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책자형 선거공보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마포의 발전은 
계속되어야 

합니다



기호 소속정당명 후보자성명 성별 생년월일(세) 직업 학력 경력

1
더불어
민주당

노웅래 남
1957.08.03.

(62세)

국회
의원

중앙대학교 졸업

동국대학교 언론정보

대학원 졸업

(언론학석사)

(현)제20대 국회의원

(현)국회 과학기술정보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배우자 재산세 납기일 착오로 연체, 현재 완납 

재산상황(천원) 병역사항

계 후보자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 후보자 18세이상 직계비속

1,057,267 400,656 550,077 210,431 △103,897

육군이병

복무만료

(소집해제)

육군병장

(만기전역)

최근 5년간 소득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 납부 및 체납실적(천원)
후보자

전과기록구분 납세액
체납내역

체납액 누계 현 체납액

계 119,802 1,099
(20.01.17)

0

해당없음

후보자 52,754 0 0

배우자 58,587 1,099
(20.01.17)

0

직계존속 3,745 0 0

직계비속 4,716 0 0

후보자정보공개자료
제21대 국회의원선거 (마포구 갑선거구)

1 인적사항

4 소명서

3 세금 납부·체납실적 및 전과기록

2 재산상황 및 병역사항



‘강북의 강남’으로 

하루가 다르게 변하고 있는 마포에는 

마포를 잘 아는, 일 잘 하는 국회의원이 필요합니다.

치열했던 지난 4년의 기록은

오직 마포를 위해 달려온 시간입니다.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마포 전성시대,

누구나 젊게 사는 마포 청춘시대 

확실히 책임지고 열겠습니다.

더 낮은 자세로 

더 큰 마포, 더 큰 도약 

이뤄내겠습니다.

 

달라진 마포

    확실한 
일꾼



노웅래가
뛰었습니다

교육

� 입시명문 종로학원 본원 유치 주도

  •신촌 지하철 로타리 인근

� ’23년부터 모든 대학교 입학금 폐지

  •20대 국회 최초로 대학입학금 폐지 입법

� 공기청정기가 없던 학교에 공기청정기 설치

  •마포초•신석초•아현초•염리초 

공덕초 병설유치원  석면 제거 등  1억 

마포초 병설유치원  스프링쿨러 설치 등  2억 

소의초 병설유치원  신축비  12억

공덕어린이집  내진보수 등  1억 

신수어린이집  보수공사  5,000만원

아현어린이집  보수공사  1억 

연봉어린이집  시설개선 2억

어린이집·유치원 7곳  총 19억

공덕초  시청각실 설치 등  18억 

마포초  화장실·급식실 개선 등  22억

소의초  화장실·냉난방기 개선 등  32억 

신석초  체육관·수영장 개선 등  21억 

아현초  급식실 개선·체육관 냉난방 설치 등  23억

염리초  화장실 개선·운동장 조성 등  35억 

용강초  급식실 개선·실내체육실 신축 등  21억  

창천초  급식실 개선 등  1억

한서초  급식실 개선·스쿨버스 지원 등  9억

초등학교 9곳  총 182억

광성중  교실·교무실 개선 등  2억 

동도중  급식실 신축 등  23억 

서울여중  화장실 개선 등  1 1억 

숭문중  외벽보수 등  6억 

신수중  급식실 신축 등  35억

아현중  화장실·냉난방 개선 등  16억

창천중  급수 개선 등  3억

환일중  노후 사물함 교체  3,000만원

중학교 8곳  총 96억

광성고  교실·교무실 개선 등  2억 

서울디자인고  외벽·바닥·외부창호 공사 등  22억

서울여고  강당·체육관 개선 등  18억

아현산업정보학교  본관 외벽 개선 등  16억 

한세사이버고  도서관 리모델링  1억 

환일고  교실·복도 개선 등  17억

고등학교 6곳  총 76억

          20대 국회 교육환경 개선 예산 총 373억 유치·확정



마포가
달라졌습니다

✿ 시구의원과 함께 힘을 모아 예산 확정 등 노력해왔습니다 !

교통

� 만리재역 신설 사전타당성 조사 올해 실시 예정

 •‛20년 국토부 예산 2억

� 총 464억 규모 서강대교 북단 강남방향 

   진출입램프 신설

 • ‛20년 설계비 10억,  ‛21년 착공 예정

� 서부선 경전철 사업 추진

 •은평구 새절역-광흥창역-여의도역-서울대입구역

 • ‛20년 5월 민자적격성 조사 발표

� 지하철 에스컬레이터 설치 등 

 •대흥역 1번·신촌역 6번 출구 설치 완료  총 38억

 •아현역 3번· 공덕역  1 번 출구 설계비 각 1억씩  총 2억

문화예술 � 마포 공연예술관광 페스티벌 15억  � 마포 아트센터 리모델링 22억

� 당인리 문화창작 발전소 조성 추진

복지

� 관내 코로나19 신속 대응 예산 47억 방역활동 지원, 지역경제 활성화 등

� ’18.10 아현문화건강센터 개관  공립어린이집·육아종합지원센터·도서관·건강증진센터 구비

� ’21.06 염리종합사회복지관 준공 예정  251억 규모  어린이집·어린이책마당·장애인 보호시설 등 구비

� ’21.06 염리2구역 주민편익시설 준공 예정  281억 규모 어린이집·도서관·공영주차장 구비

� 마래푸 단지 내 서부광역등기소 이전    � 관내 공중케이블 정비 공사 46억

� 도로 정비 등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 약 65억

        사통팔달 마포 위한 교통 예산 총 52억 유치•확정

노웅래가 뛰었습니다, 마포가 달라졌습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장

4차 산업혁명 사령관
MBN•한국여성유권자연맹 선정

2019 ‘참 괜찮은 국회의원’ 대상 수상 
✿국회의원 300인 중 1인 선정

더불어민주당 국정감사 우수의원 

7년 연속 수상 

20대 국회 

법안 대표발의 건수 상위 6%  
처리 건수 상위 7%  

20대 국회 

하반기 상임위 출석률 100%   
본회의 출석률 97%

노웅래의 소신, 본인 경선보다 입법! 
⦿ 당내 경선 중에도 SW진흥법, 전자서명법 등 79건 직권상정하여 국회 과방위 통과 처리 

N번방 등 디지털 성범죄 강력 대응! 
⦿ 국회에서 긴급 현안보고 회의 개최 및 후속조치 강화 결의안 처리

  꽉 막힌 국회에서 데이터 3법 통과 주도!
⦿ 데이터 강국 대한민국을 위한 데이터 3법 중  �정보통신망법�  입법
⦿ 신산업 우선허용 사후규제하는 규제샌드박스 제도  1년에서 2년으로 기간 연장하는 �ICT융합법� 통과 처리



노웅래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장, 4차 산업혁명 사령관 노웅래

4차 산업혁명 사령관

KT 아현국사 화재 
피해보상 주도!

⦿ 통신재난 최초로 배상수준의 보상 합의안 도출

⦿ 소상공인 상생협력지원금      
    최고 120만원까지 1만 3,000건 지급 

⦿ 전체 피해고객 111만명에게 약 357억 요금 감면

라돈침대 
기억하십니까?

⦿ 침대와 건강매트 등 생활용품에서 기준치 이상의    

     ‘1급 발암물질 라돈 유출’ 최초로 밝혀내

⦿ 생활용품에 방사선물질 함유량을 표시하게 하는 

     �생활방사선법� 입법



1

2

노웅래가 
약속하는         

공약대

문화·예술·관광의 중심

컬러 기본 - 색상운용 - 테두리색

C 77  
M 10 
Y 35 
K 0

C 98  
M 83 
Y 37  
K 2

C 90  
M 80 
Y 0  
K 0

C 100 
M 87 
Y 0  
K 0

C 86 
M 54 
Y 0  
K 0

C 92 
M 69 
Y 8  
K 0

C 85 
M 10 
Y 0 
K 0

C 83 
M 40 
Y 35  
K 3

K-컬쳐밸리

청년 창업의 메카 � 공덕역 일대를 한국판 실리콘밸리 로 조성

� 청년고용의무제 확대

•청년창업혁신타운 올해 5월 개소  

    리모델링한 신용보증기금건물에 약 300개 청년기업 입주 

   ‛18~‛20 확보 예산 총 272.5억, 1조원대 부가가치 창출 기대

•공덕동 서울창업허브와 연계하여 국내 최대·최고 창업허브로 도약 
   로컬 예비창업자에게 공간·자금·컨설팅 ·판로개척 등 지원

•공공기관 정원 매년 3%→5% 확대
•민간부문 청년 신규채용  인센티브 강화

� 강북 예술의 전당 건립으로 문화예술 트라이앵글 구축

� 한강을 아름답게 밝히는 친환경 관광코스 개발

•마포대교 파사드 조명 설치(건물 외벽에 LED 조명을 비춰 영상 표현)  

•마포나루와 여의나루를 잇는 스카이리프트 신설

※본 이미지는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실제와 차이가 있을 수 있음

•마포유수지 한류 K-POP복합공연장 건립 (‘19년 설계비 33억 확정, ‘24년 완공)

   사업비 총 914억, 3000석 공연장·600면 주차장 구비

•한강변에 위치한 유일한 복합공연장으로 당인리 문화발전소, 

    홍대·신촌 젊음의 거리로 이어지는 한류 중심지 조성



지금 이 순간에도 
노웅래는 일하고 있습니다

일하는 국회를 
위한 정치혁신 

� 무노동·무임금 원칙으로 일하지 않는 만큼 
    국회의원 세비 삭감 제도화

 � 본회의 정례화 및 예산국회 상설화 

강남에 버금가는 
명품 교육도시

노웅래가 약속하는 5대 공약

3

더불어 행복한 
마포 공감시대

4

5

� 강북 교육 1번지

 •종로학원 본원 유치에 이은 명문 에듀시티 조성

 • 서강대·연대·이대·홍대와 연계한 교육협력사업 추진

� 초중고에 이어 대학까지 미래형 원스톱 교육특구

 •초·중·고 코딩, AI, 로봇, 빅데이터 교육 프로그램 도입

 •창의·융합적 사고가 배양되는 메이커 스페이스 구축

    (3D프린트 등 구비된 창작공간)

� 쾌적하고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

 •어린이 보호구역 내 통학로 보도 설치 의무화

 •석면 제거 100% 달성(현재 44%)

 •스프링클러 설치 100% 달성(현재 33%)

� 경의선 숲길공원 전 구간 와이파이 설치 

� 미세먼지 줄이는 친환경 도시

 •공덕 ·도화 등 지역난방 확대, 도시숲 공원 조성 등 

� 찾아가는 경로당 주치의 운영

� 안정적인 임신·출산·양육환경 위한 육아든든센터 확충

� N번방 등 디지털 성법죄 예방 및 처벌 강화 입법

� 반려동물 복지체계 구축

 •의료비 지원 입법 및 놀이터 조성



아현동

대흥동

염리동

신수동

노웅래와 
함께하는 마포

아현동

 1. 마래푸 단지 내 육아체육복합공공센터 건립 (공공부지 활용)
 - 공립어린이집, 유치원, 키즈카페, 수영장 등

2. 아현역사 리모델링 및 아현역 3번 출구 

    에스컬레이터 설치

3. 아현초 AR·VR 안전체험교실 구축

4. 아현시장 도시형 명품시장으로 육성

 - 주차장 확보 및 배송 서비스 사업 지원

대흥동

 1. 대흥동 주민문화체육복합센터 건립

  - 주민센터, 다목적체육관, 주차장 등

2. 신촌그랑자이~창천초 안심 통학로 조성

3. 학부모 교육지원센터 설치

 - 자녀 진로진학정보 원스톱 맞춤형 서비스 제공

4. 대흥 치안센터 리모델링 및 2·3층 주민편익시설 유치

염리동

 1. 육아든든종합센터 건립 (한서주차장 자리)

 - 키즈카페, 공립어린이집, 장난감 대여점 등

2. 소규모 테마과학관 설립(한서주차장 자리)

3. 생활밀착형 스마트시티 시범 구축

 - 스마트 보안등, 스마트 횡단보도, 지능형 교통체계 등 

    AI 활용한 안전시스템 설치

신수동

 1. 서부경전철 노선 광흥창 환승역 신설

2. 경의선 숲길공원 서강대역 부지에 카카오프렌즈 등 

     테마파크 조성

3. 서강대교 하단 부지에 농구장·게이트볼장 등 

    체육시설 확충

4. 신수 치안센터 부지 활용해 맘카페·경로당 유치



용강동

도화동

공덕동

더 크고 
행복해집니다

노웅래와 함께하는 마포, 더 크고 행복해집니다

용강동

 1. 마포대교 ~ 서강대교 구간 한강 수변 산책로 업그레이드

 - 디자인 LED 조명 설치, 생활체육시설 보강 등

2. 한류 K-POP 복합공연장 ~ 한강수변 연결다리 설치

3. 공덕역 1번 출구 에스컬레이터 설치

4. 용강동 맛깨비길 상권 활성화 

 - 문화관광형 시장 지정, 소상공인협동조합 활성화 등

도화동

 1. 지역난방 공급 확대

    (우성·마포삼성·도화현대 1, 2차·현대홈타운 등)

2. 도서관 및 주민 커뮤니티 시설 확충

    (호텔나루 기부채납 부지 활용)

3. 도화상점가 주변 및 주택가 골목길 도시재생

공덕동

 1. 신안산선 만리재역 신설

2. 지역난방 공급 확대 
    (신공덕 삼성 1, 2, 3차 등)

3. 공덕시장 재개발을 통한 강북 최대 복합쇼핑몰 유치

4. 만리배수지 인근 주차공간 확충 

5. 공덕역 일대 힐링을 위한 도시숲 조성



여러분과 함께 
마포의 발전을 
완성하겠습니다

본 공보물은 「공직선거법 」 65조에 따라 제작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서울시 마포구 백범로 96, 3층 
 T. 02)3275.1664

010.8915.2394

블로그  with_wraenoh   
게시판에 댓글 남겨주십시오!

 실시간 민원 소통 채널 “노웅래의 해우소”

 마포 사무실

 개인 휴대폰 소통번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