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철호
더 나은 삶, 더 나은 구미

제21대 국회의원선거 구미시갑선거구

책자형 선거공보

구미를
디자인
하   다



후보자 정보 공개 자료
제 21 대 국회의원선거 구미시갑선거구

인적사항

재산상황 및 병역사항

세금납부 · 체납실적  및  전과기록

소명서

기호 소속정당명 후보자성명 성별 생년월일 직업 학력 경력

1
더불어
민주당

김철호 남
1954. 5. 3.

(65세)
정당인

고려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수료
(석사과정)

 현)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정책위원회 부의장
 전)  형곡 새마을금고 이사장

해당 없음

재산상황 (천원) 병역사항

계 후보자 배우자 후보자 18세이상 직계비속

242,500 32,000 210,500
육군상병

(만기전역)
해당사항 없음

 최근 5년간 소득세ㆍ재산세ㆍ종합부동산세 납부 및 체납실적 (천원)

후보자 전과기록
구분 납세액

체납내역

체납액 누계 현 체납액

계 81,825 없음 없음

해당 없음후보자 80,515 없음 없음

배우자 1,310 없음 없음



구미와 더불어 일 합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구미시민 여러분 !

지구촌이 코로나19로 큰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구미는 시민 여러분의 협조로 코로나19를 잘 극복

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롤모델이 되고 있습니다. 

서로를 배려하고 조금만 더 견딘다면 우리는 반드시 

이겨낼 수 있습니다. 

입법, 정책수립 등 국회의원의 역할은 아주 큽니다. 

저의 모든 지혜와 역량을 구미를 위해 다 바치겠습니다. 

또한 노동운동, 시민사회운동, 서민금융운동으로 정의

로운 구미 공동체 건설에 앞장섰습니다. 약자의 눈물과

아픔을 함께 해 왔습니다. 진정으로 소외되고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 차별없는 사회를 만들겠습니다.

애국충절의 도시, 위대한 독립운동정신을 재조명하여 

자랑스러운 구미시의 정신문화가치를 더 높이겠습니다. 

시민이 참여하고 함께 즐길 수 있는 문화공간을 확충

하여 사람이 먼저인  도시로 만들겠습니다.

사람이 살기 좋은, 문화가 살아있는, 기업하기 좋은 

구미시를 저 김철호가 만들겠습니다. 집권 여당의 힘

으로 시민과 함께 하겠습니다. 

시민 여러분, 도와 주십시오! 사랑합니다. 

           더불어민주당 
    구미갑 국회의원 후보

사람이 살기 좋은 도시! 
문화가 살아 있는 도시! 
기업을 하기 좋은 도시!

스마트폰 QR코드
김철호의 메시지 영상

수어통역 있습니다



구미 미래형
신산업 생태계
구축

공공기관
이전 유치

상생형 일자리
연계한 차세대
업종 육성

물류산단철도 신설

<5공단~경부선>

대구통합신공항 구미

연계 고속도로 신설 

KTX 북삼 환승역 신설

<구포덕산 연결도로>

한국국방연구원,

방산혁신벤처센터 유치

미래형 자동차 공장

유치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창업,금융,기술,마케팅>

강소기업 지원 육성

<청년창업, 벤처기업>

구미경제 !  구미일자리 !
새롭게 만들겠습니다

스마트국방 클러스트 조성

<국방ICT방위산업 중소기업 지원>

더 나은 삶, 더 나은 구미!  



소상공인과 노동의 가치를 
지켜내겠습니다

√   구미형 노사상생조정협의체 구성, 설치

√   5인 미만 사업체종사자(588만명) 노동법 권리보장 추진

√   인생 이모작을 위한 재취업지원 서비스 활성화 추진

√   경제민주화 실현 및 사회안전망 확충

√   소상공인 기본소득 보장제도 시행 <간이과세 8천만원 확대>

√   을(중소기업 및 영세자영업)의 권리 강화를 위한 제도 

√   협동조합 육성을 통한 새로운 일자리 창출

스마트국방 클러스트 조성

<국방ICT방위산업 중소기업 지원>

구미갑 국회의원 후보   김철호와 함께



더 나은 삶, 더 나은 구미!  

√   영유아 무료 예방 접종 확대

√   공공보육돌봄 시설 확충 <16시간 운영>

√   미세먼지 없는 보육시설 확대 

√   구미 리틀소시엄 유치 <어린이 체험>

√   고등학교 친환경무상급식 추진 <지역농산물>

√   구미 청소년복합문화센터 설립 <청소년 의회운영, 예술교육>

√   광장문화 인프라 구축 <권역별 공연장>

√   금오공대 종합대 승격 추진 

     <고급인재 역외유출방지>

√   국립대 반값 등록금 추진 

     <사립대 저소득층 국가장학금 확대>

보육,교육의 부담을
줄이겠습니다



√   신혼부부 공공행복주택 지원

√   근로청년 정착지원금, 행복기숙사 지원

√   주택관리법 개정 <세대당 주차대수 확대>

√   구미시립의료원 추진<저소득층 의료지원>

√   노인일자리확대 <재능기부형, 노노케어, 등하교도우미>

√   노인중증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확대

√   장애인 콜택시 전국화 추진

√   장애인 직업전문교육센터 확충 <자립정책 강화>

√   공공 동물보호센터시설 <유기 재입양, 맹견보험 의무화>

함께 사는 구미! 
복지를 디자인하겠습니다

구미갑 국회의원 후보   김철호와 함께          



√   문화예술 창작 플랫폼 클러스터구축 <에니메이션, 게임>

√   김유영 영화창작 센터 <VR/AR 디지털 컨텐츠> 

√   시민참여형 문화축제 지원 <관람에서 주연으로>

√   버스킹 공연플랫폼 조성 <낙동강주변, 샛강, 금오산>

         √   구미독립기념관 설립 추진 <독립운동정신 계승>

         √   구미의 자연환경, 유적지, 초전지 관광산업 활성화

         √   금오산 야영장 현대화 리모델링 <야외 음악당, 문화마당>

         √   구미 K-POP 페스티벌 유치 

구미문화! 새롭게 
디자인 하겠습니다

더 나은 삶, 더 나은 구미!  



•  어린이 교통안전 강화 <학교 안전통학로, CCTV, 보안등>

•  여성안심통합 스마트 네트워크 구축 

•  대중교통 효율적인 운영 <스마트앱, 2단계 노선설계>

•  무료 공공와이파이 확대

•  구미 화학재난합동방재센터 분소설치 <공단중심>

•  구미 재난응급병원 시설 확충 <닥터헬기> 

•  주민참여 구도심재생사업 추진

   <주거환경지원, 버스터미널, 재래시장>

•  철도변 도시숲 체육, 산책로 조성 <방음벽 설치>

•  생활체육시설 정비 및 확충 <수영장, 야구장>

√   문화예술 창작 플랫폼 클러스터구축 <에니메이션, 게임>

√   김유영 영화창작 센터 <VR/AR 디지털 컨텐츠> 

√   시민참여형 문화축제 지원 <관람에서 주연으로>

√   버스킹 공연플랫폼 조성 <낙동강주변, 샛강, 금오산>

         √   구미독립기념관 설립 추진 <독립운동정신 계승>

         √   구미의 자연환경, 유적지, 초전지 관광산업 활성화

         √   금오산 야영장 현대화 리모델링 <야외 음악당, 문화마당>

         √   구미 K-POP 페스티벌 유치 

안전하고 효율적인
스마트도시로 만들겠습니다

구미갑 국회의원 후보   김철호와 함께



▶ 4차산업 기반 디지털 강군 <스마트국방 구현>

▶ 현역병 단체종합보험도입 의료보장 강화

▶ 방위산업비리 차단 제도화 <방산비리 원아웃제> 

국방이 강한 나라
실현 하겠습니다

더 나은 삶, 더 나은 구미!  

▶ 국민입법청원심사위원회 설치 <국민참여형 추진>

▶ 불출석 국회의원 세비삭감 추진

▶ 국민소환제 도입, 윤리의무 강화

▶ 청소년보호법, 디지털성범죄 처벌 강화 입법
     <N번방 특별법>

일하는 국회를 위해
추진 하겠습니다



제가 부름을 받을 때에는 

신이시여 아무리 뜨거운 화염속에서도

한 생명을 구할 수 있는 힘을 주소서

너무 늦기 전에

어린아이를 감싸 안을 수 있게 하시고

공포에 떠는 노인을 구하게 하소서

내가 늘 깨어 살필 수있게 하시어

갸날픈 외침까지도 들을 수 있게 하시고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화재를 진압하게 하소서

그리고 신의 뜻에 따라

제가 목숨을 잃게 되면 신의 은총으로

저의 아내와 가족을 돌보아 주소서

- 어느 소방관의 기도 

재난 현장에서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지키는 소방관

재난 자원봉사종사자를 위한 지원 정책

(적재적소에 배치, 종사자 상해보험가입, 기본경비지원 등) 

자원봉사단체 최소의 운영비 (사무실 무상제공) 

‘소방장비관리법’ 개정, 소방장비구매절차 개선책 수립

방화복 등 개인장비 개선, 복지, 처우개선,  

트라우마, 우울증, 스트레스 증후군등 심리치료 제도화

구미갑 국회의원 후보   김철호와 함께

▶ 국민입법청원심사위원회 설치 <국민참여형 추진>

▶ 불출석 국회의원 세비삭감 추진

▶ 국민소환제 도입, 윤리의무 강화

▶ 청소년보호법, 디지털성범죄 처벌 강화 입법
     <N번방 특별법>

코로나19



집권여당의 힘 !
구미경제 살리겠습니다

김철호
더 나은 삶, 더 나은 구미

구미초등학교, 구미중학교 졸업 

대구상업고등학교 졸업

중앙대학교 법학과 졸업

고려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석사과정 수료

더불어민주당 중앙당 정책위원회 부의장 (현)

더불어민주당 구미갑지역위원장 (현)

국제구호기구 굿피플 대구경북운영위원장( 현)

구미중학교 총동창회회장 (현)

구미시 장애인 체육회 부회장 (현)

형곡새마을금고 이사장 (전)

학력

경력

구미초등학교 총동창회장 (전)

구미YMCA 이사장 (전)

구미참여연대 집행위원장 (전)

구미시 종합장애인복지관 운영위원장 (전)

새마을금고 중앙회 구미시협의회장 (전)

21C 노동문제 연구소 소장 (전)

전국 손해보험 노동조합 협의회장 (전)

한국자동차보험㈜ 노동조합위원장 (전)

제16대 대통령후보 노무현 구미시 선대위부위원장 (전)

제19대 대통령후보문재인 조직특보 (전)

구미시 리틀야구단 단장 (전)

주소 : 구미시 송정대로24 (한국기원 3층)
T.054-457-3720  F.054-456-2323

스마트폰에서 QR코드 앱으로 왼쪽의
QR코드를 찍어보시면 김철호의 공약
영상 및 정보를 보실 수 있습니다.

※수화통역 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