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간 사

국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명단
위

원

장
・대전광역시 대덕구

・서울시 동대문구을

・경기도 동두천시 연천군

・경기도 이천시

・초선(21대)

・초선(21대)

・재선(20·21대)

・재선(20·21대)

・연세대(공학사, 환경공학 석사)

・대신고, 충남대 영어영문학과

・성균관대학교 행정학 박사 수료

・고려대·同 대학원 졸업(공학박사)

・서울대국제경제학과, 美미주리대경제학박사

・(전)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전)대전광역시 정무부시장

・(전)더불어민주당 정당혁신위원장

・(전)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

・(현)국민의힘부동산시장정상화특위위원장

・(전)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전)문재인정부 청와대 선임행정관

・(전)더불어민주당 전국청년위원장

・(전)국민의힘 경기도당위원장

우원식

・홍범도장군기념사업회 이사장

(1957.09.18)
(환노위)

・회관 6788-6786 / 501호실(A)

더불어민주당(29)

(1962.11.19)
(외통위)

강득구
(1963.05.27)
(교육위)

고영인
(1963.07.07)
(복지위)

권칠승
(1965.11.18)
(법사위)

국민의힘(19)

・서울시 노원구 을
・4선(17·19·20·21대)

초대위원장

▲박 정

박영순

・(전)노무현정부 청와대 행정관

장경태

(1964.12.07)
(산자중기위)

・회관 6788-6491 / 430호실(C)

(1983.10.12)
(농해수위)

박찬대
(1967.05.10)
(과방위)

(1959.04.10)
(국토위)

김영배
(1967.03.08)
(국방위)

김한규
(1974.07.11)
(정무위)

・성균관대 임상약학대학원

・(현) 국회 과방위원회 위원

・(전)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전)더불어민주당 교육위원회 간사

・(전)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

・(전)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
・회관 6788-6531 / 815호실(A)

・청주고, 연세대 정치외교학과

・(현)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위원장

・(현)더불어민주당 중앙위원회 의장

・(전)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간사

・(전)교육과학기술위원회 위원장

・회관 6788-6516 / 318호실(B)

변재일

・(전)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회관 6788-6571 / 701호실(A)

전혜숙
(1955.05.05)
(문체위)

정일영
(1957.08.14)
(산자중기위)

・(전)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위원장
・회관 6788-7186 / 906호실(A)
· 인천광역시 연수구을
· 초선(21대)
· 용산고, 연세대 경영학과
· 前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
· 前 교통안전공단 이사장
· 前 국토부 교통정책실 실장
· 행정고시 제23회 합격
・회관 6788-7211 / 540호실(C)

・경기도 안양 만안구

・강원도 원주시을

・전남 여수시갑

・초선(21대)
・성균관대, 연세대행정대학원
・(전)경기도 연정부지사

・재선(20·21대)

・초선(21대)

・원주고, 서울대 법학과

・여수고, 성균관대 법학과

・(전)서울.대구.인천.부산지검 검사

・(현)여수시갑지역위원회 위원장

・(전)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간사

・(전)여수시장

・(전)경기도의회 의장
・(전)민주연구원 자치발전연구센터
본부장
・회관 6788-6011 / 440호실(C)

송기헌
(1963.10.02)
(산자중기위)

・(현)더불어민주당 수석부의장
・회관 6788-6641 / 535호실(C)

주철현
(1959.03.12)
(농해수위)

・회관 6788-7311 / 536호실(C)

▲김성원
(1973.10.15)
(산자중기위)

김병욱
(1977.04.30)
(교육위)

강대식
(1959.11.02)
(국토위)

강민국
(1971.03.03)
(정무위)

・(전)당 대변인·원내대변인
・회관 6788-6206 / 910호실(A)
・경북 포항시 남구 울릉군
・초선(21대)
・경북대 정치외교학과,
연세대 행정대학원 행정학 석사
(지방자치도시행정전공)
・현) 국민의힘 원내부대표
・전) 국민의힘 정부정책감시 특별위원회 위원
・전) 국민의힘 청년의힘 공동대표
・회관 6788-6176 / 320호실(B)
・대구광역시 동구을
・초선(21대)
・영남대학교 경영대학원 박사
・前 대구광역시 동구청장
・前 국민의힘 원내부대표
・前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위원
・前 국회 국방위원회 위원
• 회관 6788-6006 / 341호실(C)

・(전)국민의힘 국토교통위원회 간사

송석준
(1964.03.10)
(정무위)

・(전)국민의힘 정책위 부의장
・회관 6788-6646 / 734호실(C)
・전북 남원시 임실군 순창군
・재선(20·21대)
・서울대학교 산업공학과 학사
・(현)국회 문화체육관광위 간사
・(전)경향신문 기자

이용호
(1960.03.20)
(문체위)

・(전)국민의당 정책위의장
・회관 6788-7021 / 518호실(B)
・대구광역시 수성구을
・초선(21대)
・경북여고, 영남대 식품미생물학 박사
・(현)국민의힘 산자위원회 위원
・(전)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장

이인선
(1959.05.02)
(산자중기위)

・(전)경상북도 경제부지사
・회관 6788-7481 / 549호실(D)

・경남 진주시을
・초선(21대)
・경남대학교 대학원 법학박사

・부산광역시 연제구
・초선(21대)
・한국해양대 대학원 박사 수료

・제10대ž제11대 경상남도의회 의원
・(전)국민의힘 원내대변인
・제20대대통령직인수위원회 상임
기획위원
・회관 6788-6016 / 1007호실(B)

・(현)2030부산세계박람회 유치지원
특위 위원

이주환
(1967.08.20)
(환노위)

・(현)국민의힘 미래산업일자리특위 위원
・(전)국민의힘 원내부대표
・회관 6788-7071 / 917호실(B)

・안산시 단원구갑
・초선(21대)
・고려대학교 졸업

・서울시 구로구을

・비례대표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을

・충남 보령시, 서천군

・초선(21대)

・초선(21대)

・초선(21대)

・초선(21대)

・국민대학교 무역학과

・나사렛대학교 재활학 박사

・동아대학교 법학 학사

・서울대 사범대학 불어불문학과

・(전)더불어민주당 다문화위원장
・(전)더불어민주당 정책위 상임부의장
・(전)더불어민주당 초선의원모임
운영위원장
・회관 6788-6056 / 312호실(B)

・(전)노무현정부 대통령비서실 정무기획비서관

・(현)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현)국민의힘 혁신위원회 위원

・제35회 행정고시 합격

・(전)문재인정부 대통령비서실 국정기획
상황실장

・(전)더불어민주당 원내부대표

・현)국민의힘 약자와의동행위원회 위원장

윤건영

(1969.09.26)
・회관 6788-6826 / 727호실(C)
(정보위·환노위)

최혜영
(1979.06.01)
(복지위)

・(전)더불어민주당 민주연구원 부원장
・회관 6788-7381 / 647호실(D)

김미애

・전)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 위원

(1969.10.06)
(복지위·여가위) ・회관 6788-6146 / 1017호실(C)

・경기도 화성시병

・광주광역시 동구남구갑

・전북 익산시을

・경북 구미시을

・재선(20·21대)

・초선(21대)

・재선(17·21대)

・경북고, 고려대 경제학과

・중국 북경대학(법학박사, 국제정치학 전공)

・원광고, 원광대 신문방송학과

・(전)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전)전남대학교 「5.18연구소」 연구교수

・(전)문재인정부대통령비서실정무수석비서관

・(전)더불어민주당 수석사무부총장

・(전)문재인대통령 민정수석실 행정관

・(전)더불어민주당 행안위ㆍ운영위 간사

・초선(21대)
・펜실베니아 주립대 대학원 기계공
학박사・(현)국민의힘 반도체특별
위원회 위원・(현)혁신형 SMR 국
회포럼 공동위원장
・(전)금오공과대학교 총장

・(전)노무현 대통령비서실 행정관
・회관 6788-6101 / 325호실(B)

윤영덕
(1969.09.07)
(정무위)

・(전)더불어민주당 원내부대표
・회관 6788-6851 / 715호실(B)

한병도
(1967.12.07)
(기재위)

・(전)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
・회관 6788-7416 / 728호실(C)

김영식
(1959.07.18)
(과방위)

・회관 6788-6246 / 716호실(B)

・제43회 사법시험 합격/사연 33기

장동혁
(1969.06.02)
(법사위)

・대전지법 판사, 광주지법 부장판사
・회관 6788-6999 / 337호실(C)
・비례대표
・재선(20·21대)
・남성고, 고려대 농업경제학과
・(현)국민의힘 국민통합위원장
・(전)한나라당 최고위원

정운천
(1954.04.10)
(산자중기위)

・(전)농림수산식품부 장관
・회관 6788-7206 / 706호실(A)

・경남 양산시을

・전남 해남·완도·진도

・세종특별자치시갑

・충북 보은군옥천군영동군괴산군

・경북 고령군/성주군/칠곡군

・재선(20·21대)

・초선(21대)

・초선(21대)

・3선(19·20·21대)

・초선(21대)

・남해종합고, 동아대 정치외교학

・광주숭의실고, 해군사관학교

・고대부고, 서강대 정치외교학과

・한양대 토목공학 박사

・경북대 대학원 정치학과 석사

・(전)더불어민주당 기획재정위 위원

・(현)더불어민주당 해남완도진도 지역위원장

・(전)대우증권 대표이사 사장

・(전) 미래통합당 정책위 부의장

・(현)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상임부의장

・(전)제5대 행정자치부장관
・회관 6788-6141 / 919호실(B)

윤재갑
(1955.02.10)
(농해수위)

・(전)더불어민주당지방소멸대응특별위원회위원장
・회관 6788-6866 / 542호실(C)

・(전) 20대 국회 후반기 국토위 간사

・(전)더불어민주당 경제대변인

홍성국
(1963.02.24)
(기재위)

・(전)더불어민주당 원내부대표
・회관 6788-7461 / 419호실(B)

박덕흠
(1953.10.18)
(농해수위)

・(전) 자유한국당 충북도당위원장
・회관 6788-6451 / 604호실(A)

・국민의힘 중앙재해대책위 위원장

정희용
(1976.10.01)
(농해수위)

・(전)대통령직인수위 당선인 정무1팀장
・(전)국민의힘 원내부대표
・회관 6788-7256 / 436호실(C)

・서울시 성북구갑

・서울시 동작구을

・서울시 양천구갑

・강원도 원주시갑

・경남 창원마산합포구

・초선(21대)

・초선(21대)

・재선(20·21대)

・초선(21대)

・초선(21대)

・(전)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서울대 경제학과

・연세대 대학원 도시공학 박사

・진광고, 고려대 학사

・마산고, 서울대 사회과학대

・문재인 정부 청와대 정책조정/민정비서관

・(전)더불어민주당 인권위원장

・(현) 국회스마트라이프도시포럼 대표

・(현)국토교통위원회 위원

・민선5・6기 성북구청장

・(전)민주연구원 부원장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전)대통령실 대변인

・회관 6788-6241 / 627호실(C)

이수진
(1969.11.03)
(기재위)

・(전)더불어민주당 원내부대표
・회관 6788-6981 / 735호실(C)

황

희

(1967.07.28)
(외통위)

・(전) 국방위원회 간사
・회관 6788-7496 / 838호실(D)

박정하
(1966.09.26)
(국토위)

・(전)대통령실 춘추관장
・회관 6788-6916 / 643호실(D)

・하버드대 행정학 석사

최형두
(1962.10.23)
(산자중기위)

・(전)미래통합당 원내대변인
・(전)문화일보 워싱턴특파원
・회관 6788-7376/ 426호실(B)

[비교섭단체]

・제주도 제주시을

・경기도 군포시

・서울시 송파구을

・초선(21대)

・3선(19·20·21대)

・초선(21대)

・서울대 정치학 학사·법학 석사

・전)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
기업위원장

・(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제41회 사법시험, 사법연수원 31기
・(전) 청와대 정무비서관

・전) 더불어민주당 제2기 을지로위원장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

・비례대표(정의당)

・회관 6788-6556 / 1015호실(C)

・초선(21대)

・(전) 더불어민주당 법률대변인
・회관 6788-6771 / 731호실(C)

이학영
(1952.04.16)
(환노위)

・전) 한국YMCA전국연맹 사무총장
・회관 6788-7096 / 331호실(D)

・충남 천안시갑

・경기도 광명시갑

・초선 (21대)

・초선(21대)

・중앙대 정치외교학과

・한체대 학사/석사/이학박사

・고려대 정책대학원 행정학 석사

・(전)더불어민주당 원내부대표

・(전) 21대 국회 전반기 국토위 위원
・회관 6788-6416 / 640호실(D)

・(현)더불어민주당 체육특별위원장
・회관 6788-7121 / 729호실(C)

・초선(21대)

・경기도 광주시을
・재선(20·21대)

・서울대 정치학 학사 졸업

・한양대 행정・자치대학원 졸업

・(현)더불어민주당 제2사무부총장

・(현)더불어민주당 세계한인민주회의

・(전)변호사(사법연수원 34기)
・회관 6788-6421 / 927호실(C)

배현진
(1983.11.06)
(문체위)

서범수
(1963.09.17)
(국토위)

수석부의장

임종성
(1965.08.05)
(문체위)

・(현)더불어민주당 4050상설특위 위원장
・회관 6788-7131 / 845호실(D)

정의당

・(현)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

・(전)더불어민주당 정책위 상임부의장

임오경
(1971.12.11)
(문체위)

・(전)더불어민주당 원내부대표
(1970.12.20)
(정무위)

・동인천고, 인하대 경영학과

・서울대·同대학원 석사, 무한대학원 박사

・경기 안양시동안구갑

민병덕

・3선(18·20·21대)

・5선(17·18·19·20·21대)

・(전)더불어민주당 원내부대표

문진석
(1962.02.12)
(행안위)

・서울시 광진구갑

・충북 청주시 청원구

(1948.09.02)
(과방위)

・회관 6788-7141 / 1005호실(B)

・재선(20·21대)

・재선(20·21대)

・(전)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간사

・(전)더불어민주당 원내부대표

・인천광역시 연수구갑

・경기도 파주시을

・(전)제34대 경남도지사

김두관

2022. 8. 4.
더불어민주당(29인) / 국민의힘(19인) / 비교섭(2인)

서정숙
(1953.02.18)
(복지위)

・인천대 일반대학원 행정학과 수료
・울산광역시 울주군
・초선(21대)
・서울대 농경제학(경제학사),
부산대대학원 행정학박사수료
・제33회 행정고시
・전)울산지방경찰청 청장,
경찰대학 학장(치안정감)
・ 전)국민의힘당대표 비서실장
・ 회관 6788-6581 / 617호실(B)
・비례대표
・초선(21대)
・이화여대 약학과 학사
・중앙대학교대학원 약물학 박사
・전)제7대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전)제9대 한국여약사회장
・전)건강보험심사평가원 상임감사
・국민의힘 혁신위원회 위원
・회관 6788-6611 / 708호실(A)

・(현)정의당 민생특위 위원장
・(전)정의당 원내대표

배진교
(1968.08.26)
(국방위)

・(전)인천시 남동구청장
・회관 6788-6551 / 517호실(B)

무소속

양정숙
(1965.03.12)
(정무위)

・비례대표
・초선(21대)
・이화여대 법학박사 수료
・(전)대한변호사협회감사 및인권위원회위원
・(전)더불어민주당 법률위원회 부위원장
・(전)이화여자대학교 이화법조인회 회장
・(전)법무부 정책위원회 위원
・회관 6788-6741 / 1003호실(B)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