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책자형 선거공보

해운대의 선택

제21대 국회의원선거 부산 해운대구(甲) 선거구



재산상황(천원) 병역사항

계 후보자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 후보자
18세이상 
직계비속

761,474 164,026 597,448
대상자
없음

재산
신고사항

없음

소집면제
(수형)

장남 : 병역준
비역

소득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 납부 및 체납실적 (천원)

후보자
전과기록구분 납세액

체납내역

체납액 누계 현 체납액

계 67,093 0 0

·국가보안법위반 징역1년
 집행유예2년 자격정지1년 
 (1989.9.11.)

·국가보안법위반 징역2년
 자격정지2년 
 (1991.12.30.)

후보자 40,831 0 0

배우자 26,262 0 0

직계존속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직계비속 0 0 0

서울대학교 재학시절 민주화운동과 통일운동에 참여하는 과정에 체포되어 
국가보안법 위반 처분을 받았으며 1995.8.15. 사면 특별복권 되었음.

1. 인적사항

후 보 자 정 보 공 개 자 료

2. 재산상황 및 병역사항

3. 최근 5년간 세금납부·체납실적 및 전과기록

4. 소명서

제21대 국회의원선거 해운대구갑선거구

기호 소속정당명 후보자 성명 성별
생년월일

( 세)
직업 학력 경력

2    미래통합당 하태경 남
1968.6.19.

(51세)
국회의원

서울대학교
물리학과 졸업

(현)제20대 국회의원

(전)새로운보수당  책임대표



경제를 살리겠습니다.
나라를 살리겠습니다.
해운대를 글로벌 교육특구로 만들겠습니다.

지난 4년 숨가쁘게 달려왔습니다.

"해운대-서울 3시간!"

2022년부터 해운대에서 서울까지 3시간이면 도착합니다.

윤창호법도 만들었습니다.

해운대 청년의 안타까운 희생이 헛되지 않게 

대한민국을 더 안전하게 만들었습니다.

이 모두가 해운대 주민들과 함께 이뤄낸 귀하고 귀한 결실입니다.  

 
다음 4년은 해운대 교육혁명을 성공시키겠습니다.

학교 교육만으로 하버드, 옥스퍼드로 갈 수 있는 

국제표준교육과정을 도입하겠습니다.

토론식 교육으로 우리 아이들을 세계 인재로 키우겠습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해운대 주민 여러분!

나라가 큰 위기에 처했습니다.

대한민국, 이대로 침몰해선 안 됩니다.

경제를 살리고 민생을 살리겠습니다.

경제 망가뜨린 문재인 정권과 민주당은 지금의 위기를 극복할 수 없습니다.  

대한민국 위기극복에 하태경과 미래통합당이 앞장서겠습니다.

국회의원  하 태 경  올림



보수의  대반격을 
시작합니다
보수혁신통합 이끌어 낸 하태경

‘조국파면 부산시민연대’에 앞장 선 하태경

•한국인터넷소통협회 대한민국 소통대상
•새누리당 국정감사 우수위원
•국정감사 NGO모니터단 국정감사 우수의원

20대 국회 수상내역

•머니투데이 더300 대한민국 
    최우수 법률상 대상 (윤창호법)

•법률소비자연맹 국회의원 헌정대상

•범시민사회단체연합 좋은 정치인상

•매일경제신문 YOUTH 의원대상 YOUTH 소통대상

•쿠키뉴스 국정감사 우수 국회의원

•머니투데이 더300 국정감사 스코어보드 대상
•국회 2018년도 입법 및 정책개발 우수 국회의원

•환경운동연합 우수 환경의원(생활환경 분야)

 201 9

 201 7

 201 6

2018



정의와 공정을 
바로 세운 사람, 하태경!
하태경 “중기·상인 줄도산 우려...4대보험료·세금 

감면 한시 지원 결의안 제출” 
- 2020년 2월 29일 파이낸셜뉴스

하태경 “코로나 휴업 기간 인건비 정부가 전액 보상

해야”  
- 2020년 3월 6일 한국경제

하태경, “자사고 평가 전면 무효화해야…

법률불소급 원칙 위배” 
- 2019년 7월 11일 시사포커스

하태경 “日 의원들과 '先 징용 사과 後 공동 펀드' 

법안 발의 추진” 
- 2019년 8월 4일 뉴시스

하태경 “日, 이란·中에도 대량살상무기 물자 밀수출” 
- 2019년 7월 12일 파이낸셜뉴스

하태경 “일본이 오히려 북한에 불화수소 밀수출

하다 적발” 
- 2019년 7월 11일 중앙일보

하태경 “병역특례 70% 허위 봉사..

문체부-병무청 방조” 
- 2018년 12월 7일 브레이크뉴스

하태경 “민주노총 소속 노조 9곳, 

고용세습 조항 단협에 유지” 
- 2018년 10월 24일 연합뉴스

하태경 의원 “카나비 구출작전 임무 완료”... 

e스포츠 판 바뀔만한 결과 
- 2019년 11월 28일 국제신문

하태경 “프듀X 투표 조작 확실” 검찰 수사 촉구 
- 2019년 7월 24일 SBS

하태경 “군 생활 국가에서 보상해야” … 

'군 복무 보상 3법' 발의 
- 2019년 4월 9일 세계일보

하태경 “국가유공자 모욕시 가중처벌” …

'최종근 하사법' 발의 
- 2019년 5월 28일 연합뉴스

하태경 “통영함 비리 주범에 농락…방사청, 

1천385억원 피해” 
- 2019년 10월 7일 연합뉴스

하태경, 납북국민 석방·송환 위한 결의안 발의 
- 2019년 5월 16일 뉴스1



일 잘하는 하태경, 해운대와 국회 에 변화의 바람을 일으켰습니다

하태경이 해운대에 새로운 시대를 열었습니다

국민생명 살리는 윤창호법 만들었습니다

기존KTX보다 좌석이 
넓어져 편안한 열차

전좌석 휴대폰 무선충전장치 특실 VOD 디스플레이

음주운전 처벌강화를 위해, 총 102명,

4개정당과 무소속 의원까지 직접 설득했습니다.

<2019 대한민국 최우수법률상> 수상

(머니투데이 The 300 주관, 윤창호법)

국회 특수활동비 폐지에 앞장섰습니다

하태 경, 민노총 고용세습을 밝혀냈습니다



일 잘하는 하태경, 해운대와 국회 에 변화의 바람을 일으켰습니다

국회 특수활동비 폐지에 앞장섰습니다

하태 경, 민노총 고용세습을 밝혀냈습니다



1. 한국어로 된 국제표준교육과정(IB교육) 

    해운대 도입!

2. 주입식 교육 대신 토론식 교육 확대

3. 해운대 글로벌교육특구 추진!

교육 혁명

시원한 교통

1. 제2 장산터널 건설계획 수립 및 추진

2. 장산역→송정, 기장까지 

    지하철 2호선 연장 추진

해운대의 미래를 위 한 하태경의 약속

학교 교육만으로 하버드, 옥스퍼드 갈 수 있다

확 뚫겠습니다! 막힘없는 해운대



1. 대천공원·동백섬·버스정류장 등 와이파이 설치

2. 빌딩풍 예방프로젝트 추진

3. 음주운전 재범방지를 위한 '윤창호법II' 발의

해운대 경제살리기 프로젝트

스마트 도시 해운대! 

따뜻한 도시 해운대!

1. 롤드컵 유치로 e스포츠산업 활성화

   . 게임문화 콘텐츠 융복합타운 건립 추진 

2. 국제대회 유치와 관광산업 활성화로 

    해운대 경제 UP!

   . 세계3쿠션대회 해운대 유치 추진

   . 아시아마술챔피언십 2020, 

     국제매직페스티벌 개최

   . 우주항공방위분야 스타트업 박람회 유치

   . 해운대 국제회의복합지구 지정 추진

해운대의 미래를 위 한 하태경의 약속



수영만 요트경기장 인근도로 확장 추진

우동 복합문화센터 건립 추진

광안대교 접속도로 조속한 완공 추진

우동

좌동

우동

모두가 행복한 해운대!  우리 동네 맞춤형 약속

부울고속도로→좌동 진출램프 신설 및 

대천램프 1차선 추가 확보 추진

좌동 청소년 문화의 집 건립

신해운대역 연결 셔틀버스 도입



미포~청사포 친수공간 조성 추진

온천길 전선 지중화 추진

중동 공영주차장 확보 추진

지하철 2호선 장산역-송정 연장 추진

송정해수욕장 진입도로 개설

죽도공원 주차장 확보로 주차난 해소

좌동 송정동

중동

중동

송정동

모두가 행복한 해운대!  우리 동네 맞춤형 약속



. 현 해운대구(甲) 국회의원(19,20대)

. 현 국회 국방위원회 위원

. 전 조국파면 부산시민연대 공동대표

. 전 새로운보수당 책임대표

. 전 새로운보수당 창당준비위원장

. 전 새누리당 보수혁신위원회 위원

. 전 (사)열린북한.열린북한방송 대표

. 전 SK텔레콤경영경제연구소 수석연구원

. 해운대 반송초.반송중.부산 브니엘고 졸업

. 서울대학교 물리학과 졸업

. 고려대학교 국제대학원 국제관계학 석사

. 중국 길림대학 경제학박사 
  (세계경제전공) 2000.9~2004.6

학력

저서

경력

. <삐라에서 디도스까지>2013   . <민주주의는 국경이 없다>2011 . <만화 김정은>2011

부산 해운대구 해운대로632 깨끗한빌딩 2층  

T. 051-747-7208

radiohahapage 하태경TV

taekyunghradiohaha.net

더욱 겸손한 자세로 통합의 정치를 하겠습니다.

해운대 발전과 나라 경제 살리기 위해 모든 힘을 쏟아붓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