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대 경기지역 국회의원 핵심공약 성적표 

핵심공약 성격 공약명 공약내용 
실천여부 

(진행상황) 

1순위 지역 
월곶～판교 복선전철의 비산역, 관양

역 설치 추짂 
올해부터 사업이 본격 추짂되는 월곶~판교 복선

전철에 비산역, 관양역 설치 
이행 

2순위 지역 4호선 출퇴근 시갂 배차시갂 단축 
교․직류 겸용열차 구입 등으로 출퇴근시갂대 4

호선 증차  
미이행 

3순위 지역 만성적인 주차난 해소방안 마련 
미홗용 부지 주차장 개발, 대형건물 부설주차장 
개방 지원, 대문․담장 허물기 지원 등을 통한 주

차문제 해결방안 마련 

이행 
(미흡) 

4순위 지역 
교육홖경 대폭 개선! 가고 싶은 학교 

만들기 

체육관 없는 학교에 체육관 싞설 지원, 각급 학
교 노후 컴퓨터, TV 등 교육 기자재 교체, 화장실 

현대화 지원, 탈의실 설치 지원 
이행 

5순위 지역 안전한 안양, 안심 안양 추가적인 CCTV설치 및 귀가달린 CCTV도입 이행 

1. 제출하신 5대 핵심공약표의 실천여부 

지역구 안양 동안구 갑 정당 더불어민주당 이름 이석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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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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5대 핵심공약의 실천여부 검증 

지역구 안양 동안구 갑 정당 더불어민주당 이름 이석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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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핵심공약 공약명 검증(한줄평) 
점수배점 
각20점 

1순위 월곶～판교 복선전철의 비산역, 관양
역 설치 추짂 

추가역 설치로 인근 도시 잇는 중추적 역할 기대 20점 

2순위 4호선 출퇴근 시갂 배차시갂 단축 현재로써는 계획 전무,  노후화한 열차 개선도 과제  8점 

3순위 만성적인 주차난 해소방안 마련  주차타워 추가 확보로 주차난 해소 기대 14점 

4순위 교육홖경 대폭 개선! 가고 싶은 학교 
만들기 

체육관 확보 소식에 학생도 학부모도 선생님도 웃음
꽃 

20점 

5순위 안전한 안양, 안심 안양 
촘촘한 CCTV 확보로 사각지대 없는  안전망 만들기
구심점 역할  

2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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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의정활동에 대한 성과와 반성의 한마디 

지역구 안양 동안구 갑 정당 더불어민주당 이름 이석현 

1. 상임위(외교통일)활동 
20대 국회 외통위원으로서 문재인 정부의 '한반도 운전자' 외교 정책을 국회에서 적극 보호‧지원 
 
2. 국민 눈높이에 맞는 시의적절한 입법활동 
전재용 방지법, 우병우 체포법, 소년3법, 인사청문회법에 노력 
 
3. 생명보호‧생명존중 의식 확대를 위한 입법활동 
1)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2002257)(2016.09.09.)  
2)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2002329)(2016.09.19.) 
3)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002330)(2016.09.19.) 
4)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008058)(2017.07.18.) 
5)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2010438)(2017.11.27.) 
6) 생명문화교육지원법안(2016449)(2018.11.8.)/제정법 
7) 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2021204)(2019.6.28.) 
 
4. 지역발전을 위한 입법활동 
1)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010934)(2017.12.20) 
 
5. 역사인식 바로 세우기 위한 입법활동 
1) 욱일기 금지 3법 
2) 민주화추진협의회 유공자 단체의 설립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2018574)(2019.02.12.)/제정법 
3)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2018609)(2019.2.13.) 
4) 상훈법 일부개정법률안(2022380)(2019.9.6.) 
 
지역활동 
1. 월곶-판교 복선전철의 신속한 설치 추진 
2. 인덕원-수원 복선전철(인덕원-동탄 복선전철) 의 신속한 설치 추진  
3. 특교 확보를 통한 안양지역 발전 견인 
- 행안부 특별교부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