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서구의회 의원으로
항상 현장에 있었습니다.

서울시의원으로,
작은 것부터 개선하겠습니다.

가족과 함께  건강한 서울 만들기
●  염창동 - 안양천 - 한강으로 이어지는 진 · 출입로 자전거도로 설치 및 보행환경 개선

●  염창 둘레길 야자 매트 설치(경인 양행 입구 - 염창 정자)

공원 내 공중화장실 재정비, 노후 운동시설 교체, 야간공원 조명 등 설치

아이와 엄마가  행복한 서울
●  아이맘 택시 도입 (강서구, 현재 미운영)

- 임산부 및 영유아 가정이 의료 목적으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전용 택시 지원

●  맞벌이 및 워킹맘 지원 강화

- 확실히 믿고 맡길 수 있도록 어린이집 / 보육시설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

- 보호자의 CCTV 열람에 대한 권리 행사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어린이집 대상 교육 강화

- 양질의 방과 후 돌봄 프로그램 확대

●  어린이 도서관 및 어린이 공원 지원 강화

- 부모와 아이가 함께 이용할 수 있는 어린이 도서관 예산 확충

- 어린이 공원 내 놀이기구 안전관리 및 안전보안관 제도 수립

보행자 및 운전자를 위한  안전한 도로환경 조성
●  체계적이고 구체적인 계획에 의한 도로정비

●  하수도 시설 수시 점검을 통한 환경개선으로 삶의 질 향상

●  방범용 CCTV 확충 및 도로 바닥 조명 확대 설치 등으로 골목길 야간 보행 안전성 향상

어르신 및 도움이 필요한 분들을 위한  안전한 강서
●  노인복지관, 경로당 등 코로나19 이후 침체된 노인복지 시설 및 복지 프로그램 재정비

●  노인 및 장애인 취업 기회 확대

●  장애인 및 소외계층에 문화 혜택 기회 제공



우리 지역 숙원사업부터 먼저, 

해결하겠습니다.
가양3동
1. 서울을 대표하는 유치원 / 유아 체험시설 설치

- 염강허브유치원(단설유치원 13학급+유아체험시설) 설치 25년 개원

- 유치원동(교사동, 체육관, 옥외체육장) 

체험동(실내체험관, 자연놀이터, 동화마을)

2. 염창 근린공원 방향 등산로 설치 및 황금내공원 ~ 증미산 등산로 조성

- 황금내공원 ~ 증미산 방향 공중다리 설치

3. 주거환경 개선 적극 지원 

- 공공임대아파트 재건축 / 재개발 적극 추진

- 노후 공공임대아파트 시설개선 / 공공 재건축 추진

- 지역 활성화를 위한 커뮤니티 강화형으로 정비

염창동
1. 강북횡단선 조속 추진(목동역 - 목동사거리 - 등촌2동 주민센터–등촌역)

- 염창나루역 신설

2. 염창근린공원 훼손지 공공주택 지구지정 등 공영개발 추진 

3. 염창 청소년문화센터 설치 

- 염창지구대 이전 후 해당 건물 전면 리모델링. 시설 내 취미활동 공간, 동아리, 스터디, 강의실, 상담실, 휴게공간 조성

4. 증미역 지하철 출입구 신설 추진 

- 우림블루나인, 대한통운 방면

5. 보행환경개선을 위한 연구용역 추진 및 개선방안 마련

- 지역 내 초, 중학교 밀집 지역 보행환경 개선

등촌1동
1. 강북횡단선 조속 추진 (목동역 - 목동사거리 - 등촌2동 주민센터 - 등촌역)

- 등촌역 경유 강북횡단선 

2. 서부 광역철도 조속 추진 (대장 - 홍대)

- 가양역과 홍대를 잇는 서부광역철도

3. 어울림 플라자 지역대표 주민문화 복합시설로 조정 

- 지하주차장, 공연장, 도서관, 수영장, 문화·체육센터, 다목적홀, 상가 24년 완공

- 어울림 플라자 방향으로 등촌역 신설 추진

4. 강서 정원도시 

- 녹지공원, 둘레길, 가로수 길 조성

등촌1동 어울림 플라자 (등촌역 신설 추진)염창 / 등촌1동 강북횡단선 참조 등촌1동 서부광역철도 노선도

염창동 돌봄센터염창동 실내 다목적 체육관 염창동 청소년문화센터 설치

가양3동 노후 공공임대 조감도1

가양3동 염강허브유치원

가양3동 노후 공공임대 조감도2

※ 본 이미지들은 이해를 돕기위한 이미지 컷입니다.

※ 본 이미지들은 이해를 돕기위한 이미지 컷입니다.

※ 본 이미지들은 이해를 돕기위한 이미지 컷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