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정순과 더불어 상당이 발전합니다
정정순의 ‘좋은 약속’

품격 있는 상당구, 이제 시작입니다.
  ·젊은이가 돌아오는 농촌
  ·가게마다 사람이 붐비는 도심
  ·문화·예술·건강·레저가 있는 삶
  ·독립정신과 역사를 아는 시민

청년에게 희망의 사다리를 드리겠습니다.
○청년 도시 청주 1조원 프로젝트
-젊은 일자리가 많은 기업 유치
-정부기관, 공공기관 이전 유치
-청년 창업프로젝트 지원
-청년 관련 사업 국비 확보

○청년 취업 지원 확대
○대학생등록금 대출 무이자 추진
○청년 구직 활동 지원금 확대
○청년·신혼부부 전용 수익공유형 모기지 제공
○아르바이트 청년노동자 일자리 안정성 강화
○청년 주거 공급 확대 및 주거환경 개선
○청년의 정치참여 확대 및 청년 거버넌스 구축
○지역 기업 지방대 출신 채용 확대

엄마에게 안심 보육과 일자리를 드리겠습니다
○워킹맘 워킹대디 센터 지원
○경력단절여성 포함 여성일자리 확대
○어린이집·유치원 학부모 지원 확대
○영유아 케어 센터 건립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공동육아나눔터 운영 지원
○지역아동센터 운영 활성화 지원
○사교육비 저감 및 학교폭력예방 대책 추진



안전한 세상을 만듭니다
○재난기본소득 제도 시행
○장애인복지 인프라 확충, 발달장애인지원센터 지원
○미세먼지 저감 대책 강력 추진

농촌을 회생시키겠습니다.
○ 21세기형 농촌시범마을 조성, 친환경산업단지 조성

○ 축산 폐기물·악취 해소 및 자원화 대책 강력 추진

○ 농촌지역 교육문화 플랫폼 구축 사업 추진

지역경제·도심 상권에 활력을 불어넣겠습니다

○소상인공 지원 : 간이과세 기준 2억원으로 상향

○5개 시장 지원, 상권 주차장 확충

○상당구에 복합시외버스터미널유치

○택시월급제 개선

삶의 질을 높이겠습니다

○어린이랜드 및 레저관광벨트 조성
○체육 문화 시설 대폭 확충

○상당구 관내 도시가스 공급 확대

후손의 도리를 다 하겠습니다

○전통가족지원 : 3세대 공동주거형 아파트 공급
○조부모에게 손자녀 돌봄 수당 지급 
○독립유공자 국적회복 및 예우 강화



● 청년 도시 청주 1조원 프로젝트

정정순 청주시 상당구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후보는 ‘청년이 살고 싶은 

도시 청주’ 만들기 1조원 프로젝트를 공약했다.

정 후보는 “지금 청년들이 직업과 소득이 불안정하고, 아이를 낳아도 맞벌

이 상황에서 안심하고 맡겨서 보육과 양육을 할 곳이 마땅치 않아서 결혼

도, 출산도 미루거나 못하고 있다”며 “앞으로 청주 청년들에게 1조원을 

투입해 청주를 청년들의 일자리, 문화, 예술, 휴식, 레저가 넘쳐흐르는 건

강한 도시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정 후보는 △젊은 일자리가 많은 기업 유치 △청년 관련 사업 국

비 확보 △친환경첨단산업단지 조성 △농촌지역 교육문화플랫폼 구축사업 

추진 △청년 창업프로젝트 지원 △청년 주거 공급 확대 및 주거 환경개선 

△문화예술·스포츠·레저 시설 확충 등으로 민간 및 공공 예산 1조원을 유

치하겠다고 강조했다.

● 젊은이가 돌아오는 농촌

우선 청주 상당구는 면적이 43.4%, 청주의 거의 절반이다. 미원면 면적이 서
원구 전체보다 넓다. 옛 청주지역 8개동, 옛 청원지역 10개면 중 5개면이 상
당구다. 가장 전형적인 도농복합지역이다. 가장 시급한 게 5개 농촌 인구가 줄
고 지방이 소멸될 위기에 놓여 있다는 것이다. 이 문제 이걸 어떻게 할 것인지
가 가장 중요하다. 저는 5개 면을 살리기 위해 첨단친환경산업단지 조성을 통
한 젊은 인구 유입, 20~30대 젊은층이 공동체를 이룬 ICT를 결합한 농촌시범
마을을 만들 것이다. 젊은이들이 새로운 일자리와 소득 창출하며 아이를 키우
고 부모를 모시면서 살 수 있도록 하겠다. 공동생산과 유통체계를 만드는 시범
지역을 조성해 성공 시키고 전국으로 확산시킬 것이다.

(기타 주요 공약)
○어린이집·유치원 학부모 지원 확대
○소상인공 지원 : 간이과세 기준 2억원으로 상향

○도심 상권 활성화
○어린이랜드 및 레저관광벨트 조성
○상당구에 복합시외버스터미널유치

○체육 문화 시설 대폭 확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