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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의회의원가선거구
( 함양읍, 백전면, 병곡면 )

강정수

일하는 함양군의회로 바꿔야 합니다.
일하는 함양군의원이 있어야 합니다.

나아가자! 함양! 강정수와 더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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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농대행단이 만드는 신나는 농민의 삶
◆ 이행절차 ◆
나이 많으신 어른들의 영농 어려움을 덜어 드리고 영농에 활력을 불어 넣
기 위해 젊은이들로 구성된 영농대행단을 만드는 계기를 마련하는데 최선
의 노력을 다할것입니다.
- 영농대행단이 만드는 신나는 농민의 삶
농사짓는 농업인들의 마음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저 강정수가
농업인들의 든든한 일꾼이 되고자 합니다.
- 대농위주에서 중,소농위주의 농업정책을 조례제정을 통하여 정착화 시키겠습니다.
- 농업인의 보조금을 한곳에 치우지지 않고 골고루 많은 농업인들에게 혜택이
가도록 조례를 제정 하겠습니다.
- 영농대행단을 만들어 연세가 많으신 농업인들에게 영농지원을 하겠습니다.

준비되고 검증된 강정수
함양지역의 미래를 생각한다면

이제 선택은 강정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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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아이들이 행복한 교육 함양
◆ 이행절차 ◆
아이들의 미래가 곧 함양의 미래입니다. 미래의 주역인 우리의 아이들을 위해
세계 경쟁력을 갖춘 인재가 될 수 있도록 유아부터 성인이 되기까지 아
낌없이 교육을 지원하겠습니다.
- 함양청소년센터 건립 추진위원회를 구성
- 함양도서관 신축이전건립 민,관협의체를 구성
- 각 마을마다 찾아다니는 이동도서관 추진
- 마을학교 운영에 적극 지원
- 어린이 놀이터 친환경 조성

강정수

강정수가 드리는 약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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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 · 예술 · 관광의 중심이 되는 함양군
◆ 이행절차 ◆
함양군에 거주하는 문화예술인들에게 문화예술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
하여 한류문화(K문화,K팝,K드라마라)에 함양군이 한 축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함양군에 거주하고 있는 문화예술인을 발굴하여 그들의 재능이 펼쳐질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책 마련
- 함양을 보물이 상림숲과 대봉산을 연계하는 관광 프로그램 개발에
문화예술인의 의견을 반영하여 색다른 문화중심의 관광 함양이 되도록 지원
- 웰니스프로그램 개발에 지원하여 서부경남의 웰니스관광의 메카로
중심 잡을수 있도록 지원
- 동호인 생활체육 활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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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의 희망이 넘치는 일자리 함양군
◆ 이행절차 ◆
젊은 청년들의 인구유출을 막고 인구유입과 유동 인구를 늘리기 위한 적극적인
행정지원을 마련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안정적인 일자리 창출이 있어야
합니다. 희망이 넘치는 일자리 만들기에 가장 앞장서서 고민하겠습니다.
- 중.소상공인 지원
- 청년 문화예술 일자리 창출
- 함양 청년정책 거버너스운영
- 일자리 플러스센터 운영
- 취업경쟁향상을 위한 취업교육 강화

강정수

우리함양지역의 민원 해결사!

ㆍ前) 경상대학교 총대의원회 홍보분과위원장
ㆍ前) 위성초·함양여중학교 운영위원
ㆍ前) 민주평통자문회의 자문위원
ㆍ前) 다볕청소년관악단 후원회장
ㆍ前) 경상남도보디빌딩협회 감사
ㆍ前) 이재명후보 경남선대본 함양군농민본부장
ㆍ現) 휴천면체육회이사
ㆍ現) 함양군체육회당연직이사
ㆍ現) 함양군보디빌딩협회회장
ㆍ現) 함양군스포츠클럽이사
ㆍ現) 함양군규제개혁위원회위원
ㆍ現) 함양군장학회이사
ㆍ現) 천령문화제사무국장
ㆍ現) 함양농약종묘사대표

함양군의회의원선거 투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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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관리관

강정수
주소 : 경남 함양군 함양읍 용평1길 17

전화.

963-7785

이 후보자 홍보물은 공직선거법 』 제60조의 3제1항 제4호에 따라 제작한 것입니다.

휴대폰.

010-4699-7785

더존광고 간판콜 경남 함양군 함양읍 학사루1길23 전화055-963-933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