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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서위조,절도
병역법위반
징역 1년 / 집행 유예 2년
1997.10.14

일반교통방해
집회및시위에관한
법률위반
벌금 2백5십만원
2008.12.26

일반교통방해
벌금 1백만원
2010.09.10

197,497 해당없음

(토지,주택 미소유자 대상)

(최종 1억원을 목표로 단계적 설계)

(5인 미만 사업장,특수고용 노동자 등)

촛불혁명을 해낸 국민들의 물음
“내 삶은 무엇이 달라졌는가?”
더욱더 심화되는 빈부격차, 폭등하는 부동산과 
부의 대물림, 한국사회는 20대 80에서 1대 99
로 전락하고 있습니다

민주노동당. 통합진보당을 계승
무상의료 무상교육 원조정당
이제 민중당은 재벌을 비롯한 1% 소수 
특권층의 부당취득 자산을 환수하고 서민에게 
재분배하는 근본적 대안으로, 촛불혁명의 
광장에서 울려펴진 ‘적폐청산 사회대개혁’을 
실현하겠습니다

W
토지공개념 부활 (택지소유상한제, 토지초과이득세, 양도소득상한제)

주택공개념 도입 (1가구 3주택 이상 소유 제한)

공공임대주택 제공 /  공정임대료 도입

재벌 사내유보금 환수!
모든 노동자에게 실질적으로 최저임금 보장!
모든 노동자의 노동기본권 보장!
프랜차이즈본부의 책임성 법제화 

자산 상위 1%(재벌총수 등)부터  ‘부유세’ 부과 시작!
상속(증여)은 30억 이상부터 90%이상 세율 적용!
20세에게 청년 기본자산 제공!

모두를 위한 부동산

모두를 위한 상속

모두에게 소득 보장
(비정규직 등 노동자를 위한 기금 조성 추진)

로 가맹점주의 최저 수익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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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중당입니다!

민주노동당,통합진보당
그의 인생은 진보정당입니다

기쁠때든 슬플때든
온 국민의 지지를 받을 때든
박근혜정권에게 해산당하든
오인환은 언제나 아프고 
억울하고 힘든 서민들 곁에서
진보정치를 실천했습니다

1,700만 촛불혁명에 
복무한 민중당

서울엔 그가 있었습니다
서울진보연대 집행위원장을 역임하며
박근혜퇴진서울행동 공동집행위원장으로 
서울지역의  반박근혜세력을 처음부터 끝까지 
묶어세운, 촛불혁명의 거대한 일꾼입니다

아프고 억울한 당신곁에
민중당 오인환이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불안한 마음
박근혜적폐정치로 인한 정치환멸
친재벌 시장주의 정부정책으로 인한
노동자 서민 생활의 힘겨움을
당신의 삶과 닮아있는 민중당 오인환이  
공감하고 함께 하겠습니다

민주노동당을 거쳐 통합진보당으로 한층 커져갈 때, 박근혜 정권의 정치보복으로 강제 해산 되었습니다. 
하지만 차마 노동자 서민의 꿈과 희망을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민중당을 만들어 다시 일어섰습니다.

박근혜를 탄핵시키고 적폐청산 사회대개혁으로 가는 길에 민중당이 가장 앞에 있었습니다. 
구의역 김군의 죽음에 응답하여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실현하였고, 
화력발전소 고 김용군 청년노동자의 절절한 염원인 위험의 외주화 중단을 위해 함께 싸웠습니다. 
한미방위비 분담금의 부당한 인상을 막아내고자 전국민적인 여론을 만들어냈습니다. 
사법농단 양승태 구속의 일등공신 또한 바로 민중당입니다.

'무상의료. 무상교육'의 꿈을 실현하고자 모든 것을 걸고 뛴 민주노동당. 통합진보당을 계승한 민중당은 
이제 재벌을 비롯한 1% 소수 특권층의 부당하게 벌어드린 자산을 환수하고 서민에게 재분배하는 
근본적 대안으로, ‘적폐청산 사회대개혁’이라는 촛불의 명령을 완수 하고자 합니다. 
민중당이 국회에 들어가야 불평등 해소의 길이 열립니다. 

국민여러분!  정당투표 또한 
바로 민중당입니다!

오인환 민주노동당 서울시당 조직국장 |     통합진보당 중앙위원
박근혜퇴진서울행동 공동집행위원장 |     민중당 서울시당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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