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의당부터 반성합니다.
겸손하게, 당당하게.

거대양당 독점정치 이대로 괜찮습니까?

경기도민의 민심을 대변하겠습니다.

경기도에는 정의당이 필요합니다.

정의당이 서민 사회적 약자의 버팀목이 되겠습니다.

“경기도지사, 비례대표 경기도의원 후보들을 소개합니다”

노회찬 없는 정의당 꼰대
선거참패 2%위기 선생질 

운동권
엄숙주의

말이길다 무능
현장에 없다 지역에 없다
운동권               제도탓

민주당 2중대
내로남불 운동권

독단적  킹노잼 식상 
노동이            사라진
운동권            선생질
킹노잼            핵노잼
 내로남불 무능 꼰대 

존재감없음
노동이 사라진 교조주의 꼰대

선거참패  2%위기  존재감없음
진지노잼                             그래도
노동자, 여성, 약자 편 거대양당 견제 엄숙

불평등 해소 무능 핵노잼 노잼

교조주의 
아날로그  
정의없당 

노동이 사라진
거대양당 견제  

정의없당 
욕심쟁이
말이길다

불평등 해소 무능 욕심쟁이
무능 기후위기 공론 무능
무능 차별금지 해결 무능

우왕좌왕
내로남불
정의없당
진지노잼
엄숙주의 
교조주의 
아날로그 
말이길다
식상하다
교조주의
엄숙주의
선생질

정의없당
꼰대정당

아날로그 존재감없음
진지노잼 정의당 현장에 
없다 꼰대
지역에 없다
엄숙주의
내로남불 독단적 선생질
여성만 보호 진지노잼 꼰대

교조주의
말이길다
운동권 선생질
민주당 2중대
노동이 사라진
교조주의 
아날로그 
꼰대노잼

현장에 없다 지역에 없다
노회찬 없는 정의당 꼰대 무능

엄숙주의                            정의없당
투머치토커  아날로그 선거참패
      2%위기 존재감없음 내로남불

경기도지사선거 비례대표경기도의회의원선거 책자형선거공보



후보자 정보 공개 자료
경기도지사선거

4. 소명서

1. 인적사항

기호
소속

정당명
후보자
성명

성별
생년월일

(세)
직업 학력 경력

3 정의당 황순식 남
1977.12.15.
( 44세 )

정당인
서울대학교 
자연과학부 

졸업(해양학전공)

(현)정의당 경기도당 위원장

(전)과천시의회 의장

2. 재산상황 및 병역사항

재산상황(천원) 병역사항

계 후보자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 후보자 배우자
18세이상 
직계비속

13,492 71,492 △58,000
부:고지거부
모:고지거부

장남:없음
장녀:없음

육군 이병
(소집해제)

3. 세금 납부․체납실적 및 전과기록

최근 5년간 소득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 납부 및 체납실적(천원)

후보자 전과기록
구분 납세액

체납내역

체납액 누계 현 체납액

계 1,934 0 0

해당없음

후 보 자 1,724 0 0

배 우 자 210 0 0

직계존속 신고거부 신고거부 신고거부

직계비속 0 0 0



교통 금방가자 대중교통

■ 대중교통 지원금
- 대중교통비 30만원 지원, 이용률 제고

■ 버스 완전공영제로 자주 오고 편리한 버스

주거 같이살자 주거안정

■ 반의반 값 아파트
- 환매조건부-지분공유형 주택 추진

- 민간아파트 매입 공공 갭투자로 임대주택 공급

경기도지사, 비례대표 경기도의원 후보 공통공약

후보 약력

서울대학교 자연과학부(해양학 전공) 졸업

전) 제6대 후반기 과천시의회 의장

전) 제21대 의왕시과천시 국회의원 후보

전) 제20대 대통령 선거 정의당 경선 후보

현) 정의당 경기도당 위원장

현) 정의당 한반도평화특별위원회 위원장

경기도지사 후보

젊은 경기 도지사

황순식



비례대표 경기도의원 후보

1

2

기득권 양당에 맞서

정치하는 
노동자, 
조귀제입니다 

코로나-19 
자영업자 
손실보상
(부채감면) 
추가 지원

(경기도의원 비례대표)

(경기도의원 비례대표)

조귀제

조윤민

후보 약력

숙명여자대학교 불어불문학과 졸업

전) 구로공단 중원전자 입사 / 노동조합 사무국장

전) 전문노련 / 공공연맹 / 공공운수노조 조직실장

전) 국제공공노련 한국위원회 여성위원장

현) 공공운수노조 경기지역지부 부지부장

현)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근로자위원

후보 약력

계명전문대학(현 계명문화대학교) 관광과 졸업

전) 정의당 성남시위원회 위원장

전) 심상정 대표 비서실 부실장

현) 정의당 경기도당 사무처장

현) 정의당 공직후보자 자격심사위원회 위원

현) 사단법인 이어짐 이사

미래 기후정의 우리지역

■ 그린 리모델링
- 도심 재건축과 탄소배출 연계

- 노후주택 그린 리모델링 지원

고용 공공일터 안심돌봄

■ 돌봄시설 확대, 공공일자리 확대
- 공공 산후조리원, 돌봄시설, 국공립 어린이집 확대

- 공공노동자 권익 및 처우 개선 

노동 권리보장 경기노동

■ 비정규직과 플랫폼 등 모든 노동자 권리 보장
- 경기도노동기본조례 개정하여 사각지대 해소

■ 일하는 시민 모두 고용보험 시대

의료 공공병원 경기전역

■ 공공병원 확대
- 안양권, 부천권 등 도내 주요 지역에 공공병원

- 감염병 전문병원 설립



3

4 만 18세, 
경기도의 
첫 청소년 
도의원

(경기도의원 비례대표)

(경기도의원 비례대표)

류세아

이재혁

후보 약력

건국대학교 항공우주정보시스템공학과 학사 / 석사

건국대학교 항공우주정보시스템공학과 박사 수료

현) 트랜스해방전선 부대표

현) 정의당 경기도당 성소수자위원회 위원장

현) 장혜영 국회의원 정책 특별보좌관

후보 약력

학력 미기재

전) 제20대 대선 심상정 후보 경기도당 젠더인권선대본부장

전) 정의당 경기도당 차별금지법 추진위원회 위원

현) 정의당 경기도당 청소년위원장

현) 류호정 국회의원 청소년 정책 특별보좌관

현) 정의당 대의원

당신의 편에 서겠습니다

농촌 기본소득 경기농업

■ 농민기본소득 월 30만원
- 현재의 5만원에서 30만원으로 확대

■ 치유농업 활성화

인권/동물권 인권보장 동물복지

■ 청소년 인권조례 등 주요 인권조례 제개정
■ 지자체 운영 공공 동물보호센터 확대

- 공공 동물보호센터 늘리고 반려동물 공공보건소 설치

교육 학생맞춤 책임교육

■ 한 반 20명, 교육 당국과 협의하여 추진
- 과밀학급 해소 및 학급당 20명 단계적 개선

- 선생님과 직원 늘려 학습결손 해소, 기초학력 보장

평화 앞당기자 평화번영

■ 남북 경제교류 추진
- 접경지역 국제평화산단 지속 추진 

- 개성공단 재개 및 남북철도 연결



정의당중앙당후원회 

농협 301-0217-9298-91

※ 10만원 이하(전액 세액공제)

※  입금 시 입금자명과 주민등록번호 앞 6자리 기입  

(예 :홍길동 901017)

사전투표 안내 : 5월 27일(금), 28일(토) 오전6시~오후6시 <디자인그룹SNP> 서울특별시 중구 수표로 45 을지비즈센터 1013호 / T. 02-2274-0329

정당투표는

노란색
정의당에 주십시오
거대양당 권력다툼에

노란 경고등, 제3의 선택

기호 3번 정의당입니다

정의당 경기도당 (대표자 황순식)

(16471) 경기 수원시 팔달구 중부대로 110, 한라시그마팰리스 상가동 304B호
TEL. 031-244-1219    FAX. 031-247-1218    E-mail. justicekg1@gmail.com

정의당을 키워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