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대 경기지역 국회의원 핵심공약 성적표 

핵심공약 성격 공약명 공약내용 
실천여부 

(진행상황) 

1순위 지역 창의지성교육 확대 창의지성교육을 통한 화성아이들의 좋은 성장 지원 미이행 

2순위 지역 
트램 조속 추진 및 인덕원선 솔빛나루역 

신설 추진 
동탄신도시의 활성화와 주민의 교통이동권 보호 이행 

3순위 지역 화성형고교평준화 조기 추진 입시경쟁교육 탈피, 인성 및 진로교육 확대 미이행 

4순위 공통 영세사업자 카드 수수료 1% 입법화 영세사업자 매출액한도 확대 및 카드수수료 1% 입법 이행 

5순위 공통 사회적 경제조직 유치 및 활성화 지원 
사회적경제기본법 입법, 사회적 경제 확대를 통한 화성시 경

제의 새로운 틀 마련 
미이행 

1. 제출하신 5대 핵심공약표의 실천여부 

지역구 경기도 화성 을 정당 더불어민주당 이름 이원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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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의지성교육 확대 창의지성교육의 구체적 방안 제시가 아쉽다 12 

2순위 
트램 조속 추짂 및 인덕원선 솔빛나루역 

신설 추짂 
 어딜 가나 신도시 교통 문제 난관…해결사 있을까 15 

3순위 화성형고교평준화 조기 추짂 신도시 인구 밀집에 따른 고교 신설 추짂도 쉽지 않다 12 

4순위 영세사업자 카드 수수료 1% 입법화 영세사업자 카드 수수료 하향 효과 가져와 15 

5순위 사회적 경제조직 유치 및 활성화 지원 사회적 경제조직 유치 조금은 추상적…구체적 단계가 필요하다 15 

2. 5대 핵심공약의 실천여부 검증 

지역구 경기도 화성 을 정당 더불어민주당 이름 이원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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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성 을 정당 더불어민주당 이름 이원욱 

20대 총선 선거 당시 기본 모토가 ‘공정한 대한민국’ 이었음. 공정한 대한민국을 위한 의정활동(입법, 정부와의 협의 등)을 진행하였음. 
제로페이 활성화, 도시공원일몰제, 기후변화 대응, 공공건설 상생협력 등 관련 활동을 주도적으로 벌여 왔습니다. 
 
현 정부의 혁신성장을 위해 수소경제법을 발의하고, 수소경제 활성화, 벤처활성화, 사회적경제기본법을  중점법안으로 추진하는 등 경제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교육도시 동탄 구축을 위해 화성시고교평준화를 위해 교육청, 교육부와 지속적 협의를 통해 22년에 도입가능, 경기도교육청과 협의하여 
동탄에 경기교육도서관을 건립하고 창의지성교육 확대를 위해 노력하였으며, 소기의 성과를 얻고 있습니다.  
 
또한 학교 시설 내 공기정화장치 간담회, 라돈관련 제정법 발의 등을 통해 우리 아이들이 깨끗한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기반 마련에 
힘썼으며, 현재 라돈법은 상임위에 상정되어 논의하고 있습니다. 스쿨존의 안전을 위해 초등학교 앞 횡단보도 숫자점멸등과 옐로우카펫 
설치도 확대하였습니다. 
 
  
동탄신도시의 가장 중요한 문제인 교통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SRT를 개통하였으며, GTX, 인덕원선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노력하고 있음. 
또한 솔빛나루역 신설 문제 역시 국토부와 지속적으로 협의했으며, 국토부 역시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동탄트램의 경우 국토부, 경기도와 협의하여 경기도도시철도망구축계획 고시확정을 국토부와 협의하여, 고시가 확정되었으며, 확정 이
후 조속추진을 위해 경기도와 화성시 등과 관련간담회를 열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한 트램추진을 위한 의원모임을 활
성화하여 트램4법을 대표발의하는 등 트램을 위한 법제도를 강구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