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대 국회 후반기 국방위원회 위원 명단
위
원
장
(더불어
민주당)

안 규 백 (61년생, 서울 동대문구갑)
3선(18 ․19 ․ 20대)
성균관대 및 同무역대학원 수료, 노무현대통령직
인수위 전문위원, 민주당 조직위원장, 국방위
간사, 새정치연합 원내수석, 더불어민주당 전략
홍보본부장・사무총장, 국토교통위 위원

본관 421호
784-1364
788-2721
FAX)788-3685

2020. 3. 19. 현재.

민 홍 철 (61년생, 경남 김해시갑)

간

사

김 병 기 (61년생, 서울 동작구갑)

더
불
어
민
주
당
(7)

백 승 주 (61년생, 경북 구미시갑)

회관 554호
재선(19 ․ 20대)
부산대 법학과, 부산대 법학석사, 육군 법무감,
O)784-6491
고등군사법원장, (예)육군준장, (전)변호사, (전) 788-2301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현)더불어민주당 경남 F)788-0195
도당 위원장, 현)예결위 위원
초선
경희대 국민윤리학과
국정원 근무,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부의장
더불어민주당 한반도경제통일위원회 위원
예결위・정보위・국방위 위원

김 진 표 (47년생, 경기 수원시무)
4선(17 ․ 18 ․ 19 ․ 20대)
서울대 법과대학 법학과,
경제부총리, 교육부총리
민주당 최고위원, 원내대표, 문재인 대통령
국정기획자문위원장, 국방위 위원

도 종 환 (55년생, 충북 청주시흥덕구)
재선(19 ․ 20대)
충북대 국어교육과, 충남대 국문학과 박사, 시인,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국회교문위 간사, 국회교육
포럼 공동대표, 국회 일치를 위한 정치포럼 공동
대표
최 재 성 (65년생, 서울 송파구을)
4선(17 ․ 18 ․ 19 ․ 20대)
동국대학교 행정대학원 박사과정 수료, 더불어민주당
전략기획자문위원장, 문재인 대통령 후보 선거대책
위원회 종합상황본부 1실장, 더불어민주당 정당발전
위원장・총무본부장, 새정치민주연합 사무총장, 민
주당 대변인, 예결특위・정보위 간사

간

박 맹 우 (51년생, 울산 남구을)

회관 721호
O)784-1323
788-2004
F)788-0101

미
래

회관 744호
O)784-3808
788-2008
F)788-0109

통
합
당

회관 333호
O)784-2538
788-2207
F)788-0185

(5)

회관 836호
O)784-1307
788-2574
F)788-0162

김 종 대 (66년생, 비례대표)

비
교
섭

회관 549호
초선
연세대 상경대학 경제학과, 국방부장관
O)784-7611
정책보좌관, 대통령비서실 국방보좌관실 행정관,
788-2381
월간 <D&D포커스>, <디펜스21> 편집장,
F)788-0212
정의당 원내대변인․평화로운한반도 본부장
현)예결위 위원

2선( 19 ․ 20대)
국민대 행정학 학사, 경남대 행정학 석사,
제25회 행정고등고시, 제3.4.5대 울산광역시장(3선),
새누리당 .자유한국당 사무총장(전), 자유한국당
사무총장(현)
이 주 영 (51년생, 경남 창원시마산합포구)
5선(16 ․ 17 ․ 18 ․ 19 ․ 20대)
서울법대, 영국런던대, 서울고법, 부산지법부장판
사, 경남도부지사, 국회예결위원장, 국회사법개혁
위원장, 정책위의장(최고위원), 18대대선기획단장,
해양수산부장관, 국회개헌특위위원장

정 종 섭 (57년생, 대구 동구갑)
초선
서울대 법대, 연세대 법학박사(헌법학), 제24회
사법시험 합격 행정자치부장관, 서울대 법대 학장
및 법학전문대학원 원장, 한국헌법학회장, 현)예결
특위 위원
하 태 경 (68년생, 부산 해운대구갑)
재선(19 ‧ 20대)
서울대 물리학과, 중국 지린대학교 대학원
(세계경제 박사), (사)열린북한방송 대표,
SK텔레콤 경영경제연구소 수석연구원
환노위・예결특위 위원, 헌법개정특위 간사

회관 416호
O)784-1935
788-2259
F)788-0123
본관 307호
O)784-5282
788-2852
본관)788-2217
F)788-0323
회관 1016호
O)784-6514
788-2893
F)788-0354
회관 939호
O)784-2492
788-2917
F)788-0382

이 종 명 (59년생, 비례대표)

홍 영 표 (57년생, 인천 부평구을)
회관 1004호
3선(18・19・20대)
동국대, 국무총리실 시민사회비서관, 원내대변인,
O)784-3143
민주통합당 정책위 수석부의장, 더불어민주당 인천시당 788-2871
위원장, 환노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F)788-0391
현)정보위 위원, 국회운영위원장

사

회관 830호
초선
경북대 대학원 정치학 박사, 국방부차관, 한국정
치학회 부회장, 18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외교 O)784-6731
국방통일분과 전문위원, KIDA 안보전략연구센터장, 788-2304
F)788-0199
자유한국당 경북도당위원장, 예결위 ․
4차 산업혁명특위・미래일자리특위 위원

비
교
섭
(3)

초선
육군사관학교(39기), 육군장교(대령 전역),
현)합동군사대학교 명예교수
현)여가위 위원

서 청 원 (43년생, 경기 화성시갑)

회관 337호
O)784-2175
788-2252
F)788-0383

회관 601호
8선(11 ․ 13 ․ 14 ․ 15 ․ 16 ․ 18 ․ 19 ․ 20대)
O)784-9516
중앙대 정외과, 총학생회장,
조선일보 기자, 통일민주당 대변인, 정무장관, 신 788-2078
한국당 원내총무, 국회운영위원장, 한나라당 사무 F)788-0100
총장․ 대표최고위원, 현)한일의원연맹명예회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