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임g당 

위성정당， 꼼수정당 QUT! 
3|득권 정당 구태정치 타파l 
저저l감탄하 대한민국을 위해 
경!힐의당당한 발전을 위해 
정도(正違)률 겉겠습니다I 

• 건신대학원대학교 석좌교수(현) 

• 정의당 심상정대표 교육정책특보(현) 
• 노무현정부 교육혁신위원회 상임위원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원장 



1.인쩍AI항 

6 정의당 이총태 

2.재싼’황및병역AI항 

계 후보자 배우자 

70,716 156,075 !J. 18,070 

3. 셰급납부 • 쳐|납심쩍 및전과기록 

구분 납세액 
혜납액누계 

겨| 26,190 없음 

후보자 25,280 없몸 

배우자 689 없옴 

직계비속 221 없음 

4.소명셔 

후보자정보공개자료 
제21대 국회의월선거 안앙시만안구선거구 

(현)건샌대학원대학교 
서울대학교 석좌교수 건신대학 

남 1956.3.23. 원대학교 
(6뼈1) 교수 

대학원교육학과졸업 

직계흔속 직계비속 

!J.67,289 

체납내역 

현체납액 

없음 

없융 

없옴 

없음 

후보자 

육군병장 

(만기전역) 

(교육학 박사전)노무현정부 
교육혁신위원회 상임위원 

18세이상직계비속 

해당없옵 

| 후보자헨과기록 I 

-소요(국가보안법) 

징역2년 집행유예3년 자격정지2년 

(1987.01.28.) 

전과기록은 1986년 인천 5.3 민주항쟁 참여로 인해 밭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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正道를 곁논 젤~I일， 01 

• 1956년， 충남 천안 출생 

• 안앙중학교(22회) 졸업 

·경기고졸업 

• 서울대 졸업 서울대대학원 졸업(교육학박사) 

현) 건신대학원대학교 석좌교수 

현) 정의당 심상정대표 교육정책특보 

전) 전남 한울고등학교 교장 

전) 노무현재단 기획위원 

전)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원장 

전) 노무현정부 교육혁신위원회 상임위원 

전) 노무현정부 정책기획위원회 위원 

전) 한국교육연구소 소장 

전) 교육인적자원부 행정개혁기획단 위원 

전) 안양YMCA 이사 

전) 안양시민연대 공동대표 • 상임대표 

전) 한국교육개발원 연구위원 • 기획조정팀장 

주요저서 사람사는 셰상을 꿈꾸다 

한국교육의 희망 / 한국교육 저13의 길 등 

니~Jé 정 i.1, ;션쏘승t 것 *I Ï-

‘A쌓샤，t ，(;(1"1'승 안윷갱끊이 ~. 

ðl 갖(~싹 향께 쐐 츄장셔￡! 
01 종 ~ ε앉 



를를립킬빼l선 늘， 
를릎 킬 E삐신 훌훌믿I!I 킬졸! 
흙수저 삶에서 정의를 배우다 
충남 시골에서 안양으로 유학 단칸방에서 자취하며 

안양중， 경기고 거쳐 서울대 미생물학과 진학. 

민주주의와 교육개혁의 열망으로 교육학 석/박사 취득. 

대학원 재학 중에 1986년 5월 인천사태로 구속 투옥됨. 

교육 전문가로 노무현을 만나다 
한국교육개발원 연구위원을 사직하고 ‘사람 사는 세상’을 꿈꾸며 

안양시장에 출마했으나 낙선. 

이후 바보 노무현을 만나， 대선후보 정책자문교수단 교육팀장， 

국민참여본부 안양지역 상임본부장 역임. 

노무현 정부 말기에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원장에 임명됨. 

반칙에 맞서고， 기득권에 좌절하다 
이명박 정부의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장 사퇴 압박과 회유에 

마지막까지 저항하다 종합감사와 기관 통폐합에 따른 

직원들의 불이익을 고려하여 사직. 

이후 정치 개혁을 위해 18대 국회의원 선거， 민주당 안양시 

만안구 경선에 참여했으나 반칙/기득권 정치에 다시 좌절. 

다시 정의의 길에 나서다 
공립 대안학교인 전남 곡성 소재 한울고 교장 퇴직 후， 

거대양당의 기득권 정치 민생이 실종된 국회와 더딘 개혁을 

목도하고 춧불개혁의 완성을 위해 다시 정의에 길에 나섬. 



헬활 

j겐I뀐훌츄홀함 
j까릎률흠휠젊참Y를 
다교까릎까랬룰출u다X 

받를펜 흩룰흩곽 꿇넬흩를 
혹렐흩깎활를졸를 치레낼릎를 
흩활 릎까랬훌훌ιl'퓨X 



렴으l담담 프를를펙를1 

멘를 
4대 랜드마크 조성을 통해， 만안을 
[다뜻한 혁신도시로 만들겠습니다I 

햄링l복지l문화 복합타를 건렐! 
- (구)농림축산검역본부메 만안구청， 안앙6동주민센터， 행정타운 건설 

- 만만아트센터 이전 신축 및 종합복지관， 만안생태공원 조성 

- 명학 역셰권 및 신산업단지 부지에 사회주택·공동체주택 건립 

(청년·사회 추|약계층 주거안정 실현) 

국훨 1흘힌 일부구간 XI상 터널화를 

분밑l톰l 안양를 하Lt콜! 
- 석수·관악， 안양·명학 구간 지상터널화 추진 

- 지상터널 위에 공영주차장 및 공원 조성 

* 우|에 있는 4개 이미지는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컷입니다. 

만맡1톨산윌단XI를 
4차 산얻혁멸밍 혁신 클려스티를! 
-ICT 벤처기업 지원센터 건럽， 혁신 벤처기업 유치 
- 재생에너지 산업단지 조성， 만만주민과 이익 공유하는 선순환 지역경제 실현 

- AI융합기술 엉재학교 건립 학교·기업간 간 연계프로그램 통한 청년 일자리 확보 

만양시밀빼스터01될 이헌I 
4호헌 안양빼스태01렐멸1'.휠I 신겔! 
- 안양시외버스터미널을 명학역 부근으로 미전 신축 

- 명학대교 주변에 4호선 안양버스터미널역(가칭) 신설로 교통 접근성 확보 

- 주변 상민들 대상 우선입주권 저|곰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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렴의담담프콜펙를2 

정의가 승리하는 대한민국을 만들겠습니다I 

모두가 행복한 안양만안을 만들겠습니다I 

.、 자영업자가 마음 놀고 장사하는 만안I 
I I -상가 임대료 상한제 실시， 임대료 신고제 도입 
/’ - 수수료， 광고료 없는 공공배달업 구축 

1 - 가맹·대리점 본부 갑질 근절을 위한 가맹·대리점법 제·개정 
- 코로나19 감염증으로 인한 안양시 피해 자영업자 직접지원 추진 

i、 청년들이 꿈을 꾸는 만안I 
←ιI - 만 20서| 청년 전원에게 3천만 원 지급하는 청년기초자산제 시행 
~ • (아돔양육시설 퇴소자 등에게는 최대 5천만 원 지급) 

-~ - 고위공직자 자녀 입시 전수조사 통한 불공정 부모찬스 타파 

- 선거권(만16서1) 피선거권(만25서1) 연령 하향으로 청소년 청년 정치참여 확대 l 교육과 보육을 함께 책임지는 만안I 
- 안양시 ‘유니셰프 아동친화도시’ 인증 추진 

- 온라인 교습시스템을 통한 스마트 학습도시 구축 

- 만안구 내 노후 초중고교 개축 추진 (안전진단 기준 강화) 

- 학교 유휴시설， 곰곰시설 활용 통한 방과 후 지역돌봄센터 설립 

. - 1 안전하고 살기 좋은 만안I -、 -박달동 주택 밀집지역 거주자우선주차제 도입 ,1 1 -오|곽순환도로 병목안 IC 신설 
~ - 안양동·석수동·박달동 전신주 지중화 

- 안양시 내 공곰 WIFI 품질을 10GB로 향상， 가계통신비 절감 추진 

-、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도시 만안I 
l 、... 전국민 주치의제 시범도시 추진 

11 -노인교실 활성화， 어르신 전용 목목탕 건립 (복합주민센터 구축 활용) 
1 - 반려동물 가정 지원센터 건립 시민참여형 동물의료보험 도입 

- 저상버스 및 무장애 시내버스 정류장 확대로 무장애 도시 실현 

- LED 바닥형 보행보조신호등 도입 
(어린이보호구역 사고다량 발생지역 대상) 



유튜브에서 [이종태TV]를 만나보셰요. 

a VouTube KR 이종태의 삶과 꿈을 생생하게 느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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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쫓ε”훌맡냐타 
“무에서 유를창조한참스승。l십니다” 
부모님도 어찌할 수 없는 그런 아이들의 고층과 일상 모든 것을 다 들어주고 

기도해 주시고， 버려지는 아이들이 아니라 정말 훌륭한 아이들로 키워주셨 

습니다.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진정한 참 스승이십니다. 

“학교다닐때부터 아버지라고불렀어요” 
매일 사고치고 하면 야단치시기 보다는 교장실로 불러서 차 마시며 항상 

따뜻하게 이해해주려 하셨어요. 안 좋아할 수가 없었어요. 어떻게든 졸업 

시키려고 매일 기숙사로 저희들 째우러 오셨어요. 참 대단한 분이시죠. 

“진실된 청치， 바른 청치를 하실 분임니다” 
사람에 대한 신뢰나 마음을 형편 따라 거두거나 마음의 자리를 옮기는 분이 

아닙니다. 한 사람에게도 그리 하시는데 정치를 하신다면 더 많은 이들에게도 

당연히 그렇게 하실 거라고 생각해요. 

“한마디로 종태 형은 고칩스러운 바보죠” 
이제까지 그 어려운 길틀을 포기하지 않고 왔던 것은 형의 신념과 고집입 

니다. 그래서 존경하고 좋아하고 [다르고 힘 닿는데 까지 돕고 싶어요. 

자기욕심 다 내려놓고 정말 세상과 이웃을 위해 그 길을 가고 있는 분입니다. 

")..]-람사는세상을꼭만들고싶다고하셨어요” 
그 말이 이종태 후보님의 좌표이자 철학이셨던 것 같Of요. 노회찬 대표님을 

떠나 보낸 직후에 처음 봐었는데 정말 이분이라면 말만 난무하는 안양의 

구태정치메 일격을 날랄 수 있는 분으로 한 눈에 알아 봤습니다. 

이종태 후보 선거 사무소 안양시 만안구 만안로 223번길 33 (안양역 앞) 
전화: 031-445-1900 팩스: 031-445-3388 유튜브: 이종태TV 

[후원계좌] 국민은행 620601-01-588348/ 안양만안 국회의원후보자 이종태후원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