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민대표  (전) 김포시장

유영록무소속

김포가 
키운 사람!

김포를 
키울 사람!

제21대 국회의원선거 김포시(갑) 책자형 선거공보



후보자 정보 공개자료
-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김포시(갑) 선거구 -

1. 인적사항

2. 재산상황 및 병역사항

3. 세금납부·체납실적 및 전과기록

4. 소명서

기 호 소속정당명 후보자성명 성 별 생년월일(세) 직 업 학 력 경 력

8 무  소  속 유영록 남
1962.09.22.

(57세)

경기도평생
교육진흥원 

이사장

서울시립대학교
대학원 수료 

(도시행정학과 박사과정)

(전)김포시장 (민선 5, 6기)

(전)대통령자문 국가균형
발전위원회 자문위원

재산상황(천원) 병역사항

계 후보자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 후보자 18세이상 직계비속

2,097,158 1,020,069 725,739 부 : 고지거부
장남 : 173,826
장녀 : 177,524

만기제대
(육군병장)

장남 : 만기제대(육군병장)

최근 5년간 소득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 납부 및 체납실적(천원)

후보자 전과기록
구 분 납세액

체납내역

체납액 누계 현 체납액

계 48,206 없음 없음

해당없음

후   보   자 39,149 없음 없음

배   우   자 6,706 없음 없음

직 계 존 속 부 : 신고거부

직 계 비 속 2,351 없음 없음



유영록이 가진 
모든 것을 쏟아붓겠습니다!

김포에서 나고 김포에서 자랐습니다.

재선 경기도의원으로, 그리고 재선 김포시장으로 

키워주신 것은 김포시민이었습니다.

끝까지 김포를 
지킬 사람 유영록

김포를 위해 출마한 후보와 

선거를 위해 김포에 온 사람이 있습니다.

김포의 미래만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 

자신의 미래만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정당보다 사람이  
먼저입니다

유영록은 “사람이 먼저”라는 삶의 철학으로, 

김포시장 재직시절 사람 먼저, 

시민 최우선 행정을 펼쳤습니다.

정치도 사람이 먼저입니다.➊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는 제도 혁신

➋ 모든 선출직 공직자 3선  제한

➌ 국민의 의사 무시한  

현 정당 · 선거제도 개혁

유영록의 
정치개혁 소신

변함없는 사랑,
김포를 지킬 사람, 

유영록무소속



서울로, 전국으로, 세계로 
가장 빠른 도시 김포!

 한강하구 철책제거 및 한강둔치 생태공원 조성 추진

 신곡수중보 철거 및 한강물길 복원 추진

 한강하구 물류수송(북한 · 중국)등 워터프론트 

조성 추진

 환 황해권 물류거점단지(고촌 아라뱃길 인근)

조성 추진

대한민국 
평화문화 1번지 김포!

 지하철 5호선(김포한강선) 유치 추진

 GTX-D(서부권 광역급행철도) 유치 추진

 인천 2호선-김포-고양(GTX-A) 연결 추진

 김포지하철(골드라인) 차량증차 신속 추진

 직행 광역버스 확충 및 스마트버스 도입 추진

 공영주차장 확대 추진

(역세권, 풍무동, 장기동 등 상업지역 내)

시민의 필요가 무엇인지 아는, 

김포도시철도를 해 본 유영록이라면 할 수 있습니다.

GTX-D 노선예상도



변함없는 사랑, 김포를 지킬 사람!

대한민국 대표 
헬스기빙 도시 김포!

|  전 시민 안전보험 가입·감염병 컨트롤타워 구축 추진

 김포시민 1인당 재난기본소득 1백만원 지급 추진

 감염병 예방종합대책 수립 및 대응체계 구축

 전 시민 안전보험 가입 : 상해시 1천만원 지급

|  드림 맘스 건강센터 설립 추진

  맘스클리닉센터, 공공산후조리원, 

건강복지센터(산전후관리, 산후우울증 치유, 

태교학교 등), 맞춤형 운동클리닉센터 운영

|  어린이 전문병원 설립 추진

  소아청소년과, 장애아동 보호자 프리 입원실, 

어린이 치과 등 아동종합병원

|  공립 치매병원·실버종합케어센터 설립 추진

  공립치매병원 설립, 실버종합케어센터 설립, 장애인 복지타운(장애인복지회관, 전용체육관) 

설립, 공립실버요양시설 설립, 간병인 지원을 통한 보호자 없는 노인 병원 운영

유영록

유영록
시민대표 (전) 김포시장

무소속



좋은 일자리가 넘쳐나는 
경제도시 김포!

 고촌복합도시개발 : 3,400세대 인구 9000명 유입 추진

   풍무역세권개발 : 교육, 문화, 상업시설 유치 추진 - 새로운 개념의 글로벌 대학 유치

   시네폴리스사업 : 첨단지식산업센터, 문화콘텐츠 기반산업 플랫폼 조성 추진

  청년, 중장년, 노년 실업 해소를 위한 취업센터 운영 추진

   경력단절 및 다문화 여성 취업지원 확대 추진

   농업, 가공식품, 관광을 잇는 6차산업 프로젝트 추진

  자원 재활용 처리장 건립 추진

유영록
시민대표 (전) 김포시장

무소속



 맞춤형 무한돌봄 보육시스템 구축 추진

    지역내(중 · 고등학교) 과밀 과소 학급 문제 해결 조기 실현 추진

    초 · 중 · 고교 무상급식 확대(운영비, 인건비 등) 추진

    불공정한 대학입시제도 개선 추진 

    김포형 혁신교육지구 활성화 지원 및   마을교육, 공동체활동 지원 확대 추진

    경기도 평생교육진흥원 김포분원 유치 추진

모두가 행복한 
교육환경 조성

변함없는 사랑, 김포를 지킬 사람! 유영록



 인천지하철 2호선 

장기역 - 고양(GTX-A)연결 추진

  종합문화예술회관 건립 추진

  여성비전센터 및 안전교육센터 건립 추진

  센트럴 자이 인근 중학교 신설 추진

장기동

 풍무역세권 개발 추진

  항공기소음 피해 적정 보상 및 방지대책 

확대 추진

 도축장·공원묘지 이전 추진

 풍무동 - 검단 신도시 간 도로확장 추진

풍무동

 한강철책 제거 및 체육공원, 산책로 추진

  청소년 · 여성인권센터 신축 추진

  사우문화체육광장 복합 · 문화 · 행정 

타운(사우동 행정복지센터 이전) 추진 

사우동

50만 도시 인프라,



 오스타파라곤 인근 걸포중학교 

신설 추진

 나진포천 산책로 조성 추진

 걸포 4지구 개발 신속 추진

걸포동

 문화체육복합 종합스포츠타운 추진

  원도심 연결 버스노선 확충 추진

  감정 4지구 도시개발 추진 

감정동

 원도심 재생사업 지원 및 균형발전 추진

  계양천 및 산책로 정비·공원화 추진

  뷰티산업 특화 클러스터 추진

북변동

 김포한강로 영사정 UP-DOWN램프 설치 추진

  신곡사거리 교통체증 해소 및 전선 지중화 추진

 금란초교 이전 및 복합문화공간 조성 추진

 그린벨트 내 종합스포츠테마파크 조성 추진

 둘레길 조성(전호리~옥녀봉) 추진

고촌읍

꼼꼼히 챙기겠습니다!유영록
시민대표 (전) 김포시장

변함없는 사랑, 김포를 지킬 사람! 유영록

무소속



김포가 키운 사람!  김포를 키울 사람!



일 해본 사람 유영록
시민대표 (전) 김포시장

무소속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4.15 총선’이 곧 정치에 대한 시민의 승리입니다.  

T. (031) 988.6464  A. 김포대로 835 이프라자 402호

걸어온 길을 되돌아봅니다.

후회와 아쉬움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김포시민만을 바라보며 걸어왔습니다.

정치는 사랑입니다.

가슴 속 깊은 곳에 시민에 대한 사랑과

지역에 대한 끓는 애정이 있어야 합니다.

그동안 유영록을 키워주셨던 

시민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김포에 대한 끊이지 않는 사랑, 

변치 않을 애정으로 시민이 더 행복한

김포를 만들겠습니다.

다시 걷는 발걸음에 함께 해 주십시오.

유영록
시민대표 (전) 김포시장

걸어온 길

무소속

■ 김포시장 (민선 5·6기)
■ 노무현대통령 자문 국가균형발전위 자문위원
■ 경기도의회 기획위원장 (재선 경기도의원)

전

현

■ 경기도 평생교육진흥원 이사장
■  김포초·중·제일고·제일공고 총동문회 

부회장

학력

■ 1962년 김포시 걸포동 출생, 
장기동 거주

■ 김포초 · 김포중 · 부평고 졸업
■ 서강대학교 졸업 (문학사)
■ 서강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

행정법무학과 졸업(행정학 석사)
■ 서울시립대학교 대학원 

도시행정학과 박사과정 수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