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간
한정애
Vol.38 2019.7

' 플라스틱, 일회용품 프리 '
보다 나은 세상을 위해
제도개선 뿐만 아니라
실천에도 앞장서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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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정애 의원실은 플라스틱, 일회용품 사용하지 않기 캠페인 중

국민의 삶이 나아지도록 하는 것은 '정쟁'이

더불어민주당 민생 입법추진단 위원 임명!

더불어민주당 저출산고령사회 인구변화대응
TF 위원으로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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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소경제 활성화를 위한 현장 점검 및
개선사항 청취 _ 6.5

아닙니다. 바로 ‘정책’입니다

각종 폐기물 처리 문제 및 환경 관련 주요
이슈 점검을 위한 환경당정 협의 실시 _ 6.10

대한간호조무사협회 강서구분회 정책간담회
_ 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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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 의정활동
언론과 시민사회단체로부터
인정받고 있습니다

6월, 3차례

우수의원상 수상 !

● 환경문화대상 수상 _6.18
● 대한민국의정대상 _6.26
● 지역신문의날 기념 의정대상 _6.28

한정애의 법률안
국가 현안을 해결하고 민생을 돌봅니다

국토 곳곳에 방치된 불법 폐기물 근절을 위한
‘폐기물관리법’ 대표발의 _ 7.2

건설업계 외국인 불법고용 방지(불법체류 및
불법취업)를 위한 ‘출입국관리법’ 대표발의 _ 6.11

한정애의 정책토론
핵심주제는 국민안전·기후변화·동물복지입니다

「국회기후변화포럼 제9기 기후변화
아카데미 실시」 _ 7.1

「소비자 안전 확보를 위한 프탈레이트 사용
제한 방안 모색 토론회」 _ 7.1

「청년일자리 이야기와 함께 하는 2019
안전문화토크콘서트 안전은 권리다」 _ 7.2

「실험동물관련 법과 제도의 점검 및 실험윤리
확보를 위한 정책토론회」 _ 7.3

등촌사거리
교통흐름 향상을 위해 교통체계를 개선하는 등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차선
기존 4개에서
5개로 확장

목동 방향
우회전 전용차선
설치
차량 대기선
앞으로 진출

차량 횡단시간
연장

우장산 여름맞이 물놀이장 (문화공연장) 개장
우리 아이들이 시원한 여름을 보낼 수 있도록
7월부터 한 달간 물놀이장이 운영됩니다

운영기간 : 7월 19일 ~ 8월 11일 (오전 10시 ~ 오후 5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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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소 : 우장근린공원 축구장 ▲상기 이미지는 이해를 돕기위한 사진입니다

강서구 발전예산 약 127억원을
확보했습니다
(서울시 추경 및 특교)

생활환경 개선예산 약 47억!
•봉제산 근린공원 내 CCTV 설치_ 1억5천
공원 시설개선사업_ 2억
•강서구청 도로분진 청소차량 도입 확대_ 5억8천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남부골목시장 외 3곳)_10억
•특성화시장 육성사업(화곡본동시장 외 1곳)_ 2억2천
•장애인·노약자 무료셔틀버스 운영_ 3천
•강서소방서 체력단련실 기구보강 및 여직원 대기실
환경개선_ 1억
•강서구 관내 학교 텃밭사업_ 7천
(우장초, 등촌중, 백석중, 대일중, 양천초, 백석초, 가양초)
•가로변 녹지량 확충사업_ 3억
•화곡4동 5개소 하수암거보수보강공사_ 14억3천
•화곡본동 초록마을로 62 주변 하수관로 개량공사_ 4억2천
7

교육환경
개선예산

약

80억 확보!

학부모님들께 약속드린 우리 아이 교육환경 개선예산,
이렇게 반영시켰습니다!

가양초 - 복도바닥 교체,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병설유) 스프링클러 설치 등
- 교육활동사업 지원 (승마·골프교육, 아침스포츠클럽, SW교체, 책걸상 교체 등)

등서초 - 강당 겸 체육관 신축,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등
등촌초 - 교실환경 개선, 교육용TV 교체 등
백석초 - 본관 화장실 개선, 돌봄교실 환경 개선,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등
신곡초 - 본관 및 후관 화장실 개선, 시청각실 환경 개선,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등
염강초 - 폐지학교 학생지원 (졸업앨범비, 느티나무축제, 방과후 프로그램 운영, 교육여행)
- 교육활동 사업지원 (학급앨범비, 한마음 졸업·종업식, 상담프로그램, 급식비 등)

염경초

- 양치대 설치, 시청각실 바닥교체, 학생 휴게공간 조성, 어린이놀이 시설 환경 개선,
특별교실 증축 등
- 교육활동 사업지원 (승마·골프교육, 조형놀이, 창의공예, 민속무용, 코딩교육 등 8개 강좌)

염동초 - 미래형 교실구축, 방송실 방송장비 개선, 교육용TV 교체, 주차장 정비 등
염창초 - 본관 좌우측 화장실 개선, 운동장 환경 개선 등
화곡초 - 학교담장 보수 및 벽화설치 등
화일초 - 교실 환경 및 시청각실 환경 개선 등
8

백석중 - 본관 및 후관동 균열보수, 교문개선, 운동장스탠드 보수, 교사동 냉난방 개선 등
염경중 - 바닥개선, 교육용 TV 외 교체, 학생회의실 비품, 영어전용교실 환경 개선,
교사동 냉난방 개선 등

염창중 - 급식실 및 학생 식당 신증축, 교육용 TV 외 교체, 학생 회의실 비품, 음악실
내부시설 개선 등

등촌중

- 급식소 및 도서실 증축, 안전관리 강화 등

신정여중 - 교실환경 개선, 운동부 지원, 전열교환기 교체, 안전관리 강화 등
세현고 - 미래형 교실구축, 컴퓨터실 환경 개선, 교실환경 개선 등
대일고 - 석면텍스 교체, 외벽보수, 희망쉼터 환경 개선, 산책로 조성, 안전관리 강화 등
신정여상 - 정보관 냉난방 개선, 안전관리 강화 등
영일고 - 신관 도장 및 냉난방 개선, 시청각실 환경 개선, 안전관리 강화 등
한광고 - 교실환경 개선, 안전관리 강화 등
교남학교 - 안전관리 강화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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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1회 강서문화예술페스티벌 (190601) 2. 제41회 강서구청장배 테니스대회 (190601) 3. 화곡6동 바르게살기 야유회 (190606)
4. 협회장배 탁구대회 (190608) 5. 강서문화원장 이취임식 (190611) 6. 제27회 개화산 전투 전사자 충혼위령제 (190612)
7. 연세 강서리더스 한마음 체육대회 (190615) 8. 연세 강서리더스 한마음 체육대회 (190615) 9. 염창클럽 자축대회(190615)
10. 강서구 간호조무사회 정책간담회 (190617) 11. 새마을금고 대의원 야유회 (19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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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

홈페이지 _ www.한정애.com
트 위 터_ twitter.com/dudehowru
페 이 스 북_ facebook.com/jeongae.han

후원계좌 농협 301-0110-0353-41
우리 1005-902-081115
국민 816901-04-187310
영수증 신청은 후원금 영수증 게시판에 후원하신 분의
성함, 주소, 연락처, 생년월일, 이메일을 비밀글로
작성하시거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면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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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 (T) 02-784-3052 (E) hee2104@nate.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