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책자형 선거공보

새로운
  참일꾼

영광군의회의원선거 영광군가선거구
(영광·대마·묘량·불갑·군서·군남)



현장에서 함께 하겠습니다
주민 여러분을 더 섬기겠습니다!

나나  11--

조일영은

새로운 참일꾼!



＊농어민 공익수당 확대(60만원 ▶150만원) 
＊여성 농어업인을 위한 특수 건강검진 및
     농기계 배달 서비스 시행
＊밀,콩 재배 확대로 고소득 농업인 육성
＊농협과 연계하여 공동육묘장을 조성

＊친환경(전기차,수소차)보급 및 충전시설 확대

＊상수도 시설 지속 정비로 맑은 물 공급

＊교통체계 개선 주민 편익 및 안전성 확보

＊읍,면장 주민공모 추천제 도입

＊여성,청소년,청년의 행정 참여 확대

농어업

환경 및 안전

일반행정

“군민”을 위해 직접 발로 뛰겠습니다.

인구가 늘어나는 활기찬 영광 만들겠습니다.



군민의 작은 목소리에도 경청하며

낮은 자세로 군민들을 섬기겠습니다.

＊대마 화평농공단지 및 묘량 농공단지의 성공적인 

     조성 및 분양 

＊태양광, 풍력산업 고도화 및 발전이익의 지역사회 환원

＊지역 소상공인 현재(10만원 → 50만원) 확대지급

＊장애인 콜택시 확대 

＊경로당 무료급식 확대(1일 1식 →1일 2식)

＊영광읍 복지회관 신축

＊전 군민 문화 바우처(영화관람, 도서구입 등)지급 

＊생활체육 활성화 및 2024년 전남도민체전
     성공적인 개최

＊생활체육 동호인들이 사용하는 전기료 전액지원

＊스포츠 마케팅을 통한 대회 유치 활성화

지역경제

사회복지, 보건

문화관광, 스포츠



군민과군민과  

더 가까이더 가까이

현장에서 현장에서 

함께 있겠습니다함께 있겠습니다

나나  11-- 조일영
새로운 참일꾼!

■■              군민의 편, 주민과 함께 하겠습니다군민의 편, 주민과 함께 하겠습니다..

■   ■           군민의 가려운 곳을 긁어주는 효자손이 되겠습니다군민의 가려운 곳을 긁어주는 효자손이 되겠습니다..  

■   ■           민원해결 1등 군의원이 되겠습니다.민원해결 1등 군의원이 되겠습니다.

■   ■           거짓말하지 않고 솔직하겠습니다거짓말하지 않고 솔직하겠습니다..



조일영조일영은 남의 것을 탐내지 않고은 남의 것을 탐내지 않고

부정비리 없는 깨끗한 후보부정비리 없는 깨끗한 후보, 군민 곁에서, 군민 곁에서

귀를 열어놓고 소통귀를 열어놓고 소통하며 군민이 행복하게하며 군민이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군민 여러분의
손발이 되는
정의롭고 새로운 
참 일꾼!
살기좋은 영광을!

나나  11--

＊영광군 군남면 청년회장(전)

＊영광군 옥당로타리클럽회장(전)

＊영광군 육상협회장(전)

＊영광군 축구협회장(전)

＊영광군 생활체육회장(전)

＊영광군 공공스포츠클럽초대회장(전)

＊영광군 체육회 상임부회장(현)

＊전남 축구협회부회장(현)

＊군남 중학교 총동문회장(현)

＊더불어민주당 영광지역부위원장(현)

＊안전펌프카 대표(현)

＊군남초등학교 졸업

＊군남중학교 졸업

＊군남종합고등학교 졸업

＊서남대학교 부동산학과 졸업

경 력

학 력

조일영
선거사무소 : 전남 영광군 영광읍 옥당로 125  선거사무소 : 전남 영광군 영광읍 옥당로 125  

전    화.  061) 351-7960전    화.  061) 351-7960

휴대폰. 010-3604-0467휴대폰. 010-3604-0467

새로운 참일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