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21대 국회의원선거 용인시을선거구 책자형선거공보

김민기
신갈동, 영덕1동, 영덕2동(하갈동), 구갈동, 상갈동, 보라동(보라동·지곡동), 기흥동(고매동·공세동), 서농동(서천동·농서동), 동백3동, 상하동

용인에 딱 필요한 3선

현) 용인시을 국회의원

더 큰 용인
만들겠습니다



후보자 정보공개 자료
제21대 국회의원선거 용인시을선거구

1. 인적사항

기호 소속정당명 후보자 성명 성별
생년월일

(세)
직업 학력 경력

1
더불어
민주당

 김민기 남
1966.04.28.

(53세)
국회의원

고려대학교
농업경제학과 졸업

(현) 제19·20대 
       용인시을 국회의원
(현) 국회 정보위원장

2. 재산상황 및 병역사항

재산상황(천원) 병역사항

계 후보자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 후보자 18세이상 직계비속

417,408 46,094 371,314
모 : 고지거부

(독립생계유지)
없음

육군중위
(원에의한 전역)

- 장남 : 육군 병장
            (만기전역)
- 차남 : 육군 병장
            (만기전역)

3. 최근 5년간 세금납부ㆍ체납실적 및 전과기록

소득세ㆍ재산세ㆍ종합부동산세 납부 및 체납실적(천원)

후보자 전과기록
구  분 납 세 액

체 납 내 역

체납액 누계 현 체납액

계 35,864 없음 없음

없음

후 보 자 35,843 없음 없음

배 우 자 없음 없음 없음

직계존속 신고거부

직계비속 21 없음 없음

4. 소명서

없음



성실하고 부지런히 뛰었습니다. 
차곡차곡 경험과 실력을 쌓았습니다. 

3선이 되면 용인이 더 강해집니다. 

용인시민과 국민의 삶을 챙길 사람, 
한결같이 용인시민의 힘이 될 사람,
용인이 키워주신 믿음직한 김민기가
용인 발전, 대한민국의 중단없는 개혁을 
힘차게 이끌겠습니다.

용인에 진짜 필요한 사람 
경험과 실력, 
3선의 힘이 필요합니다.



국회 정론관 브리핑

국회 정보위원장ㆍ당정책조정위원장 ㆍ수석사무부총장   경험이 다릅니다!

탁월한 조정능력, 여당이 믿고 일을 맡겼습니다!

 당 수석사무부총장, 당 정책위 정책조정위원장으로 활약하며 당정협의를 이끌었습니다

 국회 정보위원회 간사와 위원장으로서 정보기관 개혁과 한반도 평화를 위해 뛰었습니다 

코로나19 대응 추경예산 편성 당정협의

국회 정보위원장 당선인사

정세균 국무총리(전 국회의장)와 용인중앙시장에서

광역교통청 추진을 위한 경기도 버스정책 토론회

정보위원회 현안 브리핑

최고위원회의

문재인 대통령과 함께

이낙연 전 국무총리 (더불어민주당 선대위원장)

“ 김민기 의원은 어떤 일이든 믿고 맡길 수 있는 사람이다.   

국민과 용인을 위해 항상 헌신적으로 일하는 믿음직한 

사람이다.”



ㆍ수석사무부총장   경험이 다릅니다!

가장 성실하게 의정활동 했습니다!

※ 재석률이란: 출석과 개의, 속개, 산회의 재석 점검숫자를 합계한  수치를 기준으로 해당 의원이 재석한 숫자를 나누어서 백분율로 표시한 것임. 

본회의 재석률 출처: 법률소비자연맹

 전체의원평균     김민기의원

1차년도
(2016.05.30 ~
2017.05.29)

96.95%98.99%97.76%93.33%

68.04%68.33%66.49%68.15%

2차년도
(2017.05.30 ~
2018.05.29)

3차년도
(2018.05.30 ~
2019.05.29)

4년평균
(2016.05.30 ~

2019.12.31)

20대 국회, 재석률 전체 의원 중 1위! 

언론이 주목한 김민기, 꼼꼼하게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했습니다!
[비하인드 뉴스] 유착의혹 “뼈 깍겠다?” 

경찰에 날린 쓴소리(2019.6.27)

벼랑 끝 몰린 경찰-버닝썬 사건 명운 걸고 

수사(2019.3.19)

[SBS 8시뉴스] 각양각색 사건에 똑같은 DNA...

어떻게 이런일이 (2019.10.13)

 (20대 국회) 스코어보드로 본 우수의원 
[머니투데이](18년 5월 14일)

이인영 원내대표 (김민기  후원회장)

“ 김민기는 날카로운 관점, 탁월한 조정능력이   

돋보이는 성실한 동료의원이다.”



녹조·악취로 시름하던 곳, 
기흥호수가 확 바뀌고 있습니다.
‘걷기 편한 둘레길’도 꼭 만들겠습니다.

 20대 국회 임기 동안 170여 회의 주민간담회를 개최했습니다.

 주민의 목소리를 담당 부처 장관 등에게 전하고, 문제해결을 협의했습니다.

용인시 소상공인연합회 간담회학부모간담회

2020.03 기흥호수에서 실제 촬영된 철새 사진2012. 07 호수 점검

학생간담회

박원순 서울시장과 용인-서울 광역교통현안 논의유은혜 교육부장관과 용인 교육환경 현안 논의 김현미 국토부장관과 조정대상지역 해제 및 교통현안 논의

시민의 목소리가 의정활동의 시작입니다! 

실력이 다릅니다!  용인의 중요한

국비 159억원 확보!



“성실함에 근거한 사업 추진력 높이 평가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SOC 사업을 공약으로 내걸었던 의원들이  

상당한데 이제까지 제가 조사한 의원들 가운데는 가장 진행 상황이 좋았던 것 같습니다. (설석용 기자)

2020 총선 기획특집 김민기 의원(용인시을) 핵심 5대공약 이행점수는?

“성실함에 근거한 사업 추진력 높이 평가한다” (경기방송 ’20.01.07)

용인에 정말 중요한 4년,
김민기는 일을 풀어가는 맥을 알고 있습니다

20대 국회 특별교부세(금) 확보내역 (2016~2020.03) : 총 232억원 확보

서농도서관 신설
국비 20억원 확보

· 옛 기흥중학교 부지활용 국민체육센터 건립 국비  30억원

· 용인시 국민체육센터(영덕동) 건립 국비 27억원

현안을 차근차근 풀었습니다!     

 - 방범용 CCTV 설치 5억원

 - 나곡중 화장실 개선 11억 600만

 - 구갈동 상갈동 노후 불량 하수관로 교체 4억

 - 신갈동 행정복지센터 환경 개선(리모델링) 5억

 - 서농동 복합주민센터 신축 6억

 - 기흥저수지 순환산책로 부교 설치 4억

 - 산양초 다목적 체육관 증축 26억 1,200만

 - 신갈초 통학로 개선 5억 5,000만

 - 용서고속도로 출구 방음벽 2억 5,000만

 - 공세천 자전거도로 조성 6억

 - 기흥구 관내 생활안전 CCTV 설치 6억

 - 경부고속도로 하부 배수로 등 정비 10억

 - 용인 청소년수련원 노후 옹벽 보강 5억

 - 신릉초 노후 화장실 개선 6억 2,800만

 - 성지중 강당 환경개선 1억 3,200만

 - 송전중 실내야구연습장 증축 14억 9,300만

 - 신릉중 노후화장실 개선 11억 6,000만

 - 신갈천변(기흥맛깔촌 주변) 도로환경 개선 12억

 - 신구로 일원 보행환경개선 5억

 - 영덕레스피아 체육시설 개선 5억

 - 영덕마실길 조성 5억

 - 하갈2교, 영덕1교 계측시스템 재구축 5억

 - 기흥구 평생학습관 조성 3억

 - 상미적환장 인근 진출입로 개설 7억

 - 지곡동입구삼거리 등 5개소 자동염수 분사장치 5억

 - 샘말초 특별교실 증축 6억 9,300만

 - 신갈초 교사동 노후시설 보수 27억 800만

 - 갈곡초 실내체육관 신축 21억 2,000만

· 동탄~인덕원선 신설 확정

· 용인도시철도 기흥역~광교 중앙역 연장승인(’19 국토부 고시)

· 신갈IC 진출로 개통

· 용인동부경찰서 서천파출소 신설(국비 25억 확보/현재 공사중)

용인에 딱 필요한 3선



동백3동

상하동

보라동
(보라동, 지곡동)

상갈동

기흥동
(고매동, 공세동)

구갈동

신갈동

영덕1동

영덕2동
(하갈동)

서농동
(서천동, 농서동) 기흥호수

기흥 전철시대

출·퇴근이 편한 광역교통망

힘있는 여당 3선,  확실 하게 추진하겠습니다!

인덕원~동탄 복선전철 사업 
국·도비 확보 노력

용인도시철도 기흥역~광교중앙역 
연장 추진

분당선 기흥역~오산 연장 추진
•제4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 반영 

마을버스 노선 확충

광역버스 노선 확충
•서울역/잠실역 방향 광역버스 노선 
   신설·운행개시 추진

‘2층 버스’ 추가 도입
•현재 운행중인 노선에 ‘2층 버스’ 
    추가도입 추진

신갈오거리 등 광역버스의 
주요 환승거점시설 개선



동백3동

상하동

보라동
(보라동, 지곡동)

상갈동

기흥동
(고매동, 공세동)

구갈동

신갈동

영덕1동

영덕2동
(하갈동)

서농동
(서천동, 농서동) 기흥호수

도로는 시원하게

힘있는 여당 3선,  확실 하게 추진하겠습니다!

영동고속도로 동백IC 신설 추진

상하동 연결도로 조기 착공
(지곡~상하~동백) 

청현마을 용서고속도로 
진입로 신설 추진

경부고속도로 기흥IC 주변 교통 혼잡 해결
•기흥IC 구조개선 공사 조기 완공

한국민속촌 인근 교통 혼잡 해소
•지방도315호선 확장·지하차로 조성
•한일마을 삼거리~일양약품 일원 간 도로 신설 추진
•대주피오레APT~지곡동 간 연결도로 조기 착공



김민기가 하겠습니다

용인 시민의 삶을 챙기겠습니다!

  물 맑은 기흥호수, 친환경 생태섬·인공습지, 걷기 편한 둘레길 완성

  미세먼지 걱정 없는 쾌적한 도시

  100만 대도시 ‘용인 특례시’ 완성

 환경오염 시설 이전 추진
 미세먼지로부터 보호할 학교실내체육관 건립 확대

살기 좋은 
용인

  학교 신설 추진, 과밀학급 해소

  교육환경 개선사업 확대

  도서관 설립 지원

행복한 
교육도시

  구갈레스피아 내 다목적체육관 건립 추진

  국민체육센터(수영장 포함) 신설

  문화·예술 공간 및 체육시설 확충

  마을정원 확충

예술·문화·체육 
시설 확충

  아이돌보미 지원 확대

  실내·외 어린이 놀이터 확충

  노인회관 건립

  장애인 콜택시 증차 추진

따뜻한 
복지도시 

  경찰서 및 소방서 신설 추진

  안전 통학로 조성

  치안사각지대 해소 위한 범죄예방설계(CPTED)사업 확대 

  고화질 방범CCTV 설치 확대

범죄와 사고 없는 
안전한 용인

  소상공인·자영업자 종합지원센터 추진

  구도심 도시재생활성화 사업 지원

  전선 지중화사업 추진

  조정대상지역, 빅데이터 활용 세밀한 조정

 배달수수료 등 부담 경감 지원활력 넘치는 
용인 경제



  기초연금 30만원으로 인상

  장애인 생애주기별 맞춤형 교육 지원 및 이동권 보장 강화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 사회보험 적용 확대
복지

더불어민주당이 하겠습니다

더 나은 미래, 더불어민주당이 함께 합니다.

  임대차 계약 갱신요구권 도입

  가맹본부가 광고·판촉행사시 가맹점의 사전 동의 의무화

  무주택 자영업자 월세 세액 공제 범위 확대

  대학일자리센터 및 지자체 운영 청년센터 지원 확대

소상공인·
자영업자·청년

  감염병 대응체계 강화 및 감염병 전문 병원 확충

  국민건강검진에 폐기능검사 도입 추진공공 보건의료

  어린이보호구역 안전시설 개선 및 안전한 등하교 환경 조성

  어린이보호구역 내 무인카메라 및 신호등 전면 설치

  국민의 생명·안전과 직접 관련되는 업무 정규직 고용원칙 확립
안전

  디지털 성범죄, 여성폭력에 대한 처벌 강화 및 예방 대책 마련

  경력단절여성을 위한 ‘새로 일하기 센터’ 확충

  「온종일돌봄 특별법」 제정, 아이돌봄 서비스 개선
가족·여성



김민기라면 믿을 수 있습니다

어려운 시기입니다

용인 구석구석을 살피고 챙겨야 합니다

그래서 용인을 잘 아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힘과 실력도 필요합니다

김민기라면 믿을 수 있습니다

선거사무소ㅣ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중부대로 353(신갈동 61) 2층   

전 화 번 호 ㅣ 031-281-0001       

팩          스ㅣ 031-283-3415   

김민기 전화번호ㅣ 010–9383–5379  

페이스북 ㅣ facebook.com/kminki84 

이 메 일 ㅣ kimminki@na.go.kr

홈페이지 ㅣ www.kimminki.co.kr

힘이 되는

김민기(사진 왼쪽)는 육군제201특공여단 소대장(ROTC 26기 중위)으로 
복무했고, 두 아들 모두 전방 부대를 병장 만기 전역했습니다.  
국군장병 여러분, 응원합니다.
몸 건강히 복무하시고 돌아오십시오.

사전투표
4.10(금), 4.11(토) 오전 6시~오후 6시

전국 읍·면·동 사전투표소 어디서든 투표 할 수 있습니다!

선거연령 만18세로 하향! 만18세 (2002. 4. 16 이전 출생자) 부터 투표할 수 있습니다.

 용인 기흥 출생(53세)

 기흥초(29회) / 신갈중(8회) / 유신고(9회) 졸업

 고려대 졸업(농업경제학과 84학번, 경제학사)

 육군 제201 특공여단 중위 전역(ROTC 26기)

전) 제5대 용인시의회 민주당 대표의원

전)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

전) 국회 재난안전대책특별위원회 위원

전) 더불어민주당 수석사무부총장

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제5정책조정위원장

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제1정책조정위원장

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

현) 국회 정보위원장

현) 제19대·20대 용인시을 국회의원

김민기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