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킹스톤과 서비톤의 노동당은 구위원 선거를 앞두고 노동당의 주요 정책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주택과 발전 

킹스톤은 공공 주택을 제공 받기 위해 오랜 시간을 기다려야 합니다. 노동당은 이것을 바꾸고자 

합니다.  

노동당은 구청에서 보유한 건물들을 매각하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때로는 이 건물들은 자산이

라 불리어집니다.  

노동당은 더 많은 임대 주택과 저렴한 가격의 주택을 건설하고 싶습니다. 

노동당은 구민들의 주택 문제를 대변하고 싶습니다.  

지역 서비스와 커뮤니티 복지 

팬데믹과 공공 서비스 지출 삭감으로 이해 많은 사람들이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모든 주민들은 높은 질의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좋은 공익 서비스는 구민들을 보

살피며, 주민들이 이루고자 하는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공공 서비스에 더 많은 지출을 하는 것은 좋은 아이디어 입니다. 왜냐하면, 더 많은 사람들이 도

움을 받고, 이 도움으로써, 상황이 악화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추후 카운실의 예

산 절약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노동당은 지역 조직과 비영리단체와 함께 일을 할 것입니다. 이는 각 조직과 단체들은 그들이 돕

고 있는 사람들이 무엇을 원하는지를 가장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노동당은 아동 센터에 투자할 것이며, 지역 주민들을 위한 공공 카페에 예산을 제공할 것입니다.  

노동당은 아동 빈곤을 척결에 우선 순위를 두겠습니다. 

노동당은 최상의 건강과 사회 복지 서비스가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노동당은 최상의 정신 건강 서비스 제공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노동당은 여성과 소녀 그리고 여러분에게 안전한 사회가 되도록 열심히 일을 하겠습니다.  

노동당은 더 많은 유스 클럽과 청소년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와 예술 

노동당은 새로운 King Athestan Visitor 센터 건립과 킹스톤 박물관에 투자하고 싶습니다. 지역 내

에 좋은 여가 공간을 만들고자 합니다. 

노동당은 우리들의 구내 도서관 운영에 더욱 심혈을 기울이겠습니다.  

노동당은 예산을 지원하여 작은 음악 공연장을 돕고 싶습니다. 

노동당은 로즈 극장을 지원하겠습니다. 

 

환경 

킹스톤과 서비톤 노동당은 기후 변화와 대기 오염 문제에 많이 우려하고 있습니다. 공기를 깨끗

하게 만들고 지구를 보호하고 싶습니다.  

노동당은 공공 주택의 에너지 효율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자전거 전용 도로를 더 좋게, 더 안전하게 만들고 대중 교통 접근성을 더욱 높이겠습니다. 

노동당은 더 많은 나무를 심을 것이며, 공용 공간에 더 많은 꽃과 나무가 자랄 수 있도록 하겠습

니다.  

노동당은 런던 시장과 협업하여 지속적으로 대기오염을 줄이도록 힘쓰겠습니다. 

노도당은 구청 소유의 모든 차량이 에너지 효율을 확인하겠습니다. 

노동당은 재건축보다는 건물의 재정비 정책을 선호합니다.  

 

공공체 부의 증식 

공공체 부의 증식이란 카운실이 지역 사업에 예산을 지원하고 투자하므로써 형성됩니다. 이것이 

지역 경제에 도움을 주게 됩니다.   

노동당은 지역에 있는 기업들의 제품과 서비스를 구매하므로 지역 경제 활성화에 도움을 줄 것입

니다.  

노동당은 커뮤니티가 사용되지 않는 토지와 건물을 활용하여 구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새로운 공

간을 창출하도록 지원을 할 것입니다.   



노동당은 구청에서 소유한 토지에 새로운 텃밭과 정원을 구성하도록 힘쓰겠습니다  

노동당은 킹스톤 지역 발전 기금을 조성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