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선거명 서울특별시장선거 선거구명

후보자명 송영길 기호 1 소속정당명 더불어민주당

공약순위: 1 제목 : 다 같이 희망의 길 – 지속가능한 사람중심 도시 서울

□ 목 표

강·남북 균형발전, 주거문제 해결, 건강한 소상공인 생태계 기반 조성, 선진 노동

환경 구축으로 지속가능한 사람중심 서울 구현 

□ 이행방법

○ 도시철도 사각지대 노선 확충으로 지역별 역세권 불균형 해소

- 강북횡단선 등 지역균형발전 노선 재정사업으로 조속 추진

- KTX(SRT) 수도권 동북부 연장 추진으로 강북지역 KTX 이용 편이 추진

- 신강북선(4.19 민주묘지사거리～상봉역) 추진

- 1호선 지상구간 지하화 및 지상구간 개발로 지역경제 활성화

○ 서울시민이면 ‘누구나집’ 실현 

- 살만한 집을 더 많이, 더 빨리, 더 좋게 공급: ‘누구나집’ 41만호

- 공급 가로막는 재개발·재건축 규제 해제

- 금융문턱 낮춰 무주택 실수요자 보증금 조달 편이성 제고

- 실사구시 세제혁신으로 시장 신뢰 회복

○ 소상공인 임대료·수수료 부담은 낮추고 골목상권 회복 

- ‘누구나상가보증시스템’으로 임대료 절감하고 저리 생활자금 융통

- ‘서울사랑상품권’ 2조원 발행해 골목상권 및 지역경제 활성화 지원

- ‘재도전은행’으로 부실채권 정리 및 소상공인 재도전 지원

- 소상공인 수수료 부담 인하와 매출 증대 위한 통합 서울앱(공공배달앱)

○ 지속 가능한 서울형 선진 노동환경 구축 

- 서울형 ‘시민보험’으로 저임금 불안정노동자 안전망 확충

- 재택연계형 주4일제 도입

□ 이행기간: 2022년 ～ 2026년

○ 법령개정 및 중앙정부 협의, 조례 제·개정 후 추진  

□ 재원조달방안 등

○ 2022년의 경우 ’21년 결산 순세계잉여금과 기존 예산 집행이 어렵거나 불요불급한  

예산 등을 조정하여 추경에 반영, 2023년도부터는 서울시 본예산에 편성하여 추진

○ 중앙정부 재정지원 필요 사업은 2023년도 예산부터 반영 추진



선거명 서울특별시장선거 선거구명

후보자명 송영길 기호 1 소속정당명 더불어민주당

공약순위: 2 제목 : 모두가 혁신의 길 – 글로벌 스마트 미래도시 서울

□ 목 표

국제기구 유치, 세계적 첨단산업 육성으로 글로벌 스마트 평화도시 서울 도약 

□ 이행방법

○ 유엔 아시아본부 유치로 국제평화도시 서울 도약

- 유엔 제5본부 유치, 서울시 GRDP 2% 성장

- 글로벌 금융특구 육성

- 아시아의 글로벌 미디어 중심 서울

- 2036 서울-평양 하계올림픽·패럴림픽 유치

○ 세계적인 첨단산업 도시 서울 육성

- 혁신창업펀드 1조원 조성으로 세계 10대 스타트업 도시 육성

- 5대 권역별 특화클러스터 육성

- 서울 연구기반 자원을 활용하여 세계적 R&D 클러스터 육성

- DDP 동대문 패션타운 지하네트워크 구축

□ 이행기간: 2022년 ∼ 2026년

○ 법령개정 및 중앙정부 협의, 조례 제·개정 후 추진  

□ 재원조달방안 등

○ 2022년의 경우 ’21년 결산 순세계잉여금과 기존 예산 집행이 어렵거나 불요불급한  

예산 등을 조정하여 추경에 반영, 2023년도부터는 서울시 본예산에 편성하여 추진

○ 중앙정부 재정지원 필요 사업은 2023년도 예산부터 반영 추진



선거명 서울특별시장선거 선거구명

후보자명 송영길 기호 1 소속정당명 더불어민주당

공약순위: 3 제목 : 누구나 나란히 길 – 더불어 동행하는 도시 서울

□ 목 표

사회적 돌봄, 공공의료서비스, 반려동물 정책 강화, 스마트 시정혁신으로 더불어 함께  

사는 안전하고 행복한 도시 서울 구현 

□ 이행방법

○ 더불어 함께 사는 안전하고 행복한 서울

- 어르신 이용시설 대폭 확충해 건강하고 활기찬 노년 삶 지원

- 65세 어르신 대상 마을/시내버스 무료승차카드 지급(마을버스부터 단계적)
- ‘장애인천원택시’ 도입, 장애인콜택시 연20% 확대, 마을/시내버스 무료승차카드  

지급 등 장애인 이동권 확보

- 찾아가는 마을주치의, 서울형노동건강센터 설치 등 사회적 돌봄 강화

- 4권역 공공의료체계 구축, 강북어린이 병원 설립, 서울의료원 암센터 설립, 치매안심

병원 설립 등 누구나 공공의료 더 많이, 더 좋게

- 배달·교통·아동·여성안전으로 일상 안전, 약자 안전 서울 구현

- 포스트 코로나시대 재난대응 체계 재구축

○ 내 가족처럼 지키는 반려동물 

- 반려동물 보건소 설치와 의료보험서비스 및 의료비공제 통한 의료비 부담 완화

- AI 기능 도입 반려동물 무료등록제 100% 달성

- 반려동물 양육정보 및 반려용품 거래 정보교환 플랫폼 구축

- 반려동물 놀이터 확장 및 위드 반려동물버스 도입 등 이동성 보장

○ 시민의 신뢰받는 시민 중심 스마트 시정혁신

- 신속, 효율, 역동, 혁신 서울 시정 시스템 구축 및 실천

- 시민주도 민주시정으로 신뢰성과 투명성 강화

□ 이행기간: 2022년 ∼ 2026년

○ 법령개정 및 중앙정부 협의, 조례 제·개정 후 추진  

□ 재원조달방안 등

○ 2022년의 경우 ’21년 결산 순세계잉여금과 기존 예산 집행이 어렵거나 불요불급한  

예산 등을 조정하여 추경에 반영, 2023년도부터는 서울시 본예산에 편성하여 추진

○ 중앙정부 재정지원 필요 사업은 2023년도 예산부터 반영 추진



선거명 서울특별시장선거 선거구명

후보자명 송영길 기호 1 소속정당명 더불어민주당

공약순위: 4 제목 : 약자에게 기회의 길 – 청년·여성이 행복한 도시 서울

□ 목 표

공정한 사회출발 보장, 돌봄 가치와 다양성 존중으로 청년과 여성의 삶이    

행복한 서울 구현 

□ 이행방법

○ 청년이 도시의 미래다! 서울형 청년정책 추진

- 자발적 이·퇴직 청년 대상 서울형 ‘생애 1회 실업급여’ 지급 

- 청년 기초자산 제공, 월세지원사업 확대 등으로 공정한 사회출발 보장

- 자기주도형 청년일자리 확대

- 코로나19 피해 청년 특별대책 마련으로 잃어버린 기회 복구

- 청년플러스재단 설립, 청년 시정참여 강화 등 지속가능한 청년정책 추진  

기반 마련

○ 돌봄가치와 다양성 존중하는 성평등 도시 구현

- ‘돌봄조례’ 제정하여 돌봄 가치 인정 및 보상 도입

- 일하는 모두를 위한 일·가족·생활 균형 지원으로 돌봄걱정 ZERO 서울

- 성희롱·성폭력 예방, 성평등 강화로 보다 안전한 서울 구현

- 경력단절 ZERO 서울 실현

□ 이행기간: 2022년 ∼ 2026년

○ 법령개정 및 중앙정부 협의, 조례 제·개정 후 추진  

□ 재원조달방안 등

○ 2022년의 경우 ’21년 결산 순세계잉여금과 기존 예산 집행이 어렵거나 불요불급한  

예산 등을 조정하여 추경에 반영, 2023년도부터는 서울시 본예산에 편성하여 추진

○ 중앙정부 재정지원 필요 사업은 2023년도 예산부터 반영 추진



선거명 서울특별시장선거 선거구명

후보자명 송영길 기호 1 소속정당명 더불어민주당

공약순위: 5 제목 : 모두에게 매력의 길 – 살고 싶고, 찾고 싶은 도시 서울

□ 목 표

이동이 더 편한 도시, 탄소중립 생태도시, 한류문화콘텐츠와 역사문화관광자원     

연계로 살고 싶고, 찾고 싶은 매력도시 서울 구현 

□ 이행방법

○ “The 편한 도시”를 위한 모빌리티 대전환

- 급행화, 직결화, GTX 조속 추진 등 ‘촘촘’ 철도망 구축으로 출퇴근 30분 달성

- 고속도로 및 간선도로 지하화로 교통체증 완화 및 생태공간화 조성

- 대중교통요금체계 개편으로 요금부담 완화 및 지역활성화 기여

- 토지이용 입체화로 도심단절 해소 및 주차공간 확보

- 첨단교통수단 환경 조성과 탄소중립 대응 교통전략 수립

- 택시 공공성 강화 및 심야시간 공급 개선

○ 탄소중립 생태도시 서울

- 폐플라스틱·폐비닐로 석유 생산하는 ‘서울유전’ 이익금 시민과 공유

- 시민참여로 신재생에너지 30% 달성 ‘누구나에너지’ 추진

- 그린리모델링으로 서민 주거시설 주택에너지 효율화 달성

- 17개 녹지축 활용 서울시 전체 40% 녹지면적 확보

○ 세계인이 찾는 매력적인 문화관광도시 서울

- 세계 최고 MICE 도시 실현 및 세계 문화콘텐츠산업 선도 지역맞춤형 인프라 조성

- 한류관광과 역사문화관광자원 연계 ‘서울스타일’ 관광브랜드 육성

- 일상의 즐거움, 시민 생활관광 생태계 조성 및 시민 생활예술 활동 지원

- 프리랜서 예술인 사회보험료 지원 확대로 예술가가 행복한 서울

□ 이행기간: 2022년 ∼ 2026년

○ 법령개정 및 중앙정부 협의, 조례 제·개정 후 추진  

□ 재원조달방안 등

○ 2022년의 경우 ’21년 결산 순세계잉여금과 기존 예산 집행이 어렵거나 불요불급한  

예산 등을 조정하여 추경에 반영, 2023년도부터는 서울시 본예산에 편성하여 추진

○ 중앙정부 재정지원 필요 사업은 2023년도 예산부터 반영 추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