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대 경기지역 국회의원 핵심공약 성적표 

핵심공약 성격 공약명 공약내용 
실천여부 

(진행상황) 

1순위 
지역 및 

국정 기흥저수지 수질개선 기흥저수지 수질개선과 인공습지 준설 이행 

2순위 지역 용인경전철 문제 해결 용인경전철 전 구간 스크린도어 설치 이행중 

3순위 지역 안전한 용인 119안전센터, 파출소 신설 이행 

4순위 지역 지역경제 활성화 첨단지식산업센터 유치 이행중 

5순위 
지역 및 

국정 교통이 편리한 용인 광역버스노선 신설 미이행 

1. 제출하신 5대 핵심공약표의 실천여부 

지역구 경기도 용인 을 정당 더불어민주당 이름 김민기 

경기방송은 국회의원이 제출한 답변서를 토대로 취재기자 3명이 함께 검증과정을 거쳤으며, 
검증 내용을 다시 한번 의원실과 협의해 사전 반론 등 절차를 거쳤습니다. 

의정활동에 대한 자체 성과와 반성을 담을 수 있는 평가 기회를 부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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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공약 공약명 검증 (한줄평) 
점수배점 
각 20점 

1순위 기흥저수지 수질개선 생태 저수지 공원으로 거듭나길 15 

2순위 용인경전철 문제해결 시민 안젂이 우선…지하철 스크린도어 젂 구갂 설치 돼야 18 

3순위 안전한 용인 치안과 시민 안젂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 18 

4순위 지역경제 활성화 조금 더 구체적인 계획이 나왔으면… 15 

5순위 교통이 편리한 용인 버스 노선 신설 그리 갂단한 문제가 아니다 15 

2. 5대 핵심공약의 실천여부 검증 

지역구 경기도 용인 을 정당 더불어민주당 이름 김민기 

경기방송은 국회의원이 제출한 답변서를 토대로 취재기자 3명이 함께 검증과정을 거쳤으며, 
검증 내용을 다시 한번 의원실과 협의해 사전 반론 등 절차를 거쳤습니다. 

의정활동에 대한 자체 성과와 반성을 담을 수 있는 평가 기회를 부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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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의정활동에 대한 성과와 반성의 한마디 

지역구 경기도 용인 을 정당 더불어민주당 이름 김민기 

- 20대 국회 재석률 1위에 빛나는 성실한 의정활동을 펼쳤습니다. <법률소비자연맹> 이 집계한 김민기 의원 재석률은 1차년도 93.33%, 
2차년도 97.76%, 3차년도 98.99%로 3개년 모두 재석률 1위를 기록하였습니다. (전체의원 평균 67.54%) 
 
- 문재인 정부 성공과 국정과제 이행을 위한 정책과 입법에 역량을 집중하였습니다.   
- 2018년 예산부터 누리과정 예산 전액(2018년 기준 2.1억원)을 국고 지원함을 항구적으로 확보하였고, 2020년 예산에 누리과정 지
원 단가를 7년 만에 2만원 인상 (월 22만원 → 24만원/ 2,470억원 증액) 확정하였습니다. 
 
-국회 정보위원회 여당 간사로 활동하며, 문재인 정부의 한반도 평화 정책을 뒷받침하고 정보기관 개혁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국가정
보원 개혁을 위한 「국가정보원법 전부개정안」 및 「국가정보원 직원법 일부개정안」 대표발의하였고, 기무사 해편 작업 완료 및 군사안보
지원사령부 출범 과정에서 여당 간사를 맡았습니다. 
 
- 지역 최대 현안인 용인시 기흥저수지 수질개선 사업에 착수하였습니다. 2012년 초선의원으로 당선되자 마자부터 기흥저수지 수질개
선을 위해 노력, 수십차례에 걸친 간담회, 회의, 관계기관 협의, 현장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기흥저수지 수질개선사업(준설)은 2018년 
11월 착공해, 2019년 인공습지 및 준설 1구간 공사 완료, 현재 저수지 준설 2구간 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