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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보자 정보 공개자료 
제21대국회의원선거 (중구강화군옹진군선거구)

1. 인적사항

기호 소속정당명 후보자 성명 성별 생년월일(세) 직업 학력 경력

7 우리공화당 조수진 여
1969.09.09

(50세)
정당인

한국외국어
대학교

영어과 졸업

(현)우리공화당 수석국제대변인
(전) 글로벌 보험금융그룹 알리안츠  

아시아태평양지부 전략실장

4. 소명서

2. 재산상황 및 병역사항

재산상황(천원) 병역사항

계 후보자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 후보자 18세 이상 직계비속

393,530 192,818 200,712 부 : 고지거부 해당없음
병역의무

없음
해당없음

3. 세금납부·체납실적 및 전과기록

최근 5년간 소득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 납부 및 체납실적(천원)

후보자 전과기록구분 납세액
체납세액

체납액 누계 현 체납액

계 28,895 0 0

후보자 23,581 0 0

해당없음
배우자 5,314 0 0

직계존속(부모) 부 : 신고거부

직계비속 0 0 0



아시아 금융 허브 영종국제도시

■글로벌 금융회사유치

■청장년 일자리창출

국제적 관광 명소 영종국제도시

■K-POP 타운건설

■고급 해산물타운 조성

■석양 노천카페 거리 조성

프리미엄 주거 환경 영종국제도시

■인터네셔널 스쿨 초등학교 도입

■다목적 실내외스포츠 단치 건설

■대형 프리미엄아울렛 매장 유치

교통이 편리한 영종국제도시

■ 2021년 1월부터 영종대교, 

인천대교 통행료100% 면제

■2023년 제3연륙교 완공

■수도권 환승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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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도심 활력 되찾기

■재건축/재개발촉진 및 용적율상향

■중구 관광버스 투어 도입

중소상인 살리기

■최저임금 5년간 동결

■자영업자 대출이자지원 확대

■중소상인 디지털홍보 플랫폼 도입

글로벌 항공사 타운 조성

■지역 경제 활성화

■청장년 일자리 창출

조수진은 
여러분과 함께하며,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겠습니다.

함께
해요! 조수진

글로벌 경영인



사랑
해요! 조수진

글로벌 경영인

섬주민을 위한 교통 혜택 평등

■영종도~강화도해상 교량 건설

■강화~신촌급행 열차 노선신설

안보 위협 없는 삶

■ 주민 안보를최우선으로 대북 안보 

외교정책 혁신

■24시간 드론 안보부대 창설

아름다운 섬, 세계적 관광명소

■강화 전통문화 체험 타운건설

■강화 국제휴양/요양 도시건설

■옹진 서해5도 크루즈투어

■펜션/숙박업세금 감면 감면

살기 좋은 도시

■강화 전지역 도시가스 공급

■2021년 서해5도 특별법

■2차 계획 집행



미래를
혁신할 수 있는

우리 지역의 미래를
혁신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스마트한 정책과 강력한 실행력을
가진 사람입니다.

글로벌 금융 비즈니스 리더의
능력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정말로 믿을 수 있는 참다운
정치인이 되겠습니다.

조수진을 선택하면 더 행복하고,

더 안전하고, 더 희망찬 미래가 열립니다!

조수진

•한국외국어대학교 영어과 졸업

•전)   글로벌 보험금융그룹 
알리안츠 아시아태평양지부 
(9개나라 14개자회사 관할) 
아시아 경영진회의 멤버 

•전)   알리안츠 아시아태평양지부 
전략실장

•현) 우리공화당 인재영입 13호

•현) 우리공화당 수석국제대변인 

저 조수진은
경제를 살리고
국민여러분이 웃으실 때
함께 웃겠습니다.

조수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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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사무소 

인천 중구 하늘별빛로 65번길 8-3 파인프라자 5층

TEL 010. 8555. 618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