낮은 곳에서
뜨겁게
깨끗하게

소사머슴

책자형 선거공보

제20대 국회의원선거
부천시 소사구 선거구

차명진

후보자정보공개자료
제20대 국회의원선거 부천시 소사구 선거구
1. 인적사항
기호

소속정당명

후보자 성명

성별

생년월일

직업

학력

경력

1

새누리당

차명진

남

1959.8.14.
(56세)

정당인

서울대학교대학원
정치학과졸업
(정치학석사)

전)제17대,18대국회의원
전)박근혜대통령후보
청년일자리특별본부장

2. 재산상황 및 병역사항
재산상황(천원)

병역사항

계

후보자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

후보자

18세이상 직계비속

366,194

66,606

262,873

모
고지거부

36,715

육군병장
(만기전역)

장남:
전문연구요원(복무중)

3. 최근 5년간 세금납부·체납실적 및 전과기록
소득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 납부 및 체납실적(천원)
구분

납세액

계

후보자
전과기록

체납내역
체납액 누계

현 체납액

72,275

해당없음

해당없음

후보자

71,029

해당없음

해당없음

배우자

1,210

해당없음

해당없음

직계존속

신고거부

해당없음

해당없음

직계비속

36

해당없음

해당없음

건축법위반
벌금200만원
(1993.2.8)

4. 소명서
<전과기록 소명>
모친이 제 명의로 집을 지었는데 건축사가 신고비용을 떼어먹는 바람에 무허가 건물이 되어 벌금을 냈습니다. 건
축사를 고소하려 했으나 젖먹이가 둘이나 있다고 통사정해 용서하고 제가 죄를 뒤집어 썼습니다.

왜 차명진인가?
박근혜 정부의 【성공엔진】 차명진
박근혜 정부가 성공해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계파 이해에 매달려 이 눈치 저 눈치 보는 부잣집 도련님이 아니라 대의를 위해
아낌없이 희생하는 차명진 같은 국회의원이 필요합니다.

【발목정당 심판】의 정답 차명진
사사건건 반대만 하고, 국민들께는 갑질하고, 자기편이라면 범죄자도 감싸는
더불어민주당이 아니라 새누리당 차명진이 국회의원이 되어야 국가도 부천도 살
아나게 됩니다.

소사발전의 힘 【여당 3선】 차명진
구관이 명관입니다. 재선 동안 공약 이행 우수 의원인 차명진이 당선된다면 집권
여당 3선의 힘으로, 특유의 추진력으로 소사를 확 바꿔 놓겠습니다.

【겸손해지고 깨끗한】 차명진
소사머슴 차명진이 돌아왔습니다.
낙선 후 4년 동안 10년 넘은 프라이드를 타고 다니며 쓰레기 줍기, 김장 담그기,
연탄봉사 등 낮은 곳에서 더 뜨겁게 주민을 섬겨 왔습니다.

국회의원이 끌어안고 눈물 흘려야 할 사람은

뇌물정치인이 아니라 국민입니다!

“한명숙 전 총리님께서 오늘 오후 2시 영어의 몸이 되었습니다. 참으로 비통하고 참담한
심정을 금할 수 없습니다.... 한 전 총리에 대한 대법원의 유죄 확정 판결은 매우 부당하고
정치적인 판결입니다. ”
- 2015. 8. 24 김상희 국회의원 (부천 소사구)이 Facebook에 남긴 글 -

소사머슴

차명진

김상희 의원님!
4년전 공약은 안녕하십니까?
경인전철 지하화
범안로, 심곡로 임기내 확장
소사축구장
국공립 보육시설
성주산 시민 천문대·가족캠핑장

?
?
?
?
?

김상희 의원은 "서민과 중산층의 생활개선과 편의를 위해 시급히 해결
해야 할 우리 공동의 문제"라고 밝혔다.
- 19대 총선 2012년 3월 16일 공약발표내용 중 -

차명진은 다릅니다
“17대·18대 의정활동 이력서”

송내1,2동

범박동

심곡본, 심곡본1동

송내근린공원 조성사업비 확보

범박체육공원 조성

부천 남부역광장 조성

총사업비 81억원 중 시비 10억원 확보

총사업비 81억원 중 시비 10억원 확보

부천고 도서관

현대홈타운 외곽에
탄성고무 산책로 조성

총사업비 510억원 중
국·도비 36억2천만원 확보

총사업비 중 도비 5억원 확보

심곡회주로 가로등 특화거리

총사업비 중 도비 5억원 확보

총사업비 5억원 전액 국비 확보

일신초 도서실 건립
범박고 학생식당 신축, 조리실 확충

하우고개로 확장 및 선형개량공사

국비 26억원, 도비 5억원 등
총사업비 전액확보

국비 26억원, 도비 5억원 등
총사업비 전액확보

부천남초 복합문화공간
(수영장, 체육시설) 신축

푸르지오아파트(중동역) 방음벽 설치

뚫렸다, 계수대로!

총사업비 45억8790만원 중
도비 5억원 확보

송내역, 중동역
에스컬레이터·엘리베이터 설치
성주중 체육관 건립

차명진 의원 중재로 철도시설공단과
주민이 최초로 협력해 진행한 사업

송내동에 게이트볼장, 족구 등
체육시설 부지확보
송내IC 일대 1700평 확보

373억 확보…2011년 12월 30일 개통

총사업비 88억원 중 도비 16억원 확보

자유시장 현대화사업 공사완료

소사머슴

차명진

“전국 최고의 예산확보,
18대 공약이행 우수상 수상”

소사본, 소사본3동

괴안, 역곡3동

소사구

소사대공원 단계별 확대

역곡천 정비사업비 확보

한울빛 도서관 건립

1단계 총사업비 150억원 중
도비 30억원 확보

총사업비 157억원 중
국·도비 39억5천만원 확보

총사업비 70억원 중 국·도비 37억 확보

여우고개 에코브릿지 건설

괴안근린공원 보수

총사업비 전액(국·도비 8억6025만원) 확보

총사업비 17억원 전액 국비 확보

총사업비 10억원 중 국비 5억원 확보

소안초 다목적체육관 건립

역곡역 에스컬레이터·엘리베이터 설치

소사구 100여개 경로당에 김치냉장
고, 노래방기기, 대형TV, 에어콘 설치

부천시 예산 4억5천만원,
국비 9억4500만원 확보

차명진 의원 공약사업 1호 실천

굴포천 총인처리시설 사업비 확보

옥련1길 확장

총사업비 전액(국·도비 107억3050만원 확보)

산새공원 배드민턴 전용구장 신축

총사업비 118억 중 도비 10억원 확보

국비 10억 확보 2012년 3월 공사 시작,
2015년 3월 완공

57번 버스노선 신설

중동 및 역곡고가 확장

57번 버스 온수역 7호선 연결운행

총사업비 216억원 중 도비 30억원 확보

동남우회도로 보도육교

역곡하수처리장 총인시설 사업비지원

운행 경유차 저공해 사업(매연저감
장치 부착, LPG엔진 개조 등 지원)

총사업비 20억원 중
도비 16억8천만원 확보

천연가스자동차 보급

사업비 30억6300만원 국·도비 확보

총사업비 전액(국·도비 58억6065만원) 확보

역곡하수처리구역 하수관거 정비

학교용지부담금 환급 조치

사업비 40억원 국비 확보

3047가구에 평균 174만원씩 환급

소사-원시선 전철 착공, 2016년 완
공 예정(1조 9천여억원)
경기도 부천시 소사구의 소사역과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원시역을 연결하는 철도 노선

차명진이 약속합니다
“정치! 확 바꾸겠습니다!”
국회의원이 벼슬입니까? 머슴이지!
국회의원 특권 다 내려놓겠습니다.

국회의원 무노동·무임금 철저 적용
● 국회의원 불체포특권 폐지
● 구속수감 중인 국회의원 세비 지급 중지
● 국회선진화법 폐지
● 교통수단 특권 폐지(철도무임승차)
● 국회 각종 판공비 투명화(사용 내역 공개)
●

소사머슴

차명진

사통팔달! 소사를 만들겠습니다!
경인전철 지하화를 여당 3선의 힘으로
차명진이 하겠습니다

경인전철 지하화 추진
● 부천역 이마트 자동차 통과료 폐지
● 성주산 관통 터널 건설(깊은 구지로 연결)
● 중동-소사역-온수역에 정차하는 급행노선 신설
●

(기존 송내-부천-역곡 노선의 시격은 유지)
●

소사로(시흥IC ▶ 소사방향) 일부 구간 확장

1호선 전철 급행노선 추진
부평

인천

송도

부개

송내

중동

부천

소사

온수

구로

차명진이 약속합니다
행복1번지 소사구!

■

기숙고등학교 유치

■

소사역·부천역 지하 계단 에스컬레이터 설치

■

소사구민운동장(축구장, 족구장) 조속 건설

■

등교길 사각지대 CCTV설치

■

어르신들을 위한 공공목욕탕 설치

■

각 동에 1개씩 주민 공용 헬스장 설치

소사머슴

차명진

365일 경제가 살아있는 소사구!

▲

TV조선, 「박대장」

■

소사역 역세권 개발

■

청년벤처창업지원센터 설치

■

삼양홀딩스공장 이전 및 활용 대책 마련

■

깡시장, 역곡남부시장 현대화 사업 추진

■

소사시장, 조공시장 현대화 사업 추진

■

시니어 일자리 지원센터 설치

■

자유시장 주차장 확보

집권당 3선의 힘으로
박근혜 정부의 성공을
책임지겠습니다!
소사머슴

차명진
●

●

서울대학교 정치학과 졸업
서울대학교 대학원 정치학 석사

●

●

●

●

●

부천소사 국회의원(제17,18대)
새누리당 부천소사 당협위원장前

●

한나라당 대변인前
한나라당 비상대책위원前
김문수 경기도지사 인수위원회 부위원장前
박근혜 대통령후보
청년일자리특별본부장前

부천시 소사구 소사로 257, 태한빌딩 504호 ☎ 032-345-20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