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원을
새롭게
시민을
빛나게

수원시장선거 <책자형 선거공보> 



후보자 정보공개자료
제 8회 전국동시 지방선거 수원시 시장선거

기호 소속정당명 후보자 성명 성별 생년월일 직업 학력 경력

1 더불어민주당 이재준 남
1965. 03. 15.

( 57세)
정당인

서울대학교
대학원

협동과정
조경학과 졸업
(공학박사)

(전)수원시 제2부시장

(전)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부의장

1. 인적사항

재산상황(천원) 병역사항
계 후보자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 후보자 배우자 18세이상 직계비속

1,417,819 210,949 1,149,011 모: 고지거부 57,859
해군 상병
(소집해제)

-
장남 : 육군

일등병(복무중)

2. 재산상황 및 병역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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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납세액
체납내역

체납액 누계 현 체납액

계 12,791 0 0

해당없음

후보자 12,751 0 0

배우자 0 0 0

직계존속 모 : 신고거부

직계비속 40 0 0

3. 세금납부 . 체납실적 및 전과기록

4. 소명서



새로운
수원을 위한
선언

W-City
#Working      풍족하고 안정된 일자리
#Well-being 공원,병원,복지를 누리며
#Walking     사람중심의 거리를 걸으며,
소비가 이뤄지는 경제활력 도시

 대표공약

대기업 등 첨단기업 30개 확대·유치 추진



목표 및 우선순위 : 최우선 과제
이행절차 및 이행기간 : 관계법령 개정 및 즉시 추진 / 임기 내
재원조달 방안 : 자체재원, 민간투자 활용

보다 빠른 광역급
지하철시대 추진

수원월드컵수원월드컵
경기장역경기장역

원천역원천역

광교중앙역광교중앙역 광교역

수원역

수성사거리역화서역화서역호매실역
구운역

삼성전자역삼성전자역

아이파크시티역아이파크시티역

오목천역

신설추진
환승추진환승추진

[예정][예정][예정][예정]
[예정][예정]

[예정][예정]

[예정][예정]

환승추진환승추진

환승추진환승추진 환승추진환승추진

환승추진

흥덕역

장안구청역

북수원역

청명역청명역

영통역

망포역

수원시청역수원시청역

매교역매교역

고색역고색역

매탄권선역매탄권선역

법원사거리역법원사거리역

환승추진

환승추진

환승추진

신설추진 영통입구역영통입구역

세류역
환승추진

신설추진

서울3호선 연장! 
세류에서 수서까지!

신분당선 연장선! 
오목천에서 강남까지!

신수원선 연장!
영통에서 사당까지!

[예정][예정]

[예정][예정]

[예정]
환승추진

신설추진



어디나 탄탄하게
성장시키겠습니다

[  광교호수공원 전경 ]

영통구 • 수원시 자원회수시설(쓰레기소각장) 이전 추진
• 주택리모델링 등 안전진단 및 기반시설 설치비용 지원
• 영통구청사 및 구민회관 복합청사 추진

권선구 • 오산~용인 대심도 고속도로 세류IC 추진
• 수인분당선 상부공원 5분 생활인프라 확충
• 수원 디지털 산업 혁신센터 건립 추진

팔달구 • 행궁광장 지하 입체복합개발 추진
• 오산~용인 대심도 고속도로 팔달IC 추진
• 구)성매매 집결지 e-스포츠 타운 조성 추진

• 수원종합운동장 스포츠 멀티플렉스 조성
• 만석공원 스마트 파크 추진
• 북수원자동차매매단지 역세권 개발 추진

장안구

• 동수원IC 지하화 추진
• 경기도청사 내 산하기관 이전 철회 추진
• 수원컨벤션센터~광교호수공원 MICE특구 추진

광   교

목표 및 우선순위 : 최우선 과제
이행절차 및 이행기간 : 관계법령 개정 및 즉시 추진 / 임기 내
재원조달 방안 : 자체재원, 민간투자 활용



보다 넓은 새로운 수원
균형발전시대

시민이 주인되는 특례행정 추진
•  모바일 기반 직접민주주의 시민정부 구축
•  주차문제 등 마을문제 바로해결 시스템 추진
•  개방형 시민청(혁신민원실) 설치 등 시민체감 특례행정 확대

구도심에서 누리는 신도시의 삶
•  수원도시철도 1~4호선 트램 도입
•  자전거, 보행 중심 녹색도시 추진
•  1,000개 손바닥 정원, 1,000개 맘스테이션, 100개 마을주차장  조성

서수원과 동수원의 균형발전
•  공공주택 1만호 건설 추진
•  수원화성군공항 이전과 스마트폴리스 추진
•  수원R&D사이언스파크, 서수원 첨단기업신도시 등 조성 추진

목표 및 우선순위 : 최우선 과제
이행절차 및 이행기간 : 관계법령 개정 및 즉시 추진 / 임기 내
재원조달 방안 : 자체재원, 민간투자 활용



목표 및 우선순위 : 최우선 과제
이행절차 및 이행기간 : 관계법령 개정 및 즉시 추진 / 임기 내
재원조달 방안 : 자체재원, 민간투자 활용

돌

봄 • 초등돌봄 20시 연장 운영
• 동별 보육.요양 통합돌봄 추진(부모 재택근무, 시간단축제 실시)

• 중.고등학생 친환경 쌀 급식, GMO 학생급식 금지

일.가족 균형 통합돌봄 지원

2
교

육 • 누구나 선생, 언제나 학교(문화체육, 외국어, 원예, 요리 등 교육)

• 날마다 축제, 어디나 공연(수원시 문화체육시설 등 활용)

• 대학 진로.진학 입시 컨설팅 추진

명품 교육문화도시 추진

3
청

년 • 청년취업자 면접 풀패키지 지원(헤어·메이크업·정장대여·교통비)

• 청년창업 강소기업 500개 육성 추진
• 일자리, 사회참여, 복지 3대 청년보장제 도입

꿈꾸는 청년 지원 추진

4

출 

산1 • 시립난임센터, 공공산후조리원 설립 추진
• 신혼부부, 청년 공공주택 5천호 공급 추진
• 경력단절자 채용 공공기관 쿼터제 실시(신규 채용인원 10%)

임신걱정 수원책임제 추진

언제나 든든하게
보장하겠습니다



행복한 아동.청소년
•  만 24세까지 대중교통 청소년 요금 적용               •  게임중독치료센터 설립
•  학생선수 운동시설 조성 · 대회 신설 · 전지훈련     •  고등학교 스포츠클럽 창단지원

안전한 교통문화
• 서수원 시외버스터미널 버스노선 확충                   •  시내버스 안전벨트 설치 
• 불법 전동킥보드 등 견인 추진                                 •  불법 오토바이 운행 단속 지원
• 황구지천 산책로, 화장실 조성                                 •  반려동물 상해보험 가입 추진

존중받는 노동
• 플랫폼 노동자 쉼터 마련, 상해보험, 세무상담 등 지원
• 시청, 공공기관 기업경영 접목(공직사회 혁신)
• 중고차 종사자 권리 강화(중고차 특구구성 . 발전위원회 구성, 주차장 추가 건립 허용)

문화와 혁신
• e-스포츠 구단 창단 및 전용경기장 조성(구 성매매 집결지)
• 영화동 한류를 품은 문화관광단지 추진
• 수원 디지털 산업 혁신센터 건립 추진

목표 및 우선순위 : 최우선 과제
이행절차 및 이행기간 : 관계법령 개정 및 즉시 추진 / 임기 내
재원조달 방안 : 자체재원, 민간투자 활용

보다 밝게 빛나는
하나의 수원



목표 및 우선순위 : 최우선 과제
이행절차 및 이행기간 : 관계법령 개정 및 즉시 추진 / 임기 내
재원조달 방안 : 자체재원, 민간투자 활용

[수원 등록장애인 비율, 2016]
3.4 % 장애인 권리 강화

•  장애인 이동권 강화, 공공청사 유니버셜디자인 의무화 추진
•  발달장애인 직업훈련기관, 장애인활동지원사 실습기관 설립

29.7 %
[국내 반려가구 비율, 2020]

슬기로운 반려생활 지원
•  반려동물 3대 서비스 도입(교육, 문화센터, 이동장례)

•  캣맘 연계 TNR 추진(포획, 중성화, 제자리방사)

31.4 %
[수원 1인가구 비율, 2020]

1인 가구 수원시책임제 추진
•  시장직속 1인 가구 컨트롤타워 구축
•  1인 가구 콜센터 및 찾아가는 생활서비스 제공

47.0 %
[수원 비행안전구역 비율, 2022]

수원화성군공항 이전 & 스마트폴리스 조성
•  ICT, 반도체, 바이오 등 국가전략 첨단산업 K-실리콘밸리 육성
•  수원화성 시민공론화위, 지하철 연장 등 군공항 이전 조속 추진

55.3 %
[수원 저층주택 비율, 2022]

저층주택 획기적 개선
•  재개발, 가로주택정비사업 등 신속 추진(용적률 최대화, 사업분석 지원 등)

•  1만호 집수리 비용 지원, 전선지중화 확대 추진

모두에게 꼼꼼하게
실천하겠습니다



    이재준이 해냅니다
수원이 찾던 도시 전문가

‘나의 사랑 , 나의 수원!’
수원을 생각하면 가슴이 벅차 오릅니다.

우리는 누구를 만나도 자랑스럽게
‘수원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의 자부심에 부합하는 수원
수원특례시라는 이름에 걸맞는 수원
이제 시작입니다.

더 나은 시민의 삶과
더 좋은 민주주의를 가슴에 새기며
멈추지 않고 전진하겠습니다.

담대하고 강건하게
시민의 뜻만 가슴에 품고
멈추지 않는 일꾼이 되겠습니다.



    이재준이 해냅니다
수원이 찾던 도시 전문가



6월 1일! 수원특례시의
새로운 미래가 시작됩니다. 

사 전 투 표
5월 27일(금)~28일(토)

1 이 재 준

이재준이 걸어온 길
 •  성균관대학교 졸업
 •  서울대학교대학원 공학박사
 •  수원시 제2부시장(5년)[전]
 •  수원도시재단 이사장 [전]
 •  성균관대학교.아주대학교 초빙교수 [전]
 •  노무현정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추진위원회 자문위원회 위원 [전]
 •  문재인정부 국정기획자문위원회 경제2분과위원회 전문위원 [전]
 •  더불어민주당 수원시(갑) 지역위원장 [전]  

중부일보가 여론조사기관 데일리리서치에 의뢰해 실시한 이번 여론조사는 5월 5일부터 6일까지 이틀간 수원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남녀
500명을 대상으로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해 통신사가 제공한 유무선 가상번호 ARS 여론조사 방식(무작위추출)으로 진행됐다. 유·무선 비율은
유선 17%, 무선 83%다. 통계보정은 2022년 4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 기준 성별·연령별·지역별 가중값(셀가중)을 부여했다.
응답률은 4.3%,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4.4%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

출처 : 중부일보 - 경기·인천의 든든한 친구(http://www.joongboo.com)

염태영 전 수원시장
이재준 수원시장 후보
총괄선대위원장 합류

중부일보

수원시장

여론조사
2022. 05. 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