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 승 희 국 회 의 원

학

Ÿ

이 름 : 유 승 희 (兪 承 希)

Ÿ

연락처 : 02)784-4091

Ÿ

이메일 : 337ysh@naver.com

Ÿ

트위터 : @337ysh

Ÿ

페이스북 : https://www.facebook.com/youseunghee

Ÿ

홈페이지 : http://www.yoush.org/

력

1975~1978

예일여자고등학교

1978~1985

이화여대 문리대 및 동대학원 졸업

1993~1994

숭실대학교 노사관계대학원 수료

1997~2000

한양대학교 지방자치대학원 석사

2004~2007

한양대학교 대학원 행정학 박사

경

프 로 필

력

1982~1983

대한예수교장로회 도림교회 지역사회개발교육원 간사

1985~1995

구로공단 내 산돌노동문화원 총무

1989~1995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발기인 및 중앙위원

1992

광명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자문위원

1994

한국여성의전화연합 인권사회위원,자문위원

1995~1998.06

경기도 광명시의회 의원

1996

녹색소비자연대 이사

1996

광명 여성의 전화 자문위원

1997

21세기여성포럼 창립발기인

1997~2002

이화여대 민주동우회 부회장

1998.05~1998.12

새정치국민회의 여성위원회 여성국 국장

1998.12~2000.01

새정치국민회의 상설위원회 여성국 국장

2000.01~2003.09

새천년민주당 여성국 국장

2003.01~2003.02

노무현대통령직인수위원회 사회문화여성분과위원회 전문위원

2004~2008

제17대 국회의원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간사
여성가족위원회 위원ㆍ운영위원회 위원
이라크내 테러집단에 의한 한국인 피살사건 관련
진상조사특별위원회 위원
국회개혁특별위원회 위원

민족화해와 변영을 위한 남북평화통일특별위원회 위원
방송통신특별위원회 위원
2008

미국 샌디에고 캘리포니아 주립대학 객원 연구원

2008

민주당 서울시당 여성위원장

2008

민주당 서울시당 성북갑 지역위원장

2009

김대중(前)대통령, 노무현(前)대통령 장례위원

2010

민주당 민주여성리더십센터 소장

2010

민주당 서울시당 친환경무상급식특위원회 위원장

2010

민주당 4대강 특별위원회 위원

2011

박원순 서울시장후보 공동선대본부장

2011

민주당 정치개혁특위 위원, 통합협상위원

2011~2012.05

국민대학교 정치대학원 겸임교수

2011~2015.12.15

민주통합당 서울시당 성북갑 지역위원장

2012

민주통합당 전국여성위원장

2012~2014.6

제19대 국회의원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위원ㆍ간사
여성가족위원회 위원장
방송공정성특별위원회 간사

2012

문재인 대통령 후보 선거대책위 여성위원장

2013

민주통합당 제5정책조정위원장

2013

민주통합당 언론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

2013~2014.8

더불어민주당 전국여성위원장

2013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위원

2015.2~2016.1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2015.3~2017.12

더불어민주당 표현의자유특별위원회 위원장

2016.4~

제20대 국회의원

기획재정위원회 위원[現]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정치발전특별위원회 간사

2017

문재인 대통령 후보 직속 기본소득위원회 위원장

2018

박원순 서울시장후보 공동선대본부장

2019

국회 경제민주화포럼 공동대표[~現]
국회 한‧조지아 의원연맹 회장[~現]
국회 한일의원연맹 부간사장[~現]
더불어민주당 한반도비핵화대책특위 위원[現]
더불어민주당 3.1운동ㆍ임시정부100주년기념특위 위원[現]
민주평화국민연대 상임 지도위원[現], 여성위원장[前]

저

서
Ÿ

광명에 고향을 심자 - 유승희의 생활정치 이야기, 시민의 신문사 1998.4

Ÿ

여성의원들이 삶과 도전, 여성단체연합,1998

Ÿ

딸에게 들려주는 리더십 이야기1, 해피스토리 2007.7

Ÿ

딸에게 들려주는 리더십 이야기2, 해피스토리 2012.1

Ÿ

을을 위한 행진곡2, 비타베아타 2013.9

Ÿ

활 쏘는 목민관, 해피스토리 2016.6

논

문
Ÿ

정치적 증거로서의 순교-일제하 신사참배 반대운동을 중심으로(석사학위논문), 이화여대
대학원,1985

Ÿ

여성의 정치참여확대를 위한 여성할당제의 역할(석사학위논문),한양대 지방자치
대학원,2000

Ÿ

한국의 BTL사업에 관한 연구 : 국공립보육시설 공급사례를 중심으로(박사학위논문), 한양대
대학원,2007

19대 국회 활동
Ÿ

한‧미 외교협회

Ÿ

한‧코스타리카 부회장, 한‧그로아티아 이사, 한‧코트니부아르 이사

Ÿ

국회 경제민주화포럼 공동대표

Ÿ

국회 한국패션산업그린포럼 정회원

Ÿ

국회 퓨처라이프포럼 정회원

Ÿ

국회 신성장산업포럼 준회원

Ÿ

국회 성평등정책연구포럼 준회원

Ÿ

국회 시민정치포럼 준회원

Ÿ

국회 탈핵-에너지 전환을 위한 국회의원 모임 준회원

Ÿ

국회 민주주의와 복지국가 연구회 준회원

20대 국회 활동
Ÿ

국회 경제민주화포럼 공동대표

Ÿ

국회 한‧조지아의원연맹 회장

Ÿ

국회 한일의원연맹 부간사장

Ÿ

국회 민주주의와복지국가연구회 정회원

Ÿ

국회 퓨처라이프포럼 정회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