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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대 국회의원 선거 서구동구선거구 [국회의원 후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민주시민정치아카데미 제4기 출신]
·세계경찰연맹(WPF) 이사장 
·대한민국재향경우회중앙회 경우아카데미 센터장
·성균관 유도회 총본부 부회장
·성균관대학교 외래교수 및 상담지도교수 역임
·동아대학교 겸임교수 및 부산대학교 외래교수 역임
·중앙경찰학교, 경찰대학교, 경찰교육원 외래교수 역임

부산시 동구 수정동에서 1968년 5월에 태어나 
배정고등학교를 졸업하고 
2012년 성균관대학교 박사(博士) 취득

이 책자형 선거공보는 공직선거법 제 65조의 규정에 따른 것입니다.
·선거사무소 : 부산광역시 동구 중앙대로 332번길 7 청산빌딩 2층 T.0502-580-8328 / emerald-k@hanmail.net / band.us/김태수 제21대 국회의원 후보
·인쇄 : (주) 일구인쇄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동평로 405번길 (양정동) / 051-861-7758 

- 교육자로서 사람을 구하고 
 싶었습니다.

- 이 순간에도 간절한 
 꿈이 있습니다!

- 옳은 정치가 
 참으로
 늘 그리웠습니다.

������
안전하고 살맛나는 행복한 변화



변화와, 성장을 통해서 서구동구 만의 누림이 보장되는

공유경제를 연대하여 안정적이고 행복한 시대를 펼쳐 

나가기 위해 아래와 같이 공약 이행을 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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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애 결혼 출산 장려위원회 설치

•경제 활성화를 위한 법인세 감세로 자영업과 소상공인 

 지원하는 민간단체 설립

•국회의원 연봉 1억 상한제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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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보자 정보 공개자료

제21대  국회의원선거  서구동구 선거구

기  호 성 별 직   업 학   력 경   력
생년월일

(세)
후보자
성   명

소  속
정당명

재 산 상 황 (천원)

계 후보자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 후보자 18세이상 직계비속

병 역 사 항

우리
공화당

김 태 수 남
1968.5.31

(51세)

세계경찰연맹
(WPF)이사장

(대표자)

배정고등학교 졸업 /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스포츠과학과 

체육학박사(博士)

해당없음80,50380,503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육군상병
복무만료(소집해제)

최근 5년간 소득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 납부 및 체납실적(천원)

구  분 납세액

후 보 자
전과기록체 납 내 역

체납액 누계 현 체납액

0

0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계

후보자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

0

0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도로교통법 위반

(음주운전)

벌금 100만원

 (2006.12.18)

현) 대한민국재향경우회 중앙회 
 경우아카데미 센터장

전) 동아대학교 겸임교수

1.인적사항

2.재산상황 및 병역사항

3.세금납부 ·체납실적 및 전과기록

4.소명서

6,871

6,8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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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항을 부산의 중심으로 사람이 모이는 해상 도시화 추진

•서구 동구의 옛 정취를 복원 세계관광문화를 

 통한 경제 활성화

•산복도로를 연결 세계관광문화 벨트화 추진

•수정산, 천마산, 구덕산, 구봉산, 엄광산 내 치유의 숲 및 

 산림 둘레길 조성

•산림 소방서 설립으로 자연 환경보호 및 일자리 창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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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박사)와 자원봉사자로 살아온 삶이 변함없이 안전을 지켜 온 것처럼 경제를 살리겠습니다!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벌금 100만원 국가에 납부는, 열정으로 성실하게 살아가는 삶 과정에서 인생 최대의

실수와 위기로 지금까지도 깊이 반성하며 사죄(謝罪)의 의미로 관련 분야에서 사회봉사 활동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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