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주의 ‘자존심’을 

지키겠습니다.

광주가 키운 

‘광주의 힘’이 되겠습니다.

책자형 선거공보

제21대 국회의원선거 경기도 광주시(을)

(오포읍, 초월읍, 곤지암읍, 도척면)



후보자 정보 공개자료
제21대 국회의원선거 경기도 광주시(을) 선거구

1. 인적사항

기호
소속

정당명
후보자
성명

성별
생년월일

(  세)
직 업 학 력 경 력

1
더불어

민주당
임종성 남

1965.8.5.

(54세)
국회의원

한양대학교 행정·자치대학원 

졸업

(사회복지학석사)

(현)제20대 경기 광주시(을) 국회의원

(현)제20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2. 재산상황 및 병역상황

재 산 상 황(천원) 병 역 상 황

계 후보자 배우자
(사실혼)

직계존속 직계비속 후보자 18세이상 직계비속

304,907 175,749 △46,939 152,385 23,712
육군 하사

(만기전역)

장남 : 육군 병장

         (만기전역)

3. 세금납부·체납실적 및 전과기록

 최근 5년간 소득세ㆍ재산세ㆍ종합부동산세 납부 및 체납실적(천원)

후보자 전과기록
구 분 납세액

체 납 내 역

체납액 누계 현 체납액

계 23,756 없음 없음

없음
후 보 자 23,716 없음 없음

직 계 존 속 15 없음 없음

직 계 비 속 25 없음 없음

4. 소명서



‘광주 사람’, 임종성은 
누구보다 광주를 잘 압니다. 

광주 발전의 걸림돌인  

교통문제 해결에 전력하는 이유입니다. 

그리고 성과를 냈습니다. 

마무리도 임종성이 할 수 있습니다.

임종성은 일할 줄 아는
‘진짜 일꾼’ 입니다.

‘말로만 하는 정치’, ‘앉아서 하는 정치’를 싫어합니다. 

임종성은 주민을 먼저 찾아가고, 답을 찾습니다. 

광주가 키운 임종성이 ‘광주의 힘’이 되겠습니다.

광주, 알아야 보입니다.



광주의 힘!

임종성이 추진한 사업, 

임종성만이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 오포~분당 도시철도 구축

· 오포 수변공원 및 자전거길 조성(신현·능평·문형)

· 신현문화체육복합센터 건립

 - 공공도서관, 국민체육센터 및 생활문화센터, 

  국·공립 어린이집, 돌봄센터, 주거지 주차장   

· 맘(Mom) 편한 놀이터 조성 

· 고산도서관 복합시설 건립 

 - 다함께돌봄센터, 생활문화센터

· 국지도57호선 오포~분당 확장사업 추진 

· 국도43호선 죽전~오포 확장사업 추진

· 국도43호선 문형교차로 개선 

· 경안천(매산·고산~지월·역동) 제방도로 개설 

오포 공약

‘광주 활력’ 임종성, 

곤지암천 시민문화공원 이미지맘(Mom) 편한 놀이터 이미지 초월 배드민턴·탁구 전용구장 이미지문화복지센터 이미지 



광주의 힘!

· 중부고속도로 가칭)초월중부IC 설치 

· 초월~오포 도로 개설

· 곤지암천 제방도로 개설

· 산이리 통로암거 확장사업 추진

· 도평리~초월성당 인도교 건설

· 도평리~지월리 도로 개설

· 지월리~쌍령동 연결도로 개설

· 초월 배드민턴·탁구 전용구장 건립

· 초월 청소년 문화의 집 건립

초월 공약

· 국지도98호선 만선~건업 확장사업 추진

· 경기도 유기농산업 복합서비스 지원단지 건립

· 만선문화복지센터 건립

 - 도서관, 보건진료소, 생활문화센터, 국민체육센터

· 곤지암천 시민문화공원 및 자전거길 조성

· 곤지바위 시민광장 조성

곤지암 공약

· 국지도98호선 진우~유정(도척IC) 확장사업 추진

· 태화산 숲길 정비 및 유아숲체험원 조성

· 도척 119지역대 소방청사 건립 

도척 공약

‘광주 활력’ 임종성, 도약하는 광주!

곤지암천 시민문화공원 이미지 유아숲체험원 이미지 



꽉 막힌 광주 교통, 
파란불을 켜겠습니다.
철도, 광주와 전국을 잇습니다. 광주의 가치를 높입니다.

이매이매

GTX-A

오포

분당

오포~분당 도시철도(안)

경기광주역

임종성 검토 오포~분당 도시철도(안)

임종성의 철도 성과 및 공약

• 오포~분당 도시철도 구축 추진 : (성과) 2020년 예산안 부대의견 반영

•  수서~광주 복선전철 사업 원활 추진 
 (성과) 예비타당성 조사 통과 및 설계비 등 착공 전 예산 확보

•  (성과) 경강선 막차시간 연장, 출근시간대 상·하행선 열차 추가 투입

• 오포~분당, 죽전~오포 확장 등 정부 ‘제5차 국도·국지도 5개년 계획’ 반영 : 

 (성과) 광주 관내 6개 사업, 계획 수립 위한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 사업 포함

• 중부고속도로 (가칭)초월중부IC 설치 

 (경과) 광주시와 경기도, 국토부, 도공 등과 지속 협의 및 사업 추진

•초월~오포 도로 개설

•경안천 및 곤지암천 제방도로 개설

•(성과) 국지도98호선 곤지암~만선, 도척~곤지암 도로 확장 예산 확보

임종성의 주요 도로 성과 및 공약

거제

부산

12분

수서
69분 강릉

 2020.01.04

광주 오포~분당, 죽전~광주간 

도로확장 본격화 ‘시동’
임 의원은 “오포 지역의 교통문제는 오포~분당 간 도
시철도망 구축과 국지도57호선 도로 확장으로 해결될 
수 있는 만큼 국회 국토교통위위원회 위원과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의 경험을 살려 반드시 추진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2020.01.05

광주 관내 간선도로 국토부 

계획 예타에 포함
임 의원은 “오포 지역의 교통문제는 오포~분당 간 도

시철도망 구축과 국지도57호선 도로 확장으로 해결될 

수 있는 만큼 국회 국토교통위위원회 위원과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의 경험을 살려 반드시 추진하겠다”

고 말했다.

광주의 힘!

도로, 오포와 초월을 잇습니다. 시민의 마음을 잇습니다.



지역마다 특성에 맞는 거점형 문화체육시설을 만들겠습니다.

•�오포�신현문화체육복합센터,�초월�배드민턴·탁구�전용구장,�곤지암�만선문화복지센터,�

도척�태화산�숲길정비�및�유아숲체험원�등을�건립

하천 수변구역을 광주시민들이 즐길 수 있는 공원으로 
탈바꿈시키겠습니다.

•�오포�수변공원�및�자전거길�조성�:�신현·능평·문형리�주민들이�즐길�

� 신현(능평)천~오산천�공원화�

•��곤지암천�시민문화공원�및�자전거길�조성

우리 아이들이 미세먼지 걱정 없이 
맘껏 뛰놀 수 있는 실내놀이터를 
만들겠습니다.

•�오포�맘(Mom)�편한�놀이터�건립

청소년들이 꿈을 키우고, 가꿀 곳을 

만들겠습니다.

•�오포·초월�청소년�문화의�집�건립

곤지암 구도심을 살려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겠습니다.

•�곤지바위�시민광장�조성

고산지구에 또 다른 ‘생활 SOC 복합화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고산도서관�복합시설�건립

멀리가지 마세요! 
집 앞에서 즐기세요.
‘기분 좋은 변화’, 임종성이 마무리합니다.

광주 관내 간선도로 국토부 

계획 예타에 포함



아이들이 안전한 나라,
임종성이 만듭니다.

광주의 힘!

차들이 쌩쌩 달리는 도로, 아슬아슬하게 걷는 우리 아이들, 

이런 광주부터 바꾸겠습니다.

임종성의 20대 국회 ‘제1호 법안’, 어린이 통학로 확보 법안입니다.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 국회의원 임종성 대표발의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종성이 집권 여당 민주당, 

그리고 정부와 함께 힘있게 추진하겠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지정·관리 대상에 ‘통학로’ 포함 및 교통안전 시설 확충 등 추진

• 어린이 보호구역 안전표지, 미끄럼방지포장, 과속방지턱, 옐로우 카펫 등  

 안전시설 정비·강화 추진

• 등하교 시간 공사차량의 통학로 통행금지 실시 등 추진

• 학교 반경 1.5㎞ 밖 거주 저학년 학생 위한 통학버스 배치·운영 추진

• 어린이 탑승 차량 ‘어린이 통학버스’ 지정 유도 및 신고의무 대상 단계적 확대 추진



더불어 사는 대한민국을 
만들겠습니다. 
모두가 함께 웃을 수 있는 나라

임종성이 꿈꾸는 대한민국입니다.

코로나19로 힘든 소상공인과 자영업자가 웃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골목상권�화폐인�온누리상품권·지역사랑상품권�발행�규모�확대�추진�

� (‘20년�5.5조→‘24년�10.5조)

•소상공인�보증규모�연�1.5조원씩�추가�확대�추진

임종성은 지난 4년 동안 초월 소재 ‘한사랑학교 특별교실 및 체육관 신·증축’, 

곤지암 소재 ‘동현학교 급식실 및 체육관 증축’ 예산을 확보·지원하는 등 

“항상 장애인과 함께 했습니다.”

장애인의 자립 기반을 조성하겠습니다.

•장애인연금�수급권�단계적�확대�추진

•생애주기별�맞춤형�교육지원�확대�및�특별교통수단�확충

어르신들의 당당한 노후생활을 보장하겠습니다.

•‘21년까지�기초연금�30만원으로�인상�추진

•��아파트�형태의�‘노인�공동거주�지원주택’�건립�추진�:�공동식당,�빨래방�등�

� 편의시설과�복지관,�물리치료실,�경로당,�요양보호실�등�조성

양육 부담 덜도록 ‘아이돌봄 체계’를 강화하겠습니다.

•가정양육�선택�부모�위해�시간제�보육�확대�추진�및�온종일�돌봄체계�구축



임종성은 일할 줄 압니다. 
열정까지 있습니다.
‘핵심 꿰뚫는 정책 제언’, ‘뚝심’, 

임종성의 의정활동에 대한 평가입니다.

경기 3대 일간지가 선정한 2019 『국감인물』 임종성

[국감인물] 임종성 더불어
민주당 의원 “대기업 고급
단열재 1급 발암물질 방출”

서민주거안정, 국민안전 강화의 뚝심…
20대 마지막 국감서 유감없이 발휘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임종

성(광주을)의원은 국민 안전을 책임지는 ‘건축정

책전문가’라는데 이견이 없다.

19.10.16

[국감인물] 국토위 임종성
(민주당·광주을)

핵심 꿰뚫는 정책 제언… 동료·피감기관 ‘호평’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임

종성 의원(광주을)이 제20대 국회 마지막 국

정감사에서 초선 의원의 ‘패기’와 ‘세심함’을 

유감없이 발휘하며 ‘정책 국감’의 최선봉에 

서고 있다.

19.10.17

[국감인물] 국토교통위 민주당 
‘임종성’, “LH시공 아파트 

소음·광주행 전철 조기착공”

서민 주거 안정·지역 현안 해결에 ‘뚝심 활동’

임종성(광주을·사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해 국정감사에 이어 올해 국감에서도 국

민 안전 ‘파수꾼’을 자처했다.

19.10.17

광주시민이 주셨습니다. 

여러분의 든든한 

진짜 일꾼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선정 국정감사 우수의원 수상

•녹색어머니회 등 3개 시민단체 감사패

•국회의장 선정 ‘입법 및 정책개발 우수 국회의원상’ 수상 

광주의 힘!



광주의 힘이 되어 
어디든 달려가겠습니다.
임종성의 마음은 ‘광주사람’에 대한 자부심입니다. 

옆자리는 언제나 광주시민입니다.

광주를 위해 

계속 

달리겠습니다.

이개호 농림부 장관 면담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면담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 면담

송재호 국가균형발전위원장  면담 이재정 경기도교육감 면담

이재명 경기도지사 면담

문재인 대통령과 함께

유은혜 사회부총리겸 및 교육부장관 면담



 

임종성은 ‘진심’ 입니다.
불편을 호소하는 목소리에 크고 작음을 가리지 않습니다. 

책상 앞에 앉아 있기보다 현장으로 달려갑니다.

젊은 열정과 추진력으로 4년 만에 

교통 문제 해결을 위한 첫 단추를 끼웠습니다.

정부 생활SOC 복합화 사업 등을 유치했습니다.

오랜시간 광주 시민과 함께 해 온 사람,

오랫동안 광주 시민의 곁에 머물 사람, 

임종성의 힘이 되어 주십시오.

경기 광주시 초월읍 경충대로 899, 초월프라자 3층  T. 031-741-1010

•1965년 8월 5일, 경기도 광주 초월 출생

•한양대학교 행정·자치대학원 졸업 (사회복지학석사)

•현) 제20대 국회의원 (경기 광주시을)

•현) 제20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위원

•현) 제20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현) 제20대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위원

•현) 더불어민주당 원내부대표

•현) 더불어민주당 4050특별위원회 위원장

•현) 더불어민주당 코로나19 국난극복위원회 코로나뉴딜TF 단장

 잠깐! 광주 일꾼 뽑는 사전투표 해요.

 4월 10일(금)~11일(토) 
 오전 6시~오후 6시  ※ 장소 : 읍·면·동 주민센터 등
 ※ 신분증만 있으면 미리 투표 가능

 만 18세 청소년도 선거권 있어요. 

 우리 함께 해요.

� •국가장학금 지원 확대 및 학자금 대출 금리 인하 추진

 육군 하사 임종성이 추진합니다.

� •현역병 단체보험 도입으로 의료보장 강화

� •예비군 훈련 기간 1년 단축, 

    동원훈련 보상비 현실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