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6월 1일,
군포시를 살릴 시장 뽑는 날

5월 27일, 28일은 사전투표일입니다.

윤석열 정부와 함께

강한 군포로 만들겠습니다!

행정학박사 하은호가 걸어 온 길

� 전) 국민의 힘 군포시 당협 위원장

� 전) 윤석열 후보 경기서부권역위원장 

� 전) 국민의 힘 경기도당 

    1기 신도시 특별법 추진위원장

� 전) 이주민사회통합지원센터 이사장

� 전) 6.4 지방선거 군포시장 후보

� 행정학 박사

� 전) 군포 성오장학재단 이사장

� 전) 인하대 행정학과 초빙교수

군포시 산본로 339 보람타워 513호  Tel. 031-393-3600  E. ho3967861@naver.com 

기획·디자인 : 나인애드커뮤니케이션 서울시 강남구 논현로 146길 15  3층  Tel. 02-3444-5772   인쇄 : 아트프린팅 서울특별시 금천구 범안로 9길 57   Tel. 02-805-8874

제8회전국동시지방선거
군포시장선거

책자형 선거공보



후보자 정보공개자료

군포시장선거

1. 인적사항

기호 소속 정당명 후보자 성명 성별 생년원일 (세) 직업 학력 경력

2 국민의힘 하은호 남
1961.05.01

 (60세)
정당인

 인하대학교 대학원
행정학과 졸업
(행정학 박사)

전) 국민의 힘 군포시 당협위원장

현) 국민의 힘 경기도당 
1기 신도시 특별법추진 위원장

2. 재산상황 및 병역사항

재산상황 (천원) 병역사항

계 후보자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 후보자  배우자 18세이상 직계비속

641,784 421,784 220,000  고지거부 고지거부 육군 병장 만기 전역   

4. 소명서

- 폭력행위 등 : 친구들과 저녁식사 자리에서 함께하던 중 옆 테이블과 다툼이 발생되어 쌍방 다툼으로 이어진 사항임.

- 위증 : 사업 관계로 법정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한 발언이 조사된 내용과 불일치하여 위증된 사항임.

3. 세금 납부•체납실적 및 전과기록

최근 5년간 소득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 납부 및 체납실적(천원)

후보자 전과기록
구분 납세액

체납내역

체납액 누계 현 체납액

계 22,013 - -

 - 폭력 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벌금 : 100만원 (1997.05.21)

 - 위증
    벌금 : 100만원(2003.06.16)

후보자 21,410 - -

배우자 603 - -

직계존속 신고 거부

직계비속 - -

하은호
군포의 가치를 2배로!

만남 인터뷰 영상



군포의 문제해결

첫번째, 왜 하은호인가?

4년동안 잠자는 도시로 만든

무능한 불소통 행정!

정체된 군포시정체된 군포시를를

확!확! 바꾸겠습니다 바꾸겠습니다

행정전문가!
1기 신도시 재개발/재건축/
리모델링으로 자산가치 High

안전하고 편리한 출퇴근 길 만들기
군포 교통 High

금정역 복합환승센터 설치로
군포 브랜드 High

장사 잘 되는 군포시 만들기
군포 지역경제 High

약 1.7만평 부지 아파트 건립
군포 재정·자립도 High

다시 찾는 군포, 미래 도시 군포
문화·예술·녹지 High

복지지원 확대로 군포시민
삶의 질 만족도 High

건강하고 행복한 삶터
군포 노인·여성·청소년 High

복합센터 건립확충으로 군포
시민 문화·생활 만족도 High

엄마와 아이가 행복한 명품
교육도시 High

1.

2.

3.

4.

5.

행정은 물론 교육분야에서 활동하며 다양한 분야의 경험과 
정책적 능력을 키워온 하은호는 군포시장에 필요한 최적의 적임자입니다

2009년 인하대학교 대학원에서 행정학박사 학위를 취득해 
행적적 실무 경험과 이론적 지식을 겸비했습니다.

행정의 달인!

16년간의 정치활동 경험을 바탕으로 
군포시의 예산, 조직 등을 꿰뚫고 있는 행정전문가입니다.

축적된 경험!

언제나 낮은 자세로 시민들과 스스럼 없이 대화하는 소통의 달인입니다.
현장에 답이 있다는 믿음으로 시민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함께 문제를 해결해 갑니다.

공감 소통인!

군포시 산본 신도시에 오랜 세월 살아온 하은호는 
누구보다 군포를 샅샅이 알고있는 친근한 이웃입니다.

군포사람!

군포시를 진정으로

변화시킬 하은호의 

High 군포!

High 10 공약

1. 6.

2. 7.

3. 8.

4. 9.

5. 10.

  



·  어르신(만 65세) 건강 복지수당 및 교통비지원과 통신비지원

·  다문화가족 아동보육료 지원

·  청소년 무상교복 및 교통비 지원

·  직장인 출·퇴근 교통비 지원 및 친환경 대중교통 확충 

·  우리 자녀 안심보육 제도 확대

복지지원 확대로
군포시민 삶의질 만족도 High!

·  서울시와 간담회 및 협약 계획

·  엘림복지원 부지 인수/행정·문화·주거 등 
     복합타운으로 부지 활용 추진 

·  청년, 신혼부부 반값 아파트 공급

약 1.7만평 부지 아파트 건립 계획
군포 재정·자립도 High!

1기 신도시 재개발/재건축/리모델링
으로 군포 자산가치 High!

·  GTX 금정역으로 서남권 교통 중심지로 도약

·  복합 환승센터 내 대형쇼핑몰 유치

·  1·4호선 지하화 및 구름공원 조성

금정역 복합환승센터 설치로
군포 브랜드 High!

"하은호가 신속히
  추진하겠습니다!"

시민이 주인이 되는 행정으로

HIGH 10 공약을
반드시 지키겠습니다!

·  재건축·리모델링·재개발 신속 추진

·  노후신도시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안) 특별법 제정 추진

·  대통령, 도지사 공약과 연계하여 재건축 용적률 상향 조정

·  재건축 규제 완화

4년동안 정체된 군포시민의 답답한 마음을 뻥 뚫어드리겠습니다.

1 3

42

상기이미지는 이해를 돕기위한 이미지사진입니다.

상기이미지는 이해를 돕기위한 이미지사진입니다.

하은호
군포의 가치를 2배로!



·  실버 도서관 건립추진

·  유아 돌봄센터 확대 지원

·  장애인 자립 생활지원센터 건립

·  철쭉동산과 초막골공원 편의시설 확충

·  반월저수지 내 콘서트장 건립

복합센터 건립확충으로
군포시민 문화·생활 만족도 High!

·  서서울 변전소 옥내화 및 송전탑 지하화 추진

·  소상공인 단체 자립기반 조성 지원

·  신중년(4060) 창업 지원 확충
     (인건비, 사무실, 멘토링, 창업교육)

·  산본 중심상가 비 가림 천장(캐노피) 설치

장사 잘 되는 군포시 만들기
군포 지역경제 High!

·  수리산 도립공원 - 반월호수 스카이 로드 설치

·  문화 예술 디지털 특화도시 조성

·  반려동물 공원 조성 

·  K-Pop 전문 양성센터 설치 추진 (청소년)

·  청소년들을 위한 틴터 활성화

·  철쭉 축제 및 책도시 축제 활성화

다시 찾는 군포, 미래 도시 군포
문화·예술·녹지 High!

하은호는약속을

책임지는사람입니다!

·  대중교통 노선 확충 (송정지구, 대야지구)

·  AI 도시 관리의 최적화 스마트 도시 통합관제센터 건립

·  지하철 동탄·인덕원선/1호선/4호선 연결 편 추진
    가칭 오전역 - 의왕역(1호선) - 가칭, 송부동역 신설 - 반월역(4호선)

·  국도 47호선 확장 및 지하차도 건설

·  송부동 광역버스 연장

·  KTX 광명역 노선 신설

안전하고 편리한 출퇴근 길 만들기
군포 교통 High!

5 7

86

명품교육의 도시를 
향한 재도약! 2번 하은호!

하은호
군포의 가치를 2배로!



·  인문학 교육프로그램 운영

·  4개 시 공유 경제 프로그램 운영으로 명품교육도시

·  초등학교 아침 및 방학기간 점심 급식 지원 사업 추진

·  안심 돌봄교실 - 공공기관(시, 도시공사, 문화 재단)
     시설 활용

·  다목적 체육관 지원 (노후화 시설)

·  다문화 교육 센터 건립 추진

엄마와 아이가 행복한 명품교육도시
군포 교육 High!

·  초·중·고등학생 입학 준비금(10만원 X 학생수) 지원

·   71세, 81세, 91세 어르신 노인 건강 복지수당 지급

·  청소년 카페 확대 (각 동 전 지역)

·  임산부/다자녀 출산 장려금 확대 지원

·  송정지구 어린이집 건립

건강하고 행복한 삶터 군포 만들기
군포 노인·여성·청소년 High

군포시 가치를 높게!
HIGH! 은호!

9

10

힘 있는 여당의

강한 추진력으로

재건축·리모델링·재개발 
신속하게 추진하겠습니다!

첨단 스마트
기반 구축도시

숲속,
명품교육도시

자연과 건강의
공존도시

생태주의 
복합도시

대한민국 No.1 복합미래도시대한민국 No.1 복합미래도시

오직 군포시민을 위해 일하며
100%의 성과로 보답하겠습니다.

“
”

군포시군포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