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찬대
당원의 대변인 박찬대•제20대·21대 국회의원

•공인회계사

•前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

•前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

•前 제7정책조정위원장

•前 20대 대선 민주당 선대위 수석대변인

민주당이 위기라고 합니다.

선거 패배로 당의 리더십이 약화되고,

입장과 관점에 따라 ‘네 탓’ 공방이 가득합니다.

의원 간에, 당원 간에, 의원과 당원 간에도

아픈 상처를 주고 있습니다.

민주주의는 후퇴하고,

정부의 무능은 민생을 위기로 만들고 있지만,

민주당은 신뢰를 얻지 못하고 있습니다.

국민은 윤석열 정부의 폭주를 멈춰 세워야 한다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부족하지만, 제가 해보겠습니다.

저 박찬대

6년 의정활동 기간 동안 누구와도,

어떤 세력과도 가슴을 열고 대화했습니다.

물처럼 유연하게 그러나 강인하게 걸어왔습니다.

저 박찬대가,

나보다 당을, 나보다 동지를 돋보이게 만들겠습니다.

당원 여러분과 언제나 함께 하겠습니다.

최고위원 선거공보

민생에 
강한 
민주당!              
이기는 
민주당!

민생에 

강한 민주당!              

이기는 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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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대
당원의 대변인

통(通)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의 박찬대입니다
20대 국회

21대 국회

저 박찬대! 물처럼 유연하게, 그러나 강인하게 걸어왔습니다

-  공인회계사

-  제20·21대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 인천연수갑)

-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

-  제21대 국회 전반기 교육위원회 간사

-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선임부의장

-  더불어민주당 제7정책조정위원장

-  김부겸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 간사

-  더불어민주당 민생우선실천단 장애인권리보장팀장

-  제20대 대통령선거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수석대변인

▼ 검찰정상화 법안 제출                         ▼ 김인철 교육부장관 후보자 공정성 위배 의혹제기            ▼ 박형준 자녀 의혹 홍익대 항의 방문

박찬대 민주당 대변인 “198건 민생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우리 사회 취약한 곳에 예산 우선 사용해야… 예산을 삭감한다는 건 비정”

외감법 개정 ‘1등 공신’…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의원

국회 교육위, 한국당 퇴장 속 ‘고교무상교육 법안’의결

박찬대, 김상조 청문회장서 ‘팩트리어트 중무장’…  네티즌 “대단하다”

박찬대 “조폭 돈뭉치 김용판, 공작하다 공작새 된다”

박찬대 홀로 활약, 법안 통과율 61.54%로 전국 국회의원 2위

박찬대 “오세훈, 꼭두각시 역할 말라… 경기도정 간섭 그만”

박찬대 “尹, 21세기형 전두환…법복 입은 전두환이 활개”

박찬대 수석대변인 “윤석열, 김건희 주가조작 거짓말 사죄해야” 

최고위원
후
보



현장의 목소리. 더 경청하겠습니다.

유능함과 책임정치로 국민의 마음을 다시 얻겠습니다.

민주당의 가치를 당원과 국민께 널리 알리겠습니다.

당원의 소속감과 자부심을 더 키우겠습니다.

◆ 현장 최고위원회 정례화

◆ 지도부와 국민·당원 간 온·오프라인 소통 확대

◆ 선출직 공직자의 당원 의정보고와 간담회 의무화

◆ 온라인 당원 청원 확대

◆ 원외지역위원장 당직 참여 확대

◆ 직능커뮤니티 등 당원 소통창구 확대

◆ 10만 청년 당원 양성플랜 도입

◆ 시민정치학교 등 당원과 시민 대상 교육프로그램 강화

◆ 청소년·청년 선거·정치교육 프로그램 활성화

소통하는 민주당 당원과 함께 하는 민주당



민생이 최우선입니다. 

회계사로서 실물경제에 강한 박찬대가

민생을 직접 챙기겠습니다.

압도적 다수의석을 주신 국민과 당원의 뜻에 따라

더 나은 국민의 삶, 더 나은 대한민국을 만들겠습니다.

총선승리와 정권창출의 기반을 만들겠습니다.

◆ 민주연구원의 민생정책 연구기능 강화

◆ 당내 민생경제 책임기구 신설

◆ 지방분권 강화

◆ 지방재정운영자율성 확대

◆ 민주당 정책위원회 현장성 강화(원외위원장·지방의원 참여)

◆ 선거전략 연구기능 강화

◆ 원외지역위원회 예산지원·정책기능 강화

◆ 지구당 부활 및 권역별 비례대표 도입

◆ 공약점검기구 및 정책자문위원회 신설

◆ 풀뿌리 정치인 출신에 대한 공천가점제와 할당제 도입

민생에 강한 민주당 이기는 민주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