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심!
상식!
원칙!

최고위원 후보



민생을 최우선으로 하는 민주당을 만들겠습니다 

● 민생 집중이 최고의 개혁임을 천명

● 경제위기로 고통받는 국민들의 삶을 돌보는 데 당력 집중

윤석열 정권의 폭거에 

물러서지 않는 민주당을 만들겠습니다 

● 시대에 역행하는 윤석열 정권의 폭주 강력 저지

● 강력한 책임 야당으로 자리매김해 민주주의와 민생 수호 

 상식과 원칙을 회복해 국민에게 

 사랑받는 민주당을 만들겠습니다

● 포용성과 다양성의 가치 수호 

● 오만과 독선, 내로남불과 철저한 결별 

● 민심과 당심의 일치성 회복 

시대변화에 걸맞는 진보적 가치와 비전을 

제시하는 민주당이 되겠습니다 

● 저출산, 불평등과 양극화, 세대·젠더 갈등 등 한국사회 

  핵심 이슈에서 진보적 비전과 개혁방향 재정립 

● 산업구조와 일자리, 기후변화와 에너지 전환 등 

  사회변화에 대응하는 진보적 가치와 비전 제시

민주당을 지킬

국민과 눈맞추고 민심을 두려워하며

최고의 가치를 민생에 두는 더불어민주당

계파에 기대어 정치하지 않았습니다.

청와대나 행정부 경력 한 줄 없이 

도전을 거듭했습니다.

세 번의 낙선을 거쳐 18년만에 

국회의원이 되었습니다.

특정 계파나 인물과 각 세우며

몸집 키우는 정치는 하지 않았습니다.

앞으로도 그럴 생각이 없습니다.

오직 민심을 바라보며 상식과 원칙에 

근거해 해야 할 말을 하는 

최고위원이 되겠습니다.

●  현)더불어민주당 20·21대 국회의원(광주 서구갑)
●  전)더불어민주당 광주광역시당위원장
●  전)더불어민주당 중앙당 전략기획위원장
●  전)더불어민주당 중앙당 대변인
●  전국대학생대표자협의회 제4기 의장
●  전남대학교 총학생회장

든든한 후보  



● 강원특별자치도 성공적 출범!

● 폐광 및 접경지역 경제자립!

● 새로운 행정수도 세종 완성!

● 충청권 메가시티 성공적 구축!

● 세종 대통령 제2집무실, 

  국회 세종의사당 조기 건립 추진!

● 부울경 메가시티 성공적 추진!

● 가덕도 신공항 조기 개항!

● 2030 부산엑스포 유치!

● KTX 경부선 지하화!

● 대구 군기지 이전, 대구경북 통합 

  신공항 및 울릉공항 성공적 추진!

● 새만금특별자치도 실현!

● 제3 금융중심지 조성!

● 호남초광역경제공동체 

  RE300 본격 추진!

● 제주 4.3 완전한 해결!

● 복합 해양산업 허브항만 실현!

민심·상식·원칙

8명 후보 중 비수도권 후보가 단 1명
송갑석뿐이라는 사실, 모두가 깜짝 놀랍니다

전국 어느 지역 하나 
놓치지 않겠습니다

비수도권의 유일한 최고위원 후보 

송갑석이 민주당의 심장 

호남의 정신을 계승하겠습니다. 

영남, 충청, 강원, 제주 등 

전국 각지의 민심을 대변하겠습니다. 

누구도 소외와 배제와 차별을 

겪지 않도록 온몸을 바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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