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배포일: 2019. 11. 30. (토)
수 신

각 언론사 사회부, 노동부, 교육부 담당 기자
청년기본법 제정을 위한 청년단체 연석회의

발 신

- 청년유니온 (02-735-0262 / fax 0303-3447-0261)
- 전국청년정책네트워크

“자유한국당에 묻습니다! 무엇을 위한 정치입니까?”

10개 시도, 32곳에서
자유한국당 규탄 전국 동시다발 1인시위
주최 : 청년기본법 제정을 위한 청년단체 연석회의 (57개 청년단체)
전국청년정책네트워크, 청년유니온(서울,경기,인천,대구,경남,부산,광주,대전(준)), 민달팽이유니

3. 청년기본법 뿐만 아니라, 유치원 3법, 어린이 안전법, 포항지진 특별법,
성폭력방지법 개정안 등 수많은 법안이 자유한국당의 무책임하고 몰염치
한 반대로 발이 묶였습니다. 청년기본법은 자유한국당의 전신 새누리당이
1호 법안으로 발의한 법안임에도 무제한 반대 토론을 신청한 것은 자가
당착이 아닐 수 없다.
4. 10개 시도, 32곳에서, 54명의 청년단체 활동가들이 무책임한 자유한국당
을 규탄하는 1인시위를 진행했다. <청년기본법 연석회의>는 12월 2일(월)
오전 11시,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국회를 마비시킨 자유한국
당에 필리버스터를 철회할 것을 요구할 예정이다.

[별첨] 1인시위 사진
http://bit.ly/2Dsoz2V

온, 청년참여연대, 전국청년지갑트레이닝센터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서울, 광주, 대구센터), 심
오한연구소, 나눔자리문화공동체, 청년광장, 봄누리, 부산청년들, 부산청년포럼, 수원청미래충

[별첨] 1인시위 진행 명단 (시간순)

전소, 아모틱협동조합, 시흥청년아티스트, 청년오픈플랫폼Y, 제주청년협동조합, 고양청년네트
워크파티, 광주청년정책네트워크, 사람공동체 리드미, 시흥시청년정책협의체, 대전청년정책네

[별첨] 1인시위 진행 명단 (지역순)

트워크, 메시지팩토리, 대전대학생네트워크, 청년다움, 바름협동조합, 비밀기지, 청년가치협동
조합, 경남청년내일센터, 감자쌀롱, 제주주민자치연대2030위원회, 사람공동체 리드미, 청년신
협(추), 제주여민회 2030위원회, 마포청년들, 사회적협동조합 혁신청, 청년고리, 미래당, 더불
어민주당 전국청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청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인천광역시당 대
학생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대전광역시당 청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 대학생위원회, 정
의당 청년본부, 청년민중당, 부산 청년민중당 준비위원회 등

11월 30일(토), 자유한국당 시도당사 및 국회의원 지역 사무실
연락처

청년유니온 김영민 사무처장 010-9930-4650
전국청년정책네트워크 강보배 사무국장 010-9944-6675

1. 귀 언론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전국청년정책네트워크, 청년유니온 등 57개의 청년단체들이 참여하고 있
는 <청년기본법 제정을 위한 청년단체 연석회의>(이하 ‘청년기본법 연석
회의’)는 청년기본법을 포함한 200여개 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무제한
반대토론)를 시도하는 자유한국당을 규탄하는 전국 동시다발 1인시위를
11월 30일(토) 32곳에서 진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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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10시

11시

지역

32곳에서 54명이 1인 시위 진행 (시간 순)
장소

대전시당

자유한국당 대전시당 앞

중앙당(서울)
광주시당
서울 동작을
대전시당
국회

자유한국당 앞 (영등포)
자유한국당 광주시당 앞
나경원 국회의원 사무실 앞
자유한국당 대전시당 앞
국회 앞

경기
안산단원을

박순자 국회의원 사무실 앞

12시

1시

대전시당

자유한국당 대전시당 앞

서울 양재을
경기 시흥

박성중 국회의원 사무실 앞
시흥을 시의원 합동사무소 앞

중앙당(서울)

자유한국당 앞 (영등포)

경기도당

자유한국당 경기도당 앞

대구시당

자유한국당 대구시당 앞

경남도당

자유한국당 경남도당 앞

대전시당

자유한국당 대전시당 앞

부산시당

자유한국당 부산시당 앞

대전시당

자유한국당 대전시당 앞

서울 양천을

김용태 국회의원 사무실 앞

인천시당

자유한국당 인천시당 앞

2시

3시

4시

5시

서울
서울
서울
경기

강서을
강남병
동작을
시흥갑

김성태
이은재
나경원
함진규

국회의원
국회의원
국회의원
국회의원

사무실
사무실
사무실
사무실

앞
앞
앞
앞

대전시당

자유한국당 대전시당 앞

경북 포항북

김정재 국회의원 사무실 앞

대전시당

자유한국당 대전시당 앞

대구시당
대전시당
제주도당

자유한국당 대구시당 앞
자유한국당 대전시당 앞
자유한국당 제주도당 앞

전북도당

자유한국당 전북도당 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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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김선겸 청년다움 대표
길병성 대전청년유니온(준) 위원장
김소희 미래당 공동대표
김설 광주청년유니온 위원장
최지희 민달팽이유니온 위원장
장기환 대전대학생네트워크 회원
엄창환 전국청년정책네트워크 대표
문지원 안산청년네트워크 운영위원장
김송미 안산청년네트워크 운영위원
임윤희 안산청년네트워크 운영위원
장정연 안산청년네트워크 운영위원
전우란 안산청년네트워크 회원
정지수 안산청년네트워크 회원
강소영 안산청년네트워크 회원
박정아 대전청년유니온(준) 준비위원
이정민 대전대학생네트워크 운영국장
정보영 청년유니온 교육팀장
이동수 시흥시 청년정책협의체 위원장
김영민 청년유니온 사무처장
이채은 청년유니온 미디어팀장
송하민 청소년유니온 위원장
정민권 미래당 대구시당 대표
조영태 미래당 대구시당 교육팀장
송송이 경남청년유니온 사무국장
조정훈 경남청년유니온 조직팀장
유창현 대전청년유니온(준) 사무국장
성민경 대전대학생네트워크 회원
길병성 대전청년유니온(준) 위원장
손상우 미래당 부산시당 대표
홍진한 미래당 활동당원
최연석 미래당 경남도당 대표
김영진 혁신청 대표
엄창환 전국청년정책네트워크 대표
김영민 청년유니온 사무처장
이정은 인천청년광장 대표
선민지 인천청년유니온 위원장
김민규 인천청년유니온 사무국장
이슬 청년유니온 조직팀장
이기원 청년유니온 조직팀장
김소희 미래당 공동대표
김진영 시흥시 청년정책위원회 위원장
양은영 미래당 대전시당 비상대책위원장
정연헌 대전청년정책네트워크
임지희 대전청년정책네트워크
손주희 미래당 경북도당 대표
조아라 청년다움 사무국장
박희석 청년다움 회원
변상윤 청년다움 회원
이건희 대구청년유니온 위원장
정하은 대전청년유니온(준) 준비위원
박경호 전국청년정책네트워크 운영위원
서난이 청년유니온 전북대의원
김윤권 전국청년정책네트워크 회원
박혜령 청년유니온 조합원

지역
국회
중앙당(서울)

32곳에서 54명이 1인 시위 진행 (지역 순)
장소
일시
담당
엄창환 전국청년정책네트워크 대표
국회 앞
12시
김소희 미래당 공동대표
10시
자유한국당 앞 (영등포)
김영민 청년유니온 사무처장
1시

서울 동작을

나경원 국회의원 사무실 앞

서울 양재을
서울 강남병
서울 강서을

박성중 국회의원 사무실 앞
이은재 국회의원 사무실 앞
김성태 국회의원 사무실 앞

11시
3시
12시
3시
3시

서울 양천을

김용태 국회의원 사무실 앞

2시

부산시당

자유한국당 부산시당 앞

1시

인천시당

자유한국당 인천시당 앞

2시

대구시당

자유한국당 대구시당 앞

1시
5시
10시
11시
12시
1시

대전시당

자유한국당 대전시당 앞

2시
3시

4시

광주시당
경기도당
경기 시흥을
경기 시흥갑

자유한국당 광주시당 앞
자유한국당 경기도당 앞
시흥을 시의원 합동사무소 앞
함진규 국회의원 사무실 앞

5시
10시
1시
12시
3시

경기
안산단원을

박순자 국회의원 사무실 앞

12시

경남도당

자유한국당 경남도당 앞

1시

경북 포항북

김정재 국회의원 사무실 앞

4시

전북도당

자유한국당 전북도당 앞

5시

제주도당

자유한국당 제주도당 앞

5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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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채은 청년유니온 미디어팀장
최지희 민달팽이유니온 위원장
김소희 미래당 공동대표
정보영 청년유니온 교육팀장
이기원 청년유니온 조직팀장
이슬 청년유니온 조직팀장
엄창환 전국청년정책네트워크 대표
김영민 청년유니온 사무처장
손상우 미래당 부산시당 대표
홍진한 미래당 활동당원
최연석 미래당 경남도당 대표
이정은 인천청년광장 대표
선민지 인천청년유니온 위원장
김민규 인천청년유니온 사무국장
정민권 미래당 대구시당 대표
조영태 미래당 대구시당 교육팀장
이건희 대구청년유니온 위원장
김선겸 청년다움 대표
길병성 대전청년유니온(준) 위원장
장기환 대전대학생네트워크 회원
박정아 대전청년유니온(준) 준비위원
이정민 대전대학생네트워크 운영국장
유창현 대전청년유니온(준) 사무국장
성민경 대전대학생네트워크 회원
길병성 대전청년유니온(준) 위원장
김영진 혁신청 대표
양은영 미래당 대전시당 비상대책위원장
정연헌 대전청년정책네트워크
임지희 대전청년정책네트워크
조아라 청년다움 사무국장
박희석 청년다움 회원
변상윤 청년다움 회원
정하은 대전청년유니온(준) 준비위원
김설 광주청년유니온 위원장
송하민 청소년유니온 위원장
이동수 시흥시 청년정책협의체 위원장
김진영 시흥시 청년정책위원회 위원장
문지원 안산청년네트워크 운영위원장
김송미 안산청년네트워크 운영위원
임윤희 안산청년네트워크 운영위원
장정연 안산청년네트워크 운영위원
전우란 안산청년네트워크 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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