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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대한민국 대전환 제20대 대통령선거 선거대책위원회 직능본부
※ 담당 : 이건상 팀장 (010-2652-2371)

대전지역 시민, 직능단체 3,067명 이재명 후보 지지
14일 한의사회, 간호사회, 미용사, 체육인, 대전사람모임과 릴레이 감담회

체육인 2500명, 간호사 507명 “대한민국 미래 적임자” …내주 충북 방문
대전지역 시민 직능단체 회원 등 3,067명이 14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지지
를 선언했다.
대전지역 간호사 507명, 체육인 2,500명, 대전사랑모임 회원 60명은 이날 더불어민주
당 대전시당에서 선대위 직능본부와 순회간담회 및 정책협의를 갖고, 이후 각 단체별로
이 후보에 대한 지지를 선언했다.
박정화 간호인력취업교육센터 센터장은 지지선언문을 통해 “이재명 후보는 전 국민의
보편적 건강 보장을 위한 간호법 제정을 적극 추진하겠다는 뜻을 천명했다”면서 “대한
민국 대선 최초로 간호법 제정 의지를 밝힌 이 후보를 지지한다”고 밝혔다.
대전사랑모임도 “지나온 길을 보면 앞으로 나아갈 미래의 길이 보인다. 성남시장과 경
기도지사 시절 뛰어난 업무 능력과 창의적인 행정을 보여준 이재명 후보가 대한민국의
미래를 열어갈 적임자”라고 지지 이유를 설명했다.
대전시 체육인들도 학생선수 학부모 체육교육 간담회를 가진 뒤 자발적으로 지지 의사
를 천명했다.
선대위 직능본부는 이날 인천에 이어 두 번째로 대전에서 순회간담회를 열고 △대전광
역시한의사회 △대한미용사회 대전시협의회 △대전광역시간호사회 △대전사랑모임 △
대전시 체육인 등 각 직능단체와 정책협의를 진행했다.
이날 대전 순회간담회에는 김병욱 직능본부장을 비롯, 서영석, 임오경, 이정문 국회의
원과 박남일 직능본부 대전본부장, 최영찬, 박상혁 직능본부 부본부장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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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욱 직능본부장 (재선 국회의원 · 경기 분당을)은 “K뷰티 산업의 발전과 미용실 환
경개선, 미용업 종사자의 처우개선에 적극 나설 것이며, 한의와 양의가 균형 있게 성장
발전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면서 “간호사회의 숙원에 대해서도 진정성 있게 해결 방
안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임오경 국회의원(경기 광명갑)은 체육인과의 간담회에서 “우리 체육인들이 한마음 한뜻
으로 승부사적 기질을 발휘해 이재명 후보가 금메달을 걸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길 부탁
드리며, 저도 체육인과 손잡고 함께 하겠다”고 감사를 표시했다.
서영석, 이정문 국회의원도 대전지역 직능단체와 시민모임의 지지에 감사의 뜻을 전하
며, 앞으로 이재명 후보와 대전지역 직능인들의 가교 역할에 매진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선대위 직능본부는 오는 18일 충북. 20일 강원지역을 방문, 순회간담회를 지속해
나갈 예정이다. (끝)

사진설명
대전광역시 체육인 2500명은 14일 더불어민주당 대전시당에서 이재명 후보 지지를 선언한 뒤 임오경
국회의원에게 지지자 명부를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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