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누리당 정당·후보자 정보자료 (기호 1번)

추천
순위 후보자 성명 생년월일 성별 직업 학력 경력

1 송희경(宋喜卿) 1964.7.24 여 KT 전무 KAIST 대학원 졸업(경영학석사) (전) 한국클라우드산업협회장 / (전) KT평창올림픽지원단장

2 이종명(李鍾明) 1959.8.8 남 리더십 강사 육군사관학교 환경학과 졸업 (전) 육군 대령 / (현) 이종명리더십사관학교 대표

3 임이자(林利子) 1964.3.5 여 노동운동가 고려대 노동대학원 졸업(법학석사) (현) 한국노총여성위원회 위원장 / (현) 중앙노동위원회 근로자위원

4 문진국(文鎭國) 1949.2.1 남 노동운동가 환일고등학교 3년 제적 (전) 한국노총 위원장 / (현) 전국택시노련 위원장

5 최연혜(崔然惠) 1956.4.2 여 교수 독일 만하임대 대학원 졸업(경영학박사, 5년) (전) 한국철도공사(코레일) 사장 / (현) 한국교통대학교 교수 

6 김규환(金奎煥) 1956.6.18 남 인제대학교 석좌교수 한국폴리텍대학교 기계공작과 졸업 (전) 대우중공업 33년 근무 / (현) 국가품질명장

7 신보라(申普羅) 1983.1.7 여 정당인 전북대학교 교육학과 졸업 (전) 청년이여는미래 대표 / (전) 노사정위 청년고용협의회 위원

8 김성태(金成泰) 1954.7.24 남 교수 미국 조지아대학교 대학원 졸업(행정학박사, 3년) (전) 한국정보화진흥원 원장 / (현) 융합산업연합회 회장

9 전희경(全希卿) 1975.10.9 여 사회기관단체인 이화여대 대학원 졸업(행정학석사) (전) 자유경제원 사무총장 / (전) 바른사회시민회의 정책실장

10 김종석(金鍾奭) 1955.8.1 남 여의도연구원장 미국 프린스턴대 대학원 졸업(경제학박사, 4년) (현) 홍익대학교 경영대학 교수 / (현) 여의도연구원 원장

11 김승희(金承禧) 1954.2.6 여 정당인 미국 노틀댐대 대학원 졸업(화학박사, 5년반) (전) 식품의약품안전처 처장 / (전) 연세대 약대 객원교수

12 유민봉(庾敏鳳) 1958.1.9 남 교수 미국 오하이오주립대 대학원 졸업(행정학박사, 4년) (전) 대통령 국정기획수석비서관 / (현) 성균관대학교 교수

13 윤종필(尹鍾畢) 1953.10.20 여 청소년흡연음주예방협회장 국군간호사관학교 졸업 (전) 국군간호사관학교장 / (전) 대한간호협회 감사

14 조훈현(曺薰鉉) 1953.3.10 남 프로바둑기사 일본 신메이중학교 졸업(3년) (현) 프로바둑기사 / (현) 세계바둑대회 그랜드슬램

15 김순례(金順禮) 1955.6.27 여 약사 숙명여대 대학원 졸업(약학박사) (현) 대한약사회 여약사회장 / (현) 한국여성단체협의회 부회장

16 강효상(姜孝祥) 1961.3.1 남 정당인 서울대학교 사법학과 졸업 (전) TV조선 보도본부장 / (전) 조선일보 편집국장

17 김현아(金炫我) 1969.8.19 여 연구원 가천대 일반대학원 졸업(공학박사) (현) 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 / (현) 국민경제자문회의 자문위원

18 김철수(金喆洙) 1944.3.23 남 H+양지병원 원장 고려대 대학원 졸업(의학박사) (전) 대한병원협회 회장 / (전) 한나라당 중앙당 재정위원장

19 조명희(曺明姬) 1955.9.14 여 경북대 항공위성시스템 교수 일본 도카이대 해양과학&기술 대학원 졸업(공학박사, 2년) (전) 대통령 소속 국가우주위원 / (현) 경북대 항공위성시스템 교수

20 김본수(金本洙) 1958.6.10 남 치과의사 고려대 대학원 졸업(의학박사) (현)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 비상근 이사 / (현) 고려대학교 의과대학 외래교수

21 하윤희(河閏熙) 1972.1.27 여 정당인 미국 델라웨어대 대학원 졸업(정책학박사, 5년) (현) 새누리당정책위수석전문위원 / (현) 월드뱅크 컨설턴트

22 신원식(申源湜) 1958.7.24 남 고려대학교 연구교수 국민대학교 대학원 졸업(경영학박사) (전) 합동참모본부 작전본부장 / (전) 합동참모본부 합동참모차장

23 김정주(金貞柱) 1957.11.8 여 환경과학기술인 서울과기대 산업대학원 졸업(공학석사) (전) 새누리 중앙위 환경위원장 / (현) 환경산업기술원 기술이사

24 임명배(林明培) 1966.7.30 남 한국에너지공단 상임감사 동국대 대학원 수료(행정학과 박사과정) (전) 국립공원관리공단 상임감사 / (현) 한국에너지공단 상임감사

25 민경원(閔卿圓) 1964.10.1 여 인구보건복지협회 경기지회장 강남대학교 사회복지전문대학원 졸업(사회복지학박사) (전) 경기 경제단체연합회 사무총장 / (현) 인구보건복지협회 경기지회장

26 김규민(金逵玟) 1974.11.9 남 영화감독 경남대 행정대학원 졸업(정치학석사) (현) 영화감독 / (현) 19기 통일교육위원

27 김세원(金世媛) 1960.8.12 여 교수 고려대 국제대학원 졸업(국제통상학박사) (전) 동아일보 파리특파원 / (현) 가톨릭대 교수

28 송기순(宋基順) 1963.12.28 여 전일환경 대표이사 전주기전대학 일어과 졸업 (전) 여성경제인협회 전북회장 / (현) 여성경제인협회 특별 부회장

29 방경연(方敬連) 1955.6.12 여 세무사 중앙대 대학원 수료(법학과 박사과정) (전) 한국여성세무사회 회장 / (현) 새누리정치대학원 총동문회 회장

30 이 영(李 永) 1969.6.6 여 (주)테르텐 대표이사 KAIST 대학원 수료 (수학과 박사과정) (현) (사)한국여성벤처협회 회장 / (현) KOTRA  비상임이사

31 최원주(崔元珠) 1954.11.13 여 산부인과 전문의 중앙대 대학원 졸업(의학박사) (전) 대한산부인과의사회 부회장 / (현) 새누리당 상임전국위원

32 박현석(朴賢錫) 1965.1.23 남 새누리당 사무처 당직자 경희대학교 대학원 졸업(행정학석사) (전) 국회정책연구위원(1급상당) / (현) 새누리당 총무국장

33 신향숙(申香淑) 1969.4.21 여 벤처기업인 한양대학교 이노베이션대학원 졸업(문화콘텐츠학 석사) (현)한국SW세계화연구원 이사장 / (현) 한국여성벤처협회 부회장

34 우신구(禹信九) 1950.10.1 남 기업인 경일대학교 일반대학원 졸업(행정학박사) (전) 고양상공회의소 회장 / (현) 새누리당 중앙위원회 상임전국위원

35 이승진(李承珍) 1972.3.20 여 새누리당 당직자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졸업 (정책학 석사) (전) 새누리당 여성국장 / (현) 새누리당정책위수석전문위원

36 이부형(李富炯) 1972.4.25 남 새누리당 당직자 동국대학교 경영대학원 졸업(경영학석사) (전) 동국대학교 인재교육원장 / (현) 새누리당 중앙청년위원장

37 이행숙(李幸淑) 1962.10.10 여 한국미래정책연구원 원장 인하대학교 대학원 졸업(행정학박사) (전) 서구시설관리공단 이사장 / (전) 청운대학교 겸임교수

38 김기웅(金基雄) 1957.11.22 남 기업인 공주대 경영행정대학원 졸업(경영학석사) (현) 대한민국에너지포럼 공동회장 / (현) 해양선박 대표

39 한정혜(韓晶惠) 1969.12.8 여 정당인 경희대학교 미술교육과 졸업 (전) 중앙차세대여성위원장 / (전) 중앙여성위원회 부위원장

40 한정효(韓定孝) 1957.4.7 여 올리비아하슬러 제주칠성점 대표 제주국제대학교 사회복지학과 4년 재학 중 (현) 새누리당 여성전국위원 / (현) 대한불교조계종 23교구 신도회장

41 조태임(趙泰任) 1953.1.24 여 (사)한국부인회총본부 회장 한양대 대학원 졸업(이학박사) (전) (주)월천 대표이사 / (현) (사)한국부인회총본부 회장

42 김종훈(金鍾勳) 1960.6.6 남 언론인 전주대학교 일반대학원 졸업(체육학석사) (전) 한국농어촌공사 상임감사 / (전) 새누리당 고창·부안 당협위원장

43 서안순(徐安蕣) 1945.5.24 여 사업 세종대 미술과 졸업 (현) 지니 그룹 회장 / (현) 시카고한인회장

44 이인실(李仁實) 1961.1.20 여 변리사 고려대 대학원 졸업(법학박사) (현) 대한변리사회 부회장 / (현) 규제개혁위원회 위원



어느 나라, 어느 곳에 있어도 

당신은 대한민국의 ‘소중한 국민’ 입니다.

잠자는 국회에서 일하는 국회로! 새누리당이 만들겠습니다

새누리당은 기호 1번입니다

복수국적 허용 연령 확대

새누리당에서는 현재 만 65세 이상 고령동포에게 허용하고 있는 복수국적 허용 

연령을 만 55세 이상으로 확대하고자 노력해 왔습니다만 국내 제반사정으로 

이루지 못했습니다. 이에 급격한 제도 변경에 따른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해 

만 60세로 하향 조정하는 방안을 우선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맞춤형 동포정책 추진

동포들이 실제 거주하는 권역 및 거주 형태에 따라 정책수요가 상이하기 때문에 획

일적인 지원이 아닌 각각의 특성을 감안한 정책을 추진하겠습니다.

대륙 및 권역별 정책 추진

대륙 및 권역 정책 추진 방향

북미주 한인 정치력 신장, 차세대 역량 및 모국과의 유대 강화

중국 차세대 동포교육 강화, 재중 조선족-한인간 협력 활성화

일본
재일민단 미래발전, 차세대 민족교육 강화 등 정체성 함양,

민단과 한인회간 업무연계 강화

러시아.CIS 생활기반 취약 고려인 지원, 민족 정체성 함양

대양주.유럽
중동.아프리카

현지 수요기반 지원

차세대를 위한 민족교육 강화

한국학교 및 한글학교 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우리말과 역사·문화의 상시학

습이 가능한 ‘스터디 코리안’사이트의 내실화 및 발전을 위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

습니다. 

당 재외국민위원회 지속 추진 정책
현재 외교부, 재외동포재단, 법무부, 병무청, 산업통상자원부 등 여러 정부부서

에서 담당하고 있는 동포관련 업무를 한 부서에서 총괄하고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동포업무 전담기구’ 설립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현지 정착 거주자를 위한 글로벌 한민족 네트워크 구축 강화

세계한인회장대회, 세계한상대회 등 기존 오프라인 네트워크를 적극 지원하고  

효율화 및 내실화를 제고하는 한편 코리안넷, 스터디코리안, 한상넷 등 온라인을  

통한 모국과의 교류 및 유대감 증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체류자를 위한 생활 밀착형 영사서비스 제공

재외국민이 실생활에서 겪는 애로사항의 파악과 선제적 대응이 가능하도록 재외

공관 영사서비스의 질적 개선을 도모하고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등본 발급서비스  

업무의 강화, 운전면허 상호인정 협정 및 사증면제 협정 확대를 추진하는 한편 해외 

여행객 및 체류자의 신변안전을 위한 체계적인 안전보호 시스템을 마련하겠습니다.

새누리당 20대 총선 동포정책 공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