 정박형 유람선
○ 해양과학관

○ 해수실내풀장 등 설치

하봉규

▷ 다기능어항개발(공판장/직판장 등)

▷ 다대1동~다대2동(해안) 연결도로 조기개설

▷ 재래시장 조성

기호



하봉규
하봉규 하봉규 블로그

49518 부산광역시 사하구 다대로 423(2층) TEL (051) 266-8441~2

애국후보!
하봉규가 걸어온 길

  경 력

•(전) 독일연방연구소 객원연구원

•(전) KAIST 테크노경영대학원 교환교수

•(전) 뉴질랜드 크라이스트대 교환교수

•(현) 부경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

  학 력

•혜광고등학교 졸업

•동아대학교 정치외교학과 졸업

•서강대학교 대학원 정치외교학과  

   졸업(정치학석사)

•독일 마르부르크 필립스 대학교 졸업

    (철학박사)-1985. 9~1989. 9

기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