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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영길의 힘!
계양시대가 

열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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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녀는 회사원으로서 독립생계를 유지하고 있으므로 재산신고를 거부함.
전과 기록 중 공문서 변조, 절도,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위반은 민주화운동으로 현상수배되어 도피하던 중 불심검문을 피하기 위해 
친구가 빌려준 신분증을 가지고 다님. 이 신분증은 친구 형의 것에 사진을 바꿔 붙인 것으로 체포 당시 친구에게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해 
훔친 것이라 진술하여 집시법 위반에 공문서 변조, 절도가 추가되었음. 그러나 1987년 6월 항쟁의 성과로 민주화운동으로 인정받아 
사면복권 됨. 
정치자금에 관한 법률위반은 1999년 재선거 시 낙선한 후 회계처리미숙으로 발생한 것임.

없음

-공문서변조, 절도,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위반

  징역 1년 6월,집행유예 3년 (1985.4.16)

-정치자금에 관한 법률위반

  벌금 10,000,000원 추징 (2003.01.14)

없음

없음

없음

없음

408,591 200,671 135,758
장녀: 고지거부

장남: 없음

보충역 및 

소집면제

(수형)

장남 : 육군 병장

(만기)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남
1963.03.21

(57세)
국회의원

연세대학교
경영학과 졸업,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중어중문학과 졸업

(전) 민선 5기 인천광역시장

(현) 4선 국회의원

(제16, 17, 18, 20대)

재 산 상 황 (천원)

최근 5년간 소득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 납부 및 체납실적(천원)

후보자
전과기록

병 역 사 항

계

구 분

후보자

계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

납세액
체납내역

체납액 누계 현 체납액

후보자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 후보자 18세 이상 직계비속

소속정당명
후보자
성명

성 별
생년월일

(세)
직 업 학 력 경 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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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각장 반대이유 3

계양테크노밸리는 사람이 살지 않았던 송도·청라와 다릅니다!

송도, 청라지역은 사람이 살지 않던 곳을 개발하면서 소각장을 설치했습니다. 하지만 동양동ㆍ귤현동은 이미 2만 7천여명의 

주민들이 살고 있습니다. 계양테크노밸리 1만 6천여 세대의 쓰레기 처리를 위해 동양동ㆍ귤현동 주민이 피해를 보는 것은 공

정하지 않습니다.

2003년 논밭이던 청라 2006년 바다를 매립중인 송도

송도
100m

목동
150m

동양·귤현
57.86m

소각장 반대이유 1

같은 권역에 소각장 2개?
소각장 반대이유 2

고도제한구역

계양테크노밸리와 부천 대장지구는 LH 계양부천사업단이 관

장하는 하나의 권역입니다. 이미 대장동 소각장(300톤 용량)

이 가동 중이고, 지하화ㆍ현대화가 논의되고 있습니다. 이를 

활용하는 방안을 찾겠습니다.

소각장 굴뚝 높이는 100미터 이상이어야 환경오염을 줄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동양동ㆍ귤현동은 고도제한구역이라서 굴

뚝 높이가 57미터를 넘을 수 없습니다. 57미터 굴뚝으로는 소

각장이 들어서기 어렵습니다.

LH 인천지부 
계양부천사업단

계양
테크노밸리

부천
대장지구

동양동·귤현동 
소각장 백지화!

송영길이 소각장을 막아내겠습니다



판교를 뛰어넘는 대한민국 최고의 첨단도시!
글로벌·첨단기업 유치, IT·BT 산업단지 조성하겠습니다

일 자 리 

많 은 

계양시대!

계양테크노밸리, 
일자리 창출과 
상권 활성화에 도움될 것 

67.9%

KSOI, 2019년 12월 5~7일 여론조사, 계양구을 지역구 거주 19세 이상 성인남녀 700명

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서 ±3.7%, 응답률 2.9%

계양테크노밸리 101만평 확정

일자리 10만개 창출 예정

Q. 계양테크노밸리는     
     어떤 곳일까요?

판교테크노밸리의 2019년 매출액은 87.5조원입니다. 

인천시 1년 총생산 88조원(2018년)과 비슷합니다. 

계양테크노밸리는 판교보다 8만평, 1.4배가 더 큽니다. 

산술적으로 보면, 1년 매출액이 122조원에 달할 

것입니다.

3기 신도시 중 ‘테크노밸리’는 계양이 유일합니다.
10만 개가 넘는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송영길의 힘과 의지의 결과물입니다.

판교 87.5조원 인천시 88조원

계양 122조원



판교를 뛰어넘는 대한민국 최고의 첨단도시!
글로벌·첨단기업 유치, IT·BT 산업단지 조성하겠습니다

계양테크노밸리
산업단지

27만평
판교테크노밸리

산업단지

19만평

4년 전 약속을 지켰습니다 
대한민국 미래 산업의 중심축이 됩니다

송영길계양시대

※지구계획 등에 따라 변경가능

20대 총선 당시, 경쟁 후보 모두가 불가능하다고 했던 계

양테크노밸리 101만 평! 송영길의 힘으로 해냈습니다. 

인천시장 시절, 정치·외교역량을 발휘하여 삼성바이오로직스, 

하나금융타운, 뉴욕주립대 등 외국대학, 녹색기후기금(GCF) 

같은 좋은 일자리를 만들었기에 지금의 송도가 있습니다.

이번엔 계양테크노밸리입니다.



계양 예비군훈련장 이전

계양생활문화센터·계산119안전센터 신축

‘어르신’ 기초연금 30만원 인상

연간 10만명이 훈련받는 예비군훈련장의 소음이 사라지고 경인여대의 

교육시설이 새롭게 들어섭니다.

계양2동에 ‘계양생활문화센터’를 신축해 문화공간을 만들고, 30년

만에 신축된 계산119안전센터는 주민들의 안전을 책임집니다.

올해부터 325만명의 어르신들에게 월 최대 30만원의 기초연금이 지급

됩니다. 작년보다 169만명 늘었습니다. 2021년부터는 70%의 어르신

들로 더 확대됩니다.

송영길이 해냈습니다
서운일반산업단지 준공

계양산 나눔길 조성

주차난 해결을 위한 공영주차장 확충

상야2지구 어린이공원 조성 등 계산공업고 다목적강당 증축  12.5억원

유소년 축구전용구장 건립
신대초ㆍ병방초 등
다목적강당 증축 40.5억원

계양3동 주민센터 신축

생활안전 CCTV 설치
임학중ㆍ계양중 등 다목적강당 및   
   급식소 증축 71.7억원

특별교부세

146.89억원
특별교부금

127.31억원

274.2억원의 국비 추가확보!

2020년까지 71개 기업이 입주하면 1만명 이상의 고용 유발효과, 1조 4천억원 

규모의 생산 유발효과가 예상되는 등 경제자족도시로서의 기반이 착착 만들

어지고 있습니다.

계양산성, 산성박물관, 임학어린이공원 등이 연결되어 산림휴양과 역사

탐방을 할 수 있는 인프라가 하나둘 조성되고 있습니다.

계산동 공영주차장(24.3억원), 경인교대역 환승주차장(33억원), 용종동 

공영주차장(6.6억원), 병방동 공영주차장(20.1억원) 등 주차공간을 확보

했습니다.

소득하위 20% 어르신(156만명)에게
기초연금 월 최대 30만원 지급

소득하위 40% 어르신(325만명)에게
기초연금 월 최대 30만원 지급



송영길이 하겠습니다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계양

생활체육복지도시, 계양

어르신의 당당한 노후생활 보장

좋은 일자리 많은 도시, 계양

#등굣길 안전을 위한 과속카메라 설치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청소년문화공간 확대 #경인교대-서울대 통합

#어린이과학관 부근 공영주차장 조성

#서부간선수로, 친수공간 조성 #귤현역-귤현지구 연결육교 설치 

#계양근린공원ㆍ갈현체육공원 조성 #계양권역 버스공영차고지 조성 

#방축동ㆍ동양동 실내체육시설 및 계양 야구장 조성 

#계양1동 행정복지센터ㆍ계양2동 생활문화센터 신축 

#장애인 의무고용률 상향 및 장애인 이동권 개선

#장기동 인천지하철 1호선 검증위원회 구성

#어르신 지원 주택 공급 대폭 확대

#소득하위 70% 어르신 기초연금 2021년까지 30만원 인상

#어르신 일자리 향후 4년간 매년 10만개씩 확대

#계양산업단지 조성 #방송통신시설, 방송국 유치 #근로장려금(EITC) 확대

#경인아라뱃길 활성화(문화·관광 인프라 설치)

#온누리상품권 확대를 통한 골목상권 활성화 #계산시장 환경 개선

#장기동 미니신도시 조성 용역 발주

청년이 행복한 도시, 계양
#청년·신혼부부 맞춤형 주거 10만호 공급  #도심 내 폐교 리모델링 통해 행복기숙사 공급

#국가장학금 지원 확대 및 학자금 대출금리 인하

#청년 농업인 지원·육성 #청년 문화·예술인 창작활동 지원 

#대학 및 지역 등 청년 취업·창업 활동지원 강화



GM코리아, 연구·생산기지 육성

계양산 수목원 유치

계양구 보건소 신설

계양 종합병원 유치

자칭 ‘GM코리아 홍보대사’인 제 아내도 트레일블레이저를 구입했습
니다. GM코리아 부평공장은 인천경제 특히 계양ㆍ부평구의 심장입
니다. 글로벌 GM생산체계의 중심 연구ㆍ생산기지로 발전해가도록 
뒷받침하겠습니다.

계양산은 인천시민 모두가 누려야 할 ‘인천의 허파’입니다. 롯데그

룹, 인천시, 계양구와 협의해 계양산 롯데부지 77만평을 곤지암 <화

담숲>처럼 관광경쟁력 있는 수목원으로 개발하겠습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안전’이 더 중요해졌습니다. 계양구청 앞 등기소 

부지에 지상4층, 지하2층 규모로 음압병실 2개를 갖춘 최고의 계양

보건소를 건설하겠습니다.

계양구 주민들의 건강한 삶을 지켜내겠습니다. 계산1동 캐피탈호텔 

옆에 종합병원을 유치하겠습니다.

안전하고 깨끗한 계양시대, 
송영길이 만듭니다

  사통팔달 계양시대, 
                     송영길이 만듭니다

계산종합의료단지 조감도

곤지암 화담숲



계양역 승강장 2배 확장

도시철도 1호선 검단 연장

계양역 승강장이 넓어집니다

인천 서북부 지역의 교통여건이 좋아집니다

ㅇ사업비 55억원 ㅇ2021년 6월 완료

ㅇ사업비 7,277억원
ㅇ계양역~검단신도시(6.825km) ㅇ2024년 개통

경인고속도로 지하화, 국가 재정사업 전환

서울외곽-인천공항 고속도로 연결로 신설(서울방향)

하루 평균 3만명이 이용하는 승강장 폭이 좁아 서 있기

도 힘들었던 계양역 승장장이 2배로 확장됩니다.(7.75m 

→ 15.25m) 공항철도 개통 13년 만입니다. 55억원의 예

산을 투입해 내년 6월 공사가 마무리됩니다.

심각한 인천 서북부 지역의 교통문제를 개선하고, 시민의 교통

편의를 높이기 위해 1호선 계양역과 검단신도시를 연결하는 

도시철도망이 확보됩니다.

계양-여의도-강남-송파
공항철도, 서울지하철 9호선 직결

ㅇ사업비 2,016억원        ㅇ2023년 연결

공항철도와 지하철 9호선이 바로 연결됩니다.
인천 서북부인 계양과 검단ㆍ검암ㆍ청라 주민들도 김포공항역에서 

환승하지 않고 여의도ㆍ강남·송파까지 한 열차로 간다! 인천시민 

모두의 바람이 이제 현실화됩니다.

작전 서운
효성

계양

계양-홍대·신도림 
서울지하철 2호선 연장

ㅇ사업비 3조4,700억원
ㅇ  2019년 12월 사전 타당성조사 용역 완료 
ㅇ   2020년 「광역교통시행계획」 반영 예정

서울 가는 길이 빨라집니다. 
청라에서 계양을 거쳐 홍대까지 연결되는 지하철 2호선 

연장!(34km) 인천에서 서울까지 10분 시대가 열립니다.

안전하고 깨끗한 계양시대, 
송영길이 만듭니다

  사통팔달 계양시대, 
                     송영길이 만듭니다

구분 사업구간 사업기간 사업비

일반화
인천IC∼서인천IC

(L=10.45km, B=50m)
2016~2024 4,000억원

지하화
서인천IC∼신월IC

(L=9.97km, 지하6차로,중
앙녹지4~7m)

2016~2025
8,256억원

(국비 1,635억원, 
민간 6,621억원)



평화가 곧 경제인
새로운 패러다임의 시대를
열어가겠습니다

01 대통령직속 북방경제협력위원회 현판식 02 개성공단 우리기업 상품 국회 전시회 주최

03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 (세계지식포럼) 04 문재인 대통령 러시아 국빈방문 05 문재인 대통령 중국 국빈방문 

06 더불어민주당 동북아평화협력특별위원회 출범식 07 부시 대통령(코리아소사이어티) 08 한·러 기업협의회 출범식 

09 슈뢰더 전 독일 총리(아시안리더십콘퍼런스) 10 해리 해리스 주한 미국대사 11 블라디보스톡 시베리아횡단철도 시찰 

12 할트마 바트톨가 몽골 대통령 13 톤키흐 나선콘트란스 사장과 북한 나진 시찰

대통령직속 북방경제협력위원회의 초대 위원장이자, 

더불어민주당 동북아평화협력특별위원회 위원장

으로서, 문재인 대통령의 한반도 평화정책을 힘있게 

뒷받침하고 북한을 연계한 동북아시아 국가 간 새

로운 다자협력 시대를 열어가기 위해 열심히 뛰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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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現) 더불어민주당 동북아평화협력특별위원회 위원장

●   4선 국회의원(16·17·18·20대, 인천 계양구을)

●   前) 대통령직속 초대 북방경제협력위원회 위원장

●   前) 문재인 대통령 러시아 특사

●   더불어민주당 제19대 문재인 대통령후보

   중앙선거대책본부 총괄본부장

●   민선 5기 인천시장

●   변호사 1994 사법시험 합격(36회)

●   1984~1992 인천 선창산업 노동자, 대우자동차 

건설현장 용접공, 택시기사 등 노동운동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중어중문학과·일본학과 졸업

   연세대학교 경영학과 졸업

   광주대동고등학교 졸업
●   전남 고흥 출신

인천 계양구 경명대로 1165, 대안빌딩 2층   tel. 032-547-0415   fax. 032-547-0414   email. songyounggil@naver.com

facebook.com/songyounggil63 blog.naver.com/songyounggil instagram.com/bulloger1 TV송영길

송영길의 힘!
계양시대가 열립니다!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투표
계양구을선거구

 기호 정 당 명 성   명 기표

2 ◯◯당 ◯◯◯

3 ◯◯당 ◯◯◯

1 송영길

누구든지 별도신고 없이 사전투표할 수 있습니다.

가까운 읍·면·동사무소에서 신분증만 있으면 투표 가능.

선거일 4월 15일(수) 
투표할 수 없다면

4월 10~11일 오전 6시~오후 6시
사전투표하세요!

동양동 해모로아파트 집 앞에서

인천은 제 삶의 터전이고 어머니와 

같은 곳입니다.

1985년 20대 청춘으로 사회의 첫발을 

이곳 인천에서 임금노동자로 시작하여 

결혼까지 했습니다.

91년 계양구에서 첫딸을 낳고 딸·아들이 

계양에서 자라 성인이 되었습니다. 

어느덧 35년의 세월이 훌쩍 지나갔습

니다.

계양구민들과 인천시민들께서 부족한 

저를 품어 4선 국회의원과 인천시장이

라는 과분한 직분을 맡겨주셨습니다.

이제 ‘송영길 정치’ 20년의 힘으로 계양

구민과 함께 위대한 계양시대를 열어가

겠습니다.

다시 찾을 
소중한 일상! 

함께 이겨냅시다!
#코로나19_극복 #힘내라_계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