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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서구을 제21대 국회의원선거 [책자형선거공보]



후보자 정보공개자료

제21대 국회의원선거 대전 서구을 선거구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남
1963.04.27.
(56세)

국회의원
연세대학교
법학과 졸업

(현) 제20대 국회의원

1,477,123

 계 62,374 0 0

 후보자 54,685 0 0

 배우자 7,689 0 0

 직계존속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직계비속 0 0 0

641,975 835,148 해당없음
재산신고
사항없음

육군일병
(복무만료 소집해제)

-장남:만기전역
 (공군병장)
-차남:복무대기
 (1급 현역병입영대상)

해당자료없음

1
(전) 대전지방법원판사

최근 5년간 소득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 납부실적(천원)



‘코로나’는 ‘코리아’를 이길 수 없습니다. 

우리정부의 ‘코로나19’ 대처에 대해 세계가 극찬하고 있습니다.  

국민과 정부가 하나로 뭉쳐 이겨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코로나19’ 를 극복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19’를 극복하면 이러한 저력을 바탕으로 경제 살리기에 

적극 나서야 합니다. 



국가균형발전특별법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2020.3.6.)

개정법률안 최초 대표발의

수도권의 많은 공공기관 이전 예상

제 손으로 만들고, 제가 통과시킨 
국가균형발전특별법

혁신도시 지정과 공공기관 이전까지 

완료하겠습니다!

혁신도시 공공기관 이전 시대를 열다!

대전 · 충남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완공사업

규제자유특구(바이오메디컬특구)지정(19년 11월)으로 바이오산업 육성 기대

대전시와 신한금융그룹의 1000억원 규모 대전스타트업 파크 투자협약(19년 12월) 주선

신협의 서구건강체력관 장애인저상버스 기증에 가교역할(2.1억원, 19년 10월) 

월평도서관 개관 (총사업비 98억원, 19년 12월 완공)

탄방동 작은도서관 (총사업비 14.5억원, 20년 2월 개관)

남선중 다목적체육관, 수영장 (총사업비 71억원, 20년 2월 완공)

만년초 다목적체육관, 급식실 (총사업비 45억원, 19년 11월 준공)

월평동 도심속 어린이 물놀이장 (총사업비 9억원, 19년 8월 완공)

탄방중 다목적체육관, 수영장, 급식실 (총사업비 92억원, 19년 7월 준공)

갈마동 복개도로 전선지중화 (총사업비 52억원, 19년 6월 완공)

만년동 만년뜰 작은도서관 (총사업비 10억원, 18년 12월 개관)

샘머리초 다목적체육관 (총사업비 32억원, 18년 10월 준공)

둔산동 자연마당 (총사업비 43억원, 17년 11월 개장)

한밭수목원내 곤충생태관 (총사업비 50억원, 16년 12월 완공)

대전과 충남의 ‘혁신도시’ 지정을 위한 국가균형발전특별법 법률 개정안 국회통과

최초 대표발의(2019.9), 본회의 통과(2020.3)



대전의 랜드마크가 될 ‘대전 센트럴파크’

진행사업

대전 국제전시컨벤션센터 (총사업비 1,021억원 투입, 2022년 완공 목표)

도시철도 2호선 트램 (총사업비 7,852억원 투입, 2025년 개통 목표)

갈마2동 복합커뮤너티센터 (총사업비 232억원, 2023년 완공 예정)

갈마동 노인복지관 건립 (총사업비 46억원, 2020년 12월 완공 예정)

용문동 주민센터 신축 (총사업비 66억원, 2021년 5월 완공 예정) 

대전 공공어린이 재활병원 국내 최초 건립 (총사업비 447억원, 2021년 12월 개원 목표)

대전 반려동물공원 조성 사업 (총사업비 218억원, 2021년 10월 완공 예정)

삼천초등학교 개방형 다목적체육관 (총사업비 30억원, 설계 중)

한밭초등학교 다목적체육관 (총사업비 29.8억원, 설계 중)

갈마공원 내 전천후 게이트볼장 (총사업비 5억원, 설계 중)

세계적 관광명소로 대전 센트럴파크 조성 

설계용역 중(2028년 완공 예정)으로 대전의 랜드마크 구축

(대전시 자체 예산 약 380억원 예상)

- 둔산 도시숲 무장애 나눔길 조성 

- 총사업비 10억원

- 황톳길 조성 및 정비 사업 20억원 

- (14년~19년)

-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바람길 숲 조성 사업 

- 총사업비 180억원

- 친환경 물순환 선도도시 조성 사업 

- 총사업비 280억원

- ‘샘머리공원 내 물순환 테마파크 조성’

센트럴파크 관련사업 총 490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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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혁신도시 지정 및 수도권 공공기관 이전

대전 스타트업 파크 구축 및 충청판 실리콘밸리 조성

둔산동 ‘대전문화콘텐츠금융센터’ 설치(현재 T/F운영)

둔산2동 샘머리공원 물놀이 시설 설치

둔산3동 공방예술거리 조성

둔산3동, 월평2.3동 가람4거리 조명등 환경개선사업

월평동 마사회건물 활용방안 마련(복지센터 및 시설관리공단 이전 등)

월평1동 청년창업지원센터 구축

월평2동 통계교육원 공영주차장 확충

월평2동 선사유적지 문화제 확대

월평2·3동 교통안전시설 확충으로 안전한 보행길 사업

만년동 둔산대공원 개방 및 접근성 강화

만년동 음식문화거리 조성

만년동 ‘대전 콘텐츠산업 육성센터’ 구축(100억원 규모)

갈마1동 스포츠문화센터/보훈회관 신축

갈마1동 갈마문화공원 시설현대화

갈마2동 복합커뮤너티센터(완공)

용문동 도로환경 정비사업(자전거도로, 보행로 환경개선 등)

탄방동 남선체육관 리모델링 및 남선공원 힐링 숲 조성

탄방동 탄방로 일대 전선지중화 사업

탄방동 메디컬 스트리트 조성

탄방동 행정복지센터 신축

대전 센트럴파크 조성(계속사업)

새로운 약속

공약사업

- 랜드마크 건설(100~200억 규모)



국회의정 활동

우병우 구속수사 촉구를 위한 

천막 농성 시작

우병우 구속수사 없이는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진상을 밝힐 수 없으며, 우병우를 구속수사해야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조사가 가능하다며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천막 농성을 시작

(2016. 11. 6~ 11. 29)

국정기획자문위 활동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정치행정분과 위원장으로서 문재인 정부가      나아갈 대한민국의 로드맵을 함께 고민하고 구상

국정농단 진상규명

최순실 국정농단 진상규명 

국정조사특위민주당 간사로서 

국정농단 의혹을 밝혔으며, 

이후 민주당 적폐청산위원장으로서 

적폐청산 활동 주도



탄핵소추

국회에서 탄핵소추위원단 민주당 간사로서 탄핵소추안을  발의(2016.12.3.) 

이후 탄핵소추안이 가결(2016.12.9)되었고, 

헌법재판관 8명 전원일치로 박근혜대통령의 파면 결정(2017.3.10.)

사개특위 주도

20대 국회 민주당 최초로 검찰개혁을 위한 

공수처법 대표발의(2016.8) 및 공수처법, 

검경수사권조정 법안 통과에 주도적 역할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정치행정분과 위원장으로서 문재인 정부가      나아갈 대한민국의 로드맵을 함께 고민하고 구상

혁신성장 전도사

벤처창업을 위한 창업기반 조성과 혁신성장으로 차세대 먹거리 창출과 

벤처창업국가의 기반을 마련하고 있으며, 대기업의 기술탈취로부터 

벤처기업과 중소기업을 보호하고, 2020년 모태펀드 예산 8천억원 확보에 기여

(2019년 예산 2400억원)하여 제2벤처 붐 조성에 기여

1



전국적 정치활동

TV방송 · 라디오 · 미디어 등 400여회 이상 출연하여 ‘정치계의 핵인싸’ 

(2019년~2017년)로 등극하였으며, 78회에 이르는 전국 각지 초청강연 및 

토론회를 개최(2019년 28회, 2018년 22회, 2017년 28회)하여 

전국적인 정치인으로 발돋움

특별교부세 및 국비확보

서구을 지역 현안과 숙원사업 해결을 위해 360억원의 특별교부세 확보 및 

국비 확보 지원(2019년 265억원, 2018년 37.86억원, 2017년 25억원, 2016년 33억원)

당대표 출마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뒷받침하고자 어렵게 당 대표 출마(2018.6.25)를 결심했으며, 

전당대회 내내 유능한 혁신가의 공정한 돌풍을 일으켰다. 

출마선언 2주만에 2위로 올라설 정도로 국민들의 관심과 격려, 성원이 뜨거웠다.

국회의정 활동



입법활동 박범계의원 대표발의 주요 법안/개정안

총 44건 대표발의 (9건 본회의 통과) 

262건 공동발의 (2020년 3월 기준)

청년에게 갭이어(Gap Year) 도입 개정안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지역현안 관련 개정안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한국마사회법, 지방어린이재활병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법, 주택법, 주택도시기금법, 공동주택관리법

지재권 보호로 벤처창업 기반 조성 및 중소기업 지원 개정안 

특허법, 디자인보호법, 상표법, 정보통신공사업법, 전기공사업법*, 

중소기업 경영혁신 촉진법안, 소재·부품전문기업 등의 육성 특별법,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법,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소비자 보호와 국민안전 개정안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법(단통법), 

통신비밀보호법*, 건축법,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 상법, 형법, 

소액사건심판법, 전기사업법* 

사법개혁 / 전관예우 방지 개정안

공수처법안, 형사소송법, 검찰청법, 검사징계법, 법원조직법, 법관징계법

사회정의 / 윤리 개정안

공익신고자 보호법, 민법*,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  

거창사건관련자배상특별조치법

* 국회 본회의 통과 개정안 



제20대 국회의원 (대전 서구을, 재선)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

더불어민주당 당무감사원장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전)

노무현 대통령 참여정부 청와대 민정2·법무 비서관 (전)

서울·전주·대전 지방 법원 판사 (전)

경력

대입검정고시 합격

연세대학교 법학과 졸업

한밭대학교 경제학과 졸업

학력

주요수상 내역

- 동아일보 선정 2020 대한민국산업대상 산업진흥부문 공로상(20.4.8)

- 20대국회 벤처인이 뽑은 ‘베스트 10인’ 선정 표창(20.2.18)

- 풀뿌리자치대상 자랑스런 충청인상 대상(19.11.29)

- 제1회 세계언론인협회(WFPL) 국회의정평가 대상(19.11.19) 

- 2018년, 2016년 입법 및 정책개발 우수 국회의원(19.8.28, 17.3.30)

- 2018 대한변호사협회 우수국회의원(18.8.27)

- 더불어민주당 1급 포상 표창(18.8.25)

- 여성정치발전인상(18.6.27)

- 2017 대한민국 국회의원 의정대상(17.3.23)

- 더불어민주당 선정 2017, 2016 국정감사우수의원상(17.12.27, 16.12.26)

- NGO모니터단 선정 2016 국정감사우수의원상(16.12.28)

의원이 걸어온 길1

2019 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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