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1월 23일 화요일 】주요정치일정
※ 국 회【본회의/전체회의/소위회의】

더불어민주당 (02-1577-7667)
http://theminjoo.kr

국민의힘 (02-6288-0200)
http://www.unitedfutureparty.kr

http://www.assembly.go.kr/assm/assemact/council/

[송영길 대표]
08:00 종편 10주년(개국 27주년) MBN 보고대회 '모빌리티
혁명 新문명을 열다'(서울 중구 DDP 알림터 알림2관)
10:00 제81차 통일학 포럼 '2022 전환의 한반도, 어디로 가
나?'(서울대 문화관 중강당)
15:00 미국 연방하원의원 접견(국회 본관 당대표회의실)
16:00 2021년 쿠키뉴스 입법 및 국정감사 우수 국회의원 시
상식(서울 영등포구 CCMM빌딩 그랜드볼룸)

[이준석 대표]
08:00 MBN개국 27주년 보고대회 '모빌리티 혁명 新문명을
열다(동대문디자인플라자 알림터 알림2관)
14:00 조선일보 유튜브 '팩폭시스터 LIVE' 출연
16:00 쿠키뉴스 창간 17주년 및 쿠키건강TV 개국 13주년
기념행사(서울 영등포구 CCMM빌딩 그랜드볼룸)

council0101/assmSchCal/assemSchCal.do

[윤호중 원내대표]
09:30 원내대책회의(국회 본관 원내대표회의실)
10:00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와 공공외교 세미나(국회 의원회
관 제1세미나실)
10:30 정보위원회 전체회의(국회 본관 정보위회의실)
16:00 대한노인회 정책제안서 전달식(서울 용산구 대한노인
회)
[이재명 대선후보]
08:00 종편 10주년(개국 27주년) MBN 보고대회 '모빌리티
혁명 新문명을 열다'(서울 중구 DDP 알림터 알림2관)
10:00 '디지털 대전환' 공약 발표(더불어민주당 중앙당사 2
층 브리핑룸)
16:00 YTN <뉴스Q> 생방송 인터뷰
정 의 당 (02-2035-0103)
http://www.justice21.org

국민의당 (02-6925-4646)
https://peopleparty.kr/

[여영국 대표]
08:00 종편 10주년(개국27주년) 'MBN 보고대회(서울 중구
DDP 알림터 알림2관)
12:00 정의당 주4일제 캠페인 '주4일은 던져졌다'(신촌 스타
광장)
16:00 쿠키뉴스 창간 17주년 및 쿠키건강TV 개국 13주년
기념행사(국민일보 12층 그랜드볼룸)

[안철수 대표·대선후보]
08:00 MBN 개국27주년 보고대회(동대문디자인플라자 알림
터 알림2관, 서울 중구 을지로 281)
10:30 '청년 공약4호' 연금일원화로 청년의 미래를 담보해
내겠습니다(국회 본관 225호)
15:00 KBS뉴스 D-Live 출연
16:00 토론동아리 대학생들과의 불꽃토크 '청년들이 생각하
는 공적연금의 문제점은?'(하우스 카페, 서울 영등포
구 국회대로74길 19 동우국제빌딩 1층)
20:00 유튜브 안철수TV '안철수 소통 라이브' (51화) 출연

[배진교 원내대표]
09:30 의원총회(국회 본관 223호)
14:00 금융노동포럼-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지방은행 활성화
방안(은행회관 2층 국제회의실)
[심상정 대선후보]
08:00 종편 10주년(개국27주년) 'MBN 보고대회(서울 중구 DDP

[권은희 원내대표]
14:00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국회 본관 604호)

[김기현 원내대표]
09:00 원내대책회의(국회 본관 245호)
10:30 정보위원회 전체회의(국회 본관 647호)
14:00 '독도 고지도 전시회' 개막식(국회 의원회관 3층 제3
로비)
[윤석열 대선후보]
08:00 MBN개국 27주년 보고대회 '모빌리티 혁명 新문명을 열다
(서울 중구 DDP 알림터 알림2관)
11:00 서울시당 핵심당직자 화상 전체회의(영등포구 국회대로
76길 22, 기계회관 신관 3층)
12:00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자 오찬(서울 영등포구 CCMM빌
딩 지하1층)

열린민주당 (02-3775-2773)
https://openminjoo.org/
[최강욱 대표]
통상업무

[강민정 원내대표]
10:00 오마이뉴스TV '박정호의 핫스팟' 출연(전화 인터뷰)

알림터 알림2관)
12:00 정의당 주4일제 캠페인 '주4일은 던져졌다'(신촌 스타광장)
23:30 MBC 특집 100분 토론 대선후보에게 묻는다-심상정 편
(MBC)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