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끄러운 민주당

약점 잡혀 불안한 민주당

어느 누군가의 민주당

특혜와 이권의 민주당

내로남불 민주당

훌리건에 흔들리는 민주당

계파로 나뉘는 분열의 민주당이 아닌

당당한 민주당

도덕적으로 정치적으로 떳떳한 민주당

‘나’의 민주당

반칙과 특권없는 민주당

상식의 민주당

민심을 따르는 민주당

당원을 포용하는 

통합의 민주당이 되어야 합니다

‘민주당다움’을 지켜온 박용진이
민심, 상식, 포용으로 

이기는 민주당을 만들겠습니다!

박용진
민심·상식·포용, 이기는 민주당!    박용진이 살아온 길

•현) 제20대, 제21대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서울 강북구을) 

•전) 더불어민주당 제20대 대선 공동선대위원장

•전) 더불어민주당 제20대 대선 경선 후보

•전)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 비서실장

•전) 새정치민주연합 정책위 상근부의장 

•전) 민주통합당, 민주당 대변인

•성균관대학교 총학생회장(1994년) 

•1971년 전북 장수 출생

이기는 민주당, 총선 승리!

2021년 10월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서울 마지막 연설

당대표 예비후보

대표는
박용진

민
주
당



윤석열 정권과 싸워 이길 박용진!
이기는 민주당으로 가는 급행열차!

민주당의 시대정신을 바로 세울 박용진! 민주당을 바꾸는 5대 혁신안

민주당다움  으로 

민주당다움을 회복하는 첫 단추는 

우리가 국민들께 약속했던 것들을 지키는 것입니다.

정치개혁과 무공천 원칙 등 당의 혁신을 위해

우리가 기존에 국민 앞에 했던 모든 약속을 반드시 지키겠습니다.

약속
정당

민주당을 관료에게 끌려다니지 않는 민주당,

먹고사는 문제에 민감하고 예리한 대안정당으로 바꿔놓겠습니다.

민주연구원 정책역량 강화로 현안에 더 가깝게 다가서겠습니다.

경제
정당

일하는 사람들의 희망, 중산층으로 가는 사다리를 복원하는 민주당!

약자에게 따뜻한 보호의 공정한 기회를 보장하고

강자에게 사회연대의 정의로운 길을 제시하는

사회통합 정당의 길을 걷겠습니다.

사회
연대
정당

청년
정당

국민의힘과 아웅다웅하는 게 아니라, 미국, 독일, 일본 등 

선진국 여당과 경쟁하는 민주당!

당 국제국 강화, 국제정세와 경제 연동한 

민생경제 회의체 운영하겠습니다.

국제
정당

이기는 민주당!

1518 청소년정치위원회, 청년당 대표의 예산과 인사 전권 행사 등

청년이 우리 당의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겠습니다.2000년 총선 당시 노무현 후보가 연설했던 부산 명지시장에서 
출마선언하는 박용진의원

노무현의 상식
노무현 대통령께서는 지역주의를 깨고

부산에서 콩이면 광주에서도 콩인

상식이 통하는 세상을 만들고자 하셨습니다.

낡은 갈등과 악성 훌리건에 흔들리지 않은 박용진이

상식이 통하는 민주당을 만들겠습니다.

문재인의 포용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포용의 리더십으로

소외받는 국민이 없는 나라를 꿈꾸셨습니다.

정치적 확장성이 가장 뛰어난 박용진이야말로

계파와 이념 대립을 포용해낼 적임자입니다.

수권정당, 이기는 민주당, 박용진이 해내겠습니다.
2021년 9월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토론회에서 
이재명, 이낙연 후보와 함께

김대중의 민심
김대중 대통령께서는 민주당의 가치가

중산층과 서민을 위한 정치에 있다 하셨습니다.

박용진은 유치원3법, 재벌개혁, 현대차 리콜까지

사회 약자를 위해 기득권과 싸움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박용진이 민주당의 가치를 다시 세우겠습니다.2020년 1월 유치원3법 통과되던 날 교육위원회 위원들과 함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