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1기 신도시재정비특별법 관련 조례 개정
  ▒  주민맞춤형 재개발 및 재건축 추진
  ▒  시장 직속 도시재생정비기구 설치

도시
정비

  ▒  고양판 실리콘밸리 조성
  ▒  정밀의료 글로벌 클러스터 설립
  ▒  대곡역 복합환승타운 개발 및 배후단지 첨단벤처산업 유치

일자리

  ▒  예술대학 등 종합대학 유치
  ▒  평생교육을 위한 드림스쿨캠퍼스 조성
  ▒  창릉신도시에 다양한 특목고 설립

교육

  ▒  저출산ㆍ초고령사회 적극 대비
  ▒  안전하고 질 높고 부담 낮은 양육환경 조성
  ▒  고양시민복지재단 설립

복지

  ▒  코로나 등 감염병 대응체계 고도화
  ▒  도로균열ㆍ지반침하 방지 사전예방진단 강화
  ▒  창릉천ㆍ행신천ㆍ공릉천 등 양재천 수준 업그레이드

안전
환경

  ▒  신분당선 일산 연장
  ▒  9호선 급행 고양 연결
  ▒  3호선ㆍ경의중앙선 급행 확대
  ▒  자유로-강변북로 지하고속도로 건설

교통

 ▒  스마트 건강관리 플랫폼 및 상생문화 플랫폼 설치
 ▒  생애주기별 생활스포츠 인프라 확충
  ▒  예술인 지원체계 및 보편적 문화복지 확대

웰케어
웰니스

  ▒  마이스(MICE) 인프라산업 육성
  ▒  글로벌 한류 거점 구축
  ▒  디지털미디어 플랫폼 기업 메카로 집중 육성

글로벌
청년 
수도



✚  신분당선 일산 연장 

✚  9호선 급행 고양 연결

✚  3호선 및 경의중앙선 급행 추진

✚  자유로-강변북로 지하고속도로 건설

✚  대곡역 복합환승타운 개발

✚  주교와 장항을 연결하는 교통망 조성

✚  행주로-제2자유로 연계로 설치

✚  국도1호선 통일로 4차선에서 6차선으로 확대

이렇게 만들겠습니다

인구는 폭발적으로 늘어나는데,
교통 인프라는 수십년째 그대로입니다. 
매일 시민들을 ‘출퇴근 난민’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꽉 막힌 도로, 숨 막히는 철도, 뻥! 뚫겠습니다.

새로
   고침
고양시



새로
   고침
고양시

이렇게 고치겠습니다
✚  1기 신도시재정비특별법 제정에 따른 신속한 조례 개정

✚  재개발ㆍ재건축ㆍ리모델링 절차와 기간 최대한 단축

✚  시장 직속의 ‘도시재생정비기구’설치

✚  주민맞춤형 재개발ㆍ재건축 추진(용적률 300%)

✚  재개발 제척구역 사업시행 재검토

✚  도시재생사업지역 주거지 재생 강화

✚  리모델링사업도 재건축사업과 동일하게 지원

주민 부담을 덜고,
기존보다 더 쾌적하게 사회인프라 시설 등을 강화하겠습니다.
원도심은 재개발, 신도시는 재건축·리모델링으로 
고양시 전체를 재정비하겠습니다. 



고양판 실리콘밸리를 조성,
대기업 유치·일자리를 만들겠습니다

이렇게 만들겠습니다
✚  유전공학, 첨단의료기, AI(인공지능), 빅데이터 융복합 정밀의료클러스터 구축

✚  메타버스·디지털영상 기술, 한류문화 컨텐츠 융합 K-메타컬쳐플랫폼 구축

✚  AI, IoT(사물인터넷), 빅데이터, 드론, 로봇 등 4차 산업혁명 스마트테크노밸리 구축

✚  국제회의, 전시회, 관광 등 MICE 산업 육성

✚  영상밸리ㆍCJ라이브시티ㆍ킨텍스 3전시장 조기 완공

새로
   고침
고양시

고양 테크노밸리·관광문화단지·방송영상밸리
등을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하고, 
정밀의료·디지털영상·ICT융복합기술을
핵심전략산업으로 특성화시켜 
글로벌 대기업·첨단기업 1,000개 유치, 일자리 창출,
완전한 자족도시를 완성하겠습니다.

※ 경제자유구역이란?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외국인투자기업, 국내복귀기업, 
  핵심전략산업 투자기업에 대한 세금감면, 규제완화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경제특별구역을 말함.



고양판 실리콘밸리를 조성,
대기업 유치·일자리를 만들겠습니다

새로
   고침
고양시

이렇게 고치겠습니다

✚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BF(Barrier Free) 조성

✚  고양시민복지재단 설립

✚  국립동물매개치유파크 유치

✚  미취학 아동 야간틈새 보육

✚  장항동 부지에 예술대학 등 종합대학 유치

✚  직업과 평생교육을 위한 드림스쿨캠퍼스 조성

✚  창릉신도시에 다양한 특목고 설립 

✚  고등학교 무상급식 조식 확대

미래세대를 위한 교육환경 조성

✚  난지물재생센터 복개 공원화(체육시설) 및 처리시설 지하화

✚  서울시립묘지 및 서울시립승화원 등 서울시와 ‘상생발전’ 조기 이행

✚  도로 등 주요 기반시설 정기적 안전진단 추진

✚  멱 감고, 발 담그는 하천 등 고양 그린벨트 네트워크 사업

✚  창릉천 주변을 제2의 호수공원으로 조성

시민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안전환경도시

복지 사각지대 없는 도시

 특례시민  으로
 자부심 넘치도록 만들겠습니다

」 「



일산서구
일산동구

덕양구  대화동ㆍ주엽동

  3호선 급행 노선 운행
  킨텍스 3전시장 조기 건설

  덕이동ㆍ탄현동

  신분당선 연결
  3호선 덕이역 신설 추가

  식사동ㆍ풍동

  신분당선 연결
  대곡로까지 고일로 확장 연장

  마두동ㆍ풍산동

  신분당선 연결 추진
  상습 침수 지역 배수펌프 시설 정비

  백석동

  3호선 급행 노선 운행
  소각장·지역난방시설 이전 추진

  장항동

  예술대학 등 종합대학 유치

  일산동

  주민맞춤형 재개발ㆍ재건축

  가좌동·송포동

  JDS지구 개발 계획 신속 추진
  트램 설치

  정발산동ㆍ중산동

  경의선 6량 증차 및 급행 노선 운행
  국립암센터 환우 간병 시설 확장

새로
   고침
고양시



일산서구
일산동구

덕양구

  능곡동

  주민맞춤형 재개발
  대곡역 복합환승타운 개발

  대덕동ㆍ행주동

  하수처리시설 복개 공원화ㆍ지하화

  삼송동

  은평 광역자원순환센터 건립 반대
  신분당선 삼송역 연결 조기 추진

  화정동

  고양은평선 화수역 설치 추진

  창릉동

  과학고 등 다양한 특목고 신설
  서오릉 문화재 보호 관리

  화전동

  향동역 조기 완공
  서울시 음식물처리시설 등 지하화

  효자동

  고등학교 신설
  지축차량기지 복합역사 개발

  성사동ㆍ주교동

  주민맞춤형 재개발
  신분당선 연결

  고양동ㆍ관산동ㆍ원신동

  서울시립묘지 공원화 
  주민센터·파출소·주차장 신설 및 확대

  행신동

  고양선 행신중앙역 설치 추진
  행신 마곡간 교통 개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