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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C의 신조 |
신앙은 인간생활에 의의와 목적을 부여하며 인류는 국경을 초월하여 

형제가 될 수 있으며 경제적 정의는 자유기업을 통해서 자유인에 의하여 

최선으로 달성되며 정치는 법률에 기반을 두며 인간의 자의로 행해질 수 없으며 

이 지구상의 가장 위대한 보배가 인간의 개성속에 있으며 

인류에의 봉사가 인생의 가장 아름다운 사업임을 우리는 믿는다.

|  JC의 강령 |

우리는 시대적, 사회적 사명을 자각하고 JC본연의 이념을 같이하는 

청년들의 웅지와 정열을 한데모아 자주적, 자립적, 자발적, 실천력으로 

복지사회 건설과 세계평화를 이룩하는데 총력을 다한다.

|  JC의 비젼 |

행동하는 청년시민의 선도적인 글로벌 네트워크를 구축한다.

|  JC의 미션 |

긍정적인 변화를 만들기 위해 청년들에게 역량 개발의 기회를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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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C의 신조
신앙은 인간생활에 의의와 목적을 부여하며 인류는 국경을 초월하여 형제가 될 수 있으며, 

경제적 정의는 자유기업을 통해서 자유인에 의하여 최선으로 달성되며, 정치는 법률에 

기반을 두며 인간의 자의로 행해질 수 없으며, 이 지구상의 가장 위대한 보배가 인간의 

개성속에 있으며, 인류에의 봉사가 인생의 가장 아름다운 사업임을 우리는 믿는다.

한국JC의 강령
우리는 시대적, 사회적 사명을 자각하고 JC본연의 이념을 같이하는 청년들의 웅지와 

정열을 한데모아 자주적, 자립적, 자발적, 실천력으로 복지사회 건설과 세계평화를 이

룩하는데 총력을 다한다.

JC의 신조에 대하여
JCI 신조는 1946년 미국 JC 전국 회원 대회가 열린 후 William Brownfeld씨에 의해 초

안된 신조를 1947년 미국JC가 채택하였고, 1950년“신앙은 인간생활에 의의와 목적을 

부여하며”하는 구절을 보완하여 1950년도 세계 JC총회에서 정식으로 채택하였다. 여

섯 조항으로 된 이 신조는 JC운동의 이상과 정신을 글로써 표현하기 위한 진지하고 아

름다운 하나의 노력으로써 JC회원은 물론 누구에게나 감명을 주는 것으로 JC정열과 행

동규범을 담고 있습니다.

JCI신조는 개괄하여 인간영적 생활의 숭고성, 구거제주의, 자유민주주의, 법치주의, 인

간성의 구가와 박애주의를 그 근간으로 하고 있습니다.

신조 속에는 먼저 JC가 가지고 있는 인생관 내지 세계관을 단적으로 표현하였습니다.

여기에서 신앙이라 함은 어느 특정한 종료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정신적 존재 혹은 신

헨리 기젠비어

JC창시자 

훌륭한 인격과 시민정신이 깃든 이 조직의 정신속에

언젠가는 영원한 세계평화가 이룩되리라 믿는다.

"From within the walls of the soul of this organization.

When in th foundation of character and goodcitizen are

I hope a message will come in the sometime of

tomorrow That willstir the people toward pea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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념을 뜻하는 것으로서 종교적 신앙이건, 도덕적 신념이건, 생활과 행동의 믿음이건 간

에 우리 인간은 뚜렷한 신념을 가지고 살아야 하며 무엇인가 마음속에 굳건한 소신이 

있어야 인간적 생활을 가치있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한편 JCI의 신조는 경제적인 정의에 관한 JC의 신념을 표현한 것입니다. 인간 개인에 

대한 자각과 반성이 싹트기 시작한 근세로부터 부의 균등한 분배는 인류의 기본적 과제

의 하나로 되어왔습니다. 소위 경제적 민주주의는 어떻게 하여 달성될 수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JCI의 신조에 의하면 경제적 민주주의는 자유인에 의한 자유기업에 의하여 

가장 이상적으로 이루어 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자유인에 의한 자유기업이 자유스러운 활동에 의하여서만 각 개인의 물질 생

활의 향상과 복리를 증진시키며, 적절한 경쟁과 견제는 부의 사회적 균등을 가져올 수 

있다고 믿습니다.

상술한 경제적 민주주의에 이어 신조에서는 JC의 정치적 민주주의에 대한 소신을 말했

다.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법치국가의 이념이야말로 JC가 이상으로 삼는 정치의 방식이

라는 것입니다. 즉 개인의 자의에 좌우되는 정치가 아니라 제정된 법률하에서 만인의 

평등과 자유와 의무속에 이뤄지는 정치야 말로 인간 행복이 확보될 것이며 공포로부터

의 해방이 약속된다는 것입니다.

JCI의 신조에는 인간의 개성, 인격의 존엄성을 말하기도 합니다. 인간은 목적이 되고 

수단이 될 수 없으며 지위의 고하, 귀천, 계급, 빈부의 세속적 차멸을 초월하는 고귀한 

것입니다. 문화 예술은 물론이요, 정치, 경제 등 모든 인류의 활동 분야에서 개인의 개

성이 공헌한 업적은 전세계에 찬란한 금자탑을 이루고 있습니다.

JCI신조의 마지막 조항은 JC행동의 목표를 요약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인류에 대한 봉

사적 정신인 것입니다. 봉사의 대상은 국가나 민족 혹은 단체나 개인에 국한하는 것이 

아니라 인류라는 대관념에 속한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개성이 존귀하다 함은 그 개인이 

내포하는 인류성 때문이며 그 개인에 국한하는 이는 속성에 대한 것은 아닙니다. 개인은 

인류라는 매개를 통하여 전체와 직결되는 것이며 인류성의 매개없이는 전체란 추상적인 

관념에 지나지 못한다는 뜻에서 우리들은 봉사의 대상을 인류에서 구하는 것입니다.

즉 나(我)라는 인격에 대한 너(汝)라는 인격을 위하여 노력하는 것이 곧 JC의 신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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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國JC 노래

파주청년회의소 40주년 기념사8   



2017년 한국청년회의소 슬로건

2017년 경기지구청년회의소 슬로건

2017년 파주청년회의소 슬로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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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국의 미래 청년의 책임 ”

“ 말보다는 행동으로 실천하는 

경기지구청년회의소 ”

“ 청년의 열정과 패기 

미래로 도약하는 파주JC! ” 

40주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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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도 이종석회장 집무광경

2017년도 이사회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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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간사 _ message

회장 이종석

풍성한 가을 10월 파주청년회의소 창립40주년 기념식을 맞이하게 됨을 파주JC 회원 및 가족분
들과 함께 매우 기쁘게 생각하며 본 회의소 창립식을 축하해 주시기 위해 참석해주신 기관단체
장님을 비롯한 내, 외 귀빈 모든 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파주JC가 있기까지 헌신해주신 역대 회장님과 신동철 특우회장님을 비롯한 특우회 선배님
들의 참석에 감사드리며 또한, 국제우호증진을 위해 멀리서 와주신 대만 삼협청년상회 이용승
회장 과 회원여러분의 참석에도 감사드립니다.

사랑하는 파주JC 가족 여러분

 우리는 “조국의 미래 청년의 책임”이라는 대명제 아래 JC 4대 이념을 실천하고 있으며 올 한
해 파주JC는 지도역량개발, 사업능력개발, 지역사회개발, 국제우호증진을 바탕으로 파주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위탁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신년인사회,  제22회 코스모스가요제,  자매JC
인 대만 삼협 국제 청년회의소를 방문하는 등 많은 행사 및 사업을 열었고  파주시의 미래인 청
소년들의 건전한 취미 생활과 정신 건강을 위해 노력하는 파주청년회의소가 되었습니다.

 또한 저의 슬로건인 ‘청년의 열정과 패기! 미래로 도약하는 파주JC!’처럼 청년다운 순수한 
열정을 일깨우고 결과보다는 과정에서의 소중함을 배우며 포장된 허례보다는 현실적인 가치와 
의미를 찾고 대화와 소통으로 해결해 나아갈 줄 아는 단체가 되도록 노력하였으며 외부인구의 
유입으로 인해 인구수가 증가함에 따라 눈에 띄게 나날이 발전하고 있는 파주에 걸맞게 저희 파
주청년회의소도 함께 성장하고 발전하는 한 해가 되었습니다. 

파주JC 회원 여러분
이제 지난 40년을 뒤로 하고 새로운 40년을 향해 나아갑니다.
우리는 지금 분명 선도적인 JC인입니다. 그러나  자긍심을 갖되 자만하지 말고 우리의 작은 실
수도 수정하고 보완하여 진정한 파주JC인으로써 지역사회의 발전과 국가의 발전을 위해 더욱 
노력하고 헌신합시다. 

마지막으로 파주JC가 창립 40주년을 맞이하기까지 열정과 노력을 아끼지 않으신 역대회장님과 
특우회장님들을 비롯한 선배님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오늘의 창립기념식을 준비해온 최
용석 상임부회장을 비롯한 회원 여러분 한분한분께도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감사합니다.

파주JC 회장 이 종 석 

40주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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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려사 _ message

중앙회장 김호탑

회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랑스러운 역사와 전통의 조직! 조국의 미래를 선도할 

청년들의 아름다운 조직!

한국청년회의소의 위대한 여정에 함께 하시는 청년리더 

여러분께 인사드립니다.

그리고 조국의 미래와 JC이념 실천을 위해 한국JC와 함

께 달려온 파주JC의 창립 40주년을 한국JC 회원을 대표

해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또한 한국JC의 역사와 함께

하는 파주JC가 40년의 시간동안 역사와 전통을 이어오신 

많은 선배님들의 열정과 헌신을 기억해주시길 바라며 한

국JC의 명문 로컬로서 보다 발전하기를 바랍니다.

존경하는 회원 여러분!

우리 한국JC는‘조국의 미래, 청년의 책임’이라는 대명제 아래, 더 나은 미래를 위한 청년의 

역할을 해왔습니다. 한국JC를 거쳐 간 젊은 기업가들이 대한민국 경제성장의 동력이 되었고, 

한국JC를 통해 성장한 청년 리더들은 대한민국의 정치와 사회 발전을 이끌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 한국JC의 역사는 대한민국 발전의 역사라고 말할 수 있으며, 우리는 선배들

이 만들고 이어온 자랑스러운 한국JC의 역사를 이어감으로써 조국의 발전에 이바지할 책임

이 있습니다. 이렇게 위대한 역사를 만들어 오신 선배님들과 지금 이 순간의 역사를 함께 만

들어 가는 회원 여러분께 깊은 존경을 표합니다.

친애하는 회원 여러분!

우리의 역사를 만들어 온 것은 바로 우리의 로컬들이고 우리의 미래를 만들어 갈 주체 역시 

로컬입니다. 로컬들이 더 강해지고 더 활발하게 사업 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한국JC는 청년세대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명실공히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청년단체로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또한 그렇게 될 수 있도록 파주JC가 지역을 대표하는 청

년단체로서 굳건한 위상을 떨치며 지역사회에 더욱 큰 영향력을 가지고 활동할 수 있도록 이

종석 회장님을 비롯한 파주JC 회원 여러분을 응원하겠습니다. 

JC활동은 스스로에게 동기부여가 될 수 있는, 즐거운 활동이 될 수 있어야 합니다. 의전에 치

우치거나 보여주기 위한 활동이 아닌, JC이념과 4대 활동기회 그리고 한국JC 강령에 충실하

면서도 참여하는 회원들 모두가 즐거운 마음으로 보람을 느끼는 JC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 

JC를 만들기 위해 전심전력 하시는 이종석 회장님과 회원여러분께 격려와 감사를 표하며, 다

시 한 번 파주JC의 창립 40주년을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사단법인 한국청년회의소  중 앙 회 장  김 호 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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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회장 김형철

친애하는 파주청년회의소 회원 및 부인회원 여러분!
“청년의 열정과 패기 미래로 도약하는 파주JC”라는 슬로
건 아래 파주청년회의소 제40주년 창립기념식을 갖게 됨을 
경기지구 일만여 가족과 더불어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전쟁의 폐허 속에서 조국을 재건하자는 JC의 숭고 한 이념
과 젊은이들의 열정과 패기로 이 땅에 뿌리 내린지 어언 66
년의 역사가 흘러 왔습니다. 
지난 반세기가 넘는 역사동안 우리JC인은‘조국의 미래 청
년의 책임’이란 사명감을 갖고 지역사회에서 보다 나은 미
래를 위해 청년의 역할을 다 해왔습니다.

파주청년회의소가 지난 40년이 흘러오면서 각별한 애정과 
열정으로 보낸 세월, 주마간산처럼 스쳐가는 세월, 막무가
내로 다가오는 세월을 보다 더 아름답게 조합하고 아우를 
수 있기를 바라며, 아울러 JC이념을 고취시키고자 지역사

회발전에 헌신적으로 봉사하는 자세를 확립하는 파주청년회의소는 경기지구 내에서도 모범이 
되는 우수 롬으로서 JC 발전과 경기지구의 성숙된 문화에도 많은 기여를 해 왔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파주시 신년 인사회, 제22회 코스모스 가요제, 대만 삼협국제청년상회 방문. 방한 등 많은 
사업을 펼치며 지역 사회에서의 청년들의 위상을 세우는데 대해 힘찬 격려의 박수를 보내 드립
니다.

존경하는 파주청년회의소 회원 및 가족 여러분! 
지금 우리JC는 국제적인 금융위기와 장기적인 경제 불황으로 인한 회원활동 저조와 조직에 얽
매이지 않으려는 신세대들의 개방적인 사고로 인해 회원확충의 어려움의 이중고를 겪고 있습니
다. 그러나 뿌리가 깊은 나무나, 깊은 강물은 쉽게 흔들리지 않듯이 우리JC는 어떠한 어려움도 
능히 극복하고 오히려 발전을  위한 디딤돌을 마련해왔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적극
적이고 능동적인 사고로 어려움을 정면으로 돌파해내는 열정과 용기일 것입니다.

이에 경기지구청년회의소는 올 한해“말보다는 행동으로 실천하는 경기지구청년회의소”이라
는 슬로건으로 기본과 원칙에 충실한 경기지구운영을 전제로 조직의 전문성과 지역사회발전에 
동행하는 JC가 되어 급변하는 시대에 경기발전을 선도하는 한 축이 되는 대표적인 청년조직으
로 거듭나가겠습니다.

파주청년회의소 회원여러분들도 창립40주년을 계기로 지난 역사를 거울삼아 새 시대의 새 역사 
창조에 앞장서고, 40년이란 세월을 JC에 몸담아 밑거름이 되어 오신 자랑스런 역사와 전통은 그
동안 선배님들의 열정과 희생으로 이룩한 것으로써 회원들이 지역사회에서 활동하는데 큰 힘이 
될 것을 확신하면서, JC에 대한 좋은 인식과 새로운 이미지를 창출하는데 파주청년회의소 회원
여러분들이 적극 참여하여 새로운 변화에 주역이 되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창립 40주년을 맞아 지나온 소중한 역사를 되돌아보고 선후배가 한자리에 모여 미래를 
향한 도약의 계기를 찾는 계기를 마련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다시 한 번 이종석 회장님을 비롯한 파주청년회의소 회원 여러분의 건승을 기원하며, 또한, 이 
자리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의 사업과 가정에 행운이 깃드시길 간절히 기원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경기지구청년회의소  지구회장  김 형 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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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대회장 박 흥 수

1977년 9월 23일 창립을 하면서 벌써 40주년이 되는 해로

써 창립2대 회장으로써 감회가 새롭습니다. 

1915년 미국 미주리주 세인트루이스시에서 어린이를 좋아

하고 사랑하던 핸리키젠비어가 어느 날 소녀가 길가에서 친

구들과 함께 놀다가 교통사고로 참변을 당하는 것을 보고 

이 사건에 충격을 받은 키젠비어는 어떻게 하면 교통사고를 

막을 수 있을까? 궁리를 하여 친구들과 키젠비어와의 의견

에 동의하여 어린이 놀이터를 만드는데 공동과제가 되었습

니다. 그 후 1915년 10월 13일 YMCA가 운영하는 회관에 모

여 JC날로 기록되었으며, 그 후 1918년 2월 11일 청년 상공

회의소로 기록되었으며, 그 후 상공회의소 이사회도 가입하

였으며 JC로서 새로운 이정표가 되었습니다.

오늘날 JC가 전 세계 100여 개국에 100만 명의 회원을 헤아리게 되었으며 JC는 가장 빨리 성장 

하는 단체가 되었다. 이에 따라 파주청년회의소는 1977년 10월 9일 제26차 전국 회원 대회에서 

인준번호216번째 인준을 받아 1977년 10월 24일 인증서 전달식을 받아 11월 5일 현판식 겸 시무

식 및 이사회의를 사무국에서 개최하여 오늘날 40주년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본인은 2대 회장을 역임하면서 많은 시련과 역경을 거쳐 1978년 9월 28일 임진각에서 파

주 청년회의소 창립1주년기념행사를 성대하게 거행하여 지역 행사로서 가장 모범적인 행사를 

가져 타 로칼에서 부러움을 살 정도로 거창하게 치르면서 명실공이 파주청년회의소의 위상을 

높이 올려놓았으며 파주 지역에 모범단체로서 각 단체에서 JC가입을 원하는 청년들이 많이 있

었으나 당시에 입회를 하기 위해서는 이사회의 전원 찬성이 필요했으며, 1명이라도 반대하면 가

입이 불가능하게 되어 입회하는 청년들이 어떻게 하면 파주 JC회원이 될 수 있는가 하는 어려움

을 격어야 했다. 그동안에 지역 사회봉사 단체가 많이 늘어나 경쟁의 시대가 되었으며 회원 여

러분도 많은 노력과 봉사로서 타에 모범이 되어야만 하는 단체로서 지금까지 타 단체보다 긍지

와 자부심을 가지고 왔으며 앞으로도 또한 모범적으로 지역사회 봉사함으로서 JC 회원의 모범

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역대회장으로 당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모범적인 생활로 개인의 능력개발 지역사회 봉사 세계

와의 우정으로서 JC인의 목적을 달성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파주JC 40주년을 진심으로 축하하며 회원여러분에 모든 분에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기를 기원합

니다.

                                                   2대 회장 박홍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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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회장협의회

회장 심호섭

오늘은 40년 전 파주 JC가 창립을 보게 된 뜻 깊은 날입니다. 이 뜻 깊은 날을 맞아 회원 여러분

과 창립의 의의를 다지고 지난날을 회고하며, 또 오늘의 위상을 되돌아보고 미래의 발전을 기약

할 수 있는 계기가 된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돌이켜 보면 우리 파주 JC는 40년이라는 역사 속에서 여러모로 비약적인 발전을 거듭하여 우

리 고장에 뿌리를 내렸습니다. 40년 전인 1978년 9월 27일 창립 당시는 불모지나 다름없던 환경 

속에서 젊음의 패기와 충만한 사명감으로 첫발을 내딛어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숭고한 JC이념

을 확고히 정립하고 명실 공히 핵심적인 봉사단체로 자리매김하게 된 것은 지역사회를 위해 봉

사하는 회원들의 노고와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유지하고 모든 일에 솔선수범한 집행부의 수고의 

결과라고 봅니다.

  JC활동은 지역사회와 국가 발전에 이바지하면서 또한 개인의 사회 활동에도 활력소가 됩니다. 

우리 지역에서도 지방의회를 비롯하여 사회 지도자급으로 활발하게 활동하는 회원들이 많습니다. 

  청년들의 웅지와 정열을 한데 모아 자주적, 자립적, 자발적 실천력으로 복지사회 건설과 세계

평화를 이룩하는데 총력을 다 한다는 한국 JC 강령을 기반으로 지역과 국가 발전을 이룩할 수 

있는 중추적인 역할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파주 JC 회원께서는 인화 단결하여 한마음 한

뜻으로 한데 뭉쳐 JC가 추구하는 소기의 성과를 거둬야겠습니다.

  끝으로 파주 JC 회원 여러분의 앞날의 행운과 끝없는 건투를 빌며, 또한 파주 JC의 무궁한 발

전을 기원합니다.

                  

                                 역대회장협의회 회장 심호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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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우회역대회장협의회

회장 전경연

  존경하고 사랑하는 파주JC 선배, 동료, 후배와 JC가족 여

러분! 

풍요로운 결실의 계절 가을하늘을 바라보며 지난40년을 반

추(反芻) 해 봅니다.

창립40주년을 자축하며 오늘 본 행사를 준비한 최용석 상

임부회장과 임원 후배회원들의 노고를 치하 합니다. 특히 

오늘의 파주JC가 있기 까지 지역사회 봉사를 물론 지도력

량 계발과 세계와의 우정이라는 목표를 실천하며 조국의 미

래 청년의 책임이라는 대 명제를 솔선수범 하신 역대회장님

들과 특우회 역대회장님들, 선배님들과 회원들의 희생과 봉

사 그리고 파주사랑 이라는 일념이 있었기에 가능 했으며 

지금도 우리 파주JC 회원들이 시의원, 도의원, 국회의원들

이 지방의회와 국회에 진출하여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노심

초사 하며 통일한국의 염원과 희망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하

고 있습니다.

  이종석 파주JC 회장은 용기 있는 지도자, 도전하는 지도자, 슬기로운 지도자 상을 그리기 위

해 기상이 넘치는 힘찬 행진을 대망의 2018년도를 맞이하기 위한 경기지구 회장 출사표를 제시 

했습니다. 변화와 소통을 요구받는 현시대의 흐름을 직시하시어 이번 출사표가 앞으로 한국JC

중앙회장은 물론 파주지역을 넘어 경기도와 통일한국의 훌륭한 지도자가 될 수 있도록 더욱 정

진해 줄 것을 기원합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파주JC 선후배와 동료JC가족 여러분! 이제 우리는 최근의 예측 불가한 국

제적 안보위기의 현실과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한 청년세대의 지혜를 모아 선배를 공경

하는 동방예의지국에 삼강오륜을 다시한번 실천하며 후배들을 사랑하는 마음에 희생과 봉사로 

모두가 하나로 합치 할 수 있도록 국력을 신장 시키는 일에 앞장서야 하겠습니다 

  영원한 JC는 회원들의 희생과 봉사 속에서 꽃 피우고 열매를 맺습니다. 회원없는 회장 탄생될 

수 없듯이 다수의 침묵하는 회원들의 솔선수범으로 JC역사는 발전하고 아름다워 진다고 믿습니

다. 국가 또한 편향된 국민의 대통령은 국가의 파멸을 초래할 것이며 링컨의 유명한 진리인 국

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대통령이어야 하며 통일 한국을 실현해야 한다고 생각 합니다.

  끝으로 우리파주JC 창립40주년을 축하해 주시기 위해 참석 해주신 국회의원 각급 기관장, 지

역유지, 한국JC중앙회장과 경기지구회장과 임원 형제자매JC를 비롯한 경기지구 로컬 수석대표

님과 회원, 멀리 대만삼협JC 이승용회장님과 회원가족의 파주JC 방문에 찬사와 고마운 마음을 

전합니다. 또한 이 자리에 참석하신 모든분들 가정에 평화와 행복이 넘치고 하시는 사업 번창 

하시길 기원 드립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특우회 역대회장협의회 회장 전 경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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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우회장 신동철

숭고한 JC이념의 구현과 청년문화발전에 일익을 담담해

온  JCI KOREA  - 파주 창립 40주년을 진심으로 축하합

니다.

파주JC는 고)허삼 초대회장님을 비롯한 40명의 역대회장

님과  유해운 특우회장님을 비롯한 30명의 특우회장님들

의 노력과 정성이  파주 지역사회의 밝은 미래를 앞당 기

는데 크게 기여를 해왔다고 생각합니다. 무엇보다도 회원

들이 흘리는 땀과 노력, 헌신적인 봉사와  희생이 사회의 

밑거름이 되고 있다는 긍지와 사명감을 잊지 마시기 바라

며,  이런 노력의 결과 파주 JC는 2017년 경기지구회원대

회에서  이종석 회장의 지도력으로 경기지구 최우수 롬상

부인회원상, 사무국장 특별상 수상한 바 있습니다.

중년이된 파주JC가 "조국의 미래는 청년의  책임"이라는 슬로건처럼 파주지역사회 뿐 아니라 

대한민국의 청년문화를 이끌어 가는데  앞장서야할 것이며, 더욱 성숙된 모습으로 보다나은 

청년미래비전을 제시하여 차원 높게 발전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지역사회와 함께한 파주JC 40년의 역사는 함께할 100년의 역사를 만드는데 소중한 이정표

며, 창립 40주년을 통하여 새로운 발걸음을 내딛는 계기가 되길 소망합니다.

파주JC특우회는 함께할 100년을 준비하면서, 후배들과 함께 소통하면서 바람직한 JC 선배상

을 만들기위하여  JCI 파주합창단을 결성하게 되었고 회원, 부인회원, 특우회원이 함께 어울

어져 멋진 JC문화를 만들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한,중 교류 30주년을 맞아 파주JC 창립 40주년을 축하해 주시기위해 참석해 주신 삽협

JC 이승룡회장과 유현유 특우회장을 비롯한 회원 한분한분께 고마움을 전하며 삽협JC 회원

과의  우호증진에 더욱 힘을 쏟아야 할 것입니다.

저는 JC회원인 것이 자랑스럽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있어 행복합니다~~~~

 JC의 우정과, 사랑과 ,미래를 위하여~~~          파주 JC 화이팅!!!

파주 제이씨 특우회장 신 동 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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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시장권한대행

부시장 김준태

  파주시의 미래를 이끌 주역이자 미래 지도자의 모임인 파주청년회의소의 창립 40주년을 진

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올해는 1915년 미국에서 시작된 JCI가 세계적으로 전파되어 우리나라

에 뿌리 내리고, 이곳 파주까지 이어져 1977년 파주청년회의소의 창립이후 현재까지 지역사

회에 다양한 봉사와 사회 참여와 이웃사랑 운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파주의 대표 민간시민단체로  든든히 자리잡고 있는 파주 청년회의소의 창립 40주년을 맞이하

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하며, 이종석 회장과 회원 여러분께 진심어린 축하 인사를 드립니다. 

  조국의 미래, 청년의 책임이라는 청년회의소 슬로건처럼  청년회의소 본연의 이념을 품고 

청년의 패기와 열정으로 이 시대를 이끌어 온 젊은 지도자인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회원간의 소통을 통해 신뢰와 우정을 쌓고 강한 정신력으로 지역사회를 선도하는 

파주청년회의소가 되길 바랍니다.

 또한 특우회원 여러분께서도 청년회의소시절 동료들과 나누었던 우정을 되새기고 후배회원

들을 위한 지원과 격려를 아끼지 말아줄 것을 당부 드립니다. 특히 올해는 대만삼협 JC와의 

교류를 시작한지 30년이 되는 뜻 깊은 해로서 더욱 우의를 돈독하게 하고 앞으로도 지속 발

전하길 기원합니다.

  다시 한번 40주년을 맞이한 파주청년회의소의 창립을 축하드리며, 파주의 지역발전과 대한

민국의 화합을 위해 무엇보다 중요한 서로 돕고, 밀어주며 끌어주는 노력을 당부드리며, 앞

으로도 지속적인 활동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파주청년회의소의 무궁한 발전과 회원들의 행복

을 기원합니다. 

파주시 부시장 김 준 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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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사 _ message

국회의원 윤후덕

파주청년회의소의 창립 40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더불어 <파주청년회의소 창립 제40주년 기념식 및 제30회 청년대상 시상식> 개최를 위해 애쓰

신 이종석 회장님을 비롯한 파주청년회의소 회원 여러분께 격려와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1977년 창립 이후 파주청년회의소 회원 여러분은 파주의 여러 기관 및 사회단체와 협업하여 지

역사회의 크고 작은 문제들을 함께 해결해 왔습니다. 뿐만 아니라 청소년 대축제, 코스모스 가

요제와 같은 문화행사를 통하여 장차 지역사회를 이끌어 갈 청소년들을 지원하는 사업도 펼쳐 

왔습니다. 이러한 선배 청년들의 땀과 열정이 지금까지 후배들에게 이어져 내려와 지난 40년간 

지역사회 발전의 밑거름이 되었습니다.

40년이란 긴 세월을 거쳐 오면서 여러 우여곡절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고난이 닥칠 때마다 

청년의 패기와 열정, 회원들의 단결된 힘과 지혜로 극복해 오면서 파주청년회의소는 명실공이 

파주를 대표하는 청년단체로 자리매김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의 노고에 감사와 격려의 박수를 

보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는 제30회 청년대상 시상식이 개최되어 지역사회 발전에 헌신한 모범 청년을 

시상한다고 합니다. 오늘 수상의 영광을 안은 청년들은 후배들의 귀감이자 길잡이가 될 것입니

다. 청년리더로서 앞으로도 변함없이 파주 지역사회의 동반자가 되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파주청년회의소 창립 제40주년 기념식 및 제30회 청년대상 시상식> 개최를 축하

드리며, 오늘 행사가 회원 간에 우정을 돈독히 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파주청년회의소의 

무궁한 발전과 건승을 기원하며, 여러분의 가정에 사랑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파주시(갑) 국회의원 윤 후 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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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박  정

친애하는 파주청년회의소 회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파주을 국회의원 박정입니다.
아시는 바처럼, JC(Junior Chambers)는 헨리 기젠비어
(Henry Giessenbier)가 “훌륭한 인격과 시민정신이 깃든 
이 조직의 정신속에서 언젠가는 영원한 평화가 이룩되리라 
믿는다”는 염원아래 조직되었습니다. 
이러한 JC의 정신아래, 파주를 활력이 넘치는 젊은 도시로 
만드는데 큰 역할을 해온 우리 파주청년회의소의 창립 40
주년을 기쁜 마음으로 축하드립니다.

먼저, 파주의 역사를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역사를 잃은 
자, 미래가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 파주는 작지 않은 부침
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파주(坡州)는 고구려 때인 475년 술이홀현(述尒忽縣)으로 
역사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후 통일신라에 편입되어 봉성현(峰城縣)으로 불리기도 했으며, 고
려 때에는 서원현(瑞原縣)으로 불리웠습니다. 조선시대 때인 1459년 파주목(坡州牧)으로 개편되
면서 처음 파주라는 이름이 역사에 등장합니다. 이후 500여년이 흐른 1996년 3월 파주시로 승
격되었습니다. 지금은 ‘100만 파주시대’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옛날 고구려와 신라의 각축장이었던 파주는 근현대사에서 적지 않은 역사적 아픔과 성
장통을 겪어왔습니다. 한국전쟁이후 파주는 분단의 아픔을 가장 현실적으로 보여주고 있기도 
합니다. 

60여년이 흐른 지금, 파주는 ‘통일경제특구’로써 평화와 통일의 상징을 담아내려하고 있습니
다. 멀리 해주와 가까이 개성을 아우르는 통일경제특구로서 역할을 할 것입니다. 이처럼 아픔을 
화합으로 만들어내는 저력을 우리 파주는 담고있습니다. 

파주의 발전은 우리나라의 발전과 괘를 같이 합니다. 100만 파주시대를 맞아 파주는 새롭게 디
자인되어야 합니다. 접경지역 파주가 아닌 통일경제특구 파주로 거듭 나야합니다. 이를 위해 제
20대 국회 제1호 법안으로 「파주통일경제특구법(안)」을 발의했습니다. 
이러한 노력과 준비가 문재인 대통령 후보에게도 통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후보는 파주와 개
성·해주 연계 통일경제특구 조성, 북부 접경지역 규제완화와 미군공여지 국가주도 개발, 청정
상수원(취수원) 다변화로 깨끗한 수돗물 공급, GTX A노선(예비타당성 조사중인 파주연장구간 
포함) 건설 추진을 파주를 위한 공약으로 포함시킨 바 있습니다. 
새정부가 직접 우리 파주를 발전시켜나갈 것입니다. 파주는 통일경제특구로서, 대한민국의 경
제 특구, 통일 특구로서 그 역할을 해나갈 것입니다. 파주 발전을 위해 JC가 큰 역할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다시한번 창립 40주년이 되는 JC의 창립을 JC출신으로써 축하드리며, 앞으로도 끊임없는 발전
이 함께하길 성원합니다. 
감사합니다. 

파주시(을) 국회의원  박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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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의회의장 이평자

청년의 열정과 패기, 미래로 도약하는 파주청년회의소의 창립 제40주년 기념식 및 제30회 청년

대상 시상식을 개최하게 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아울러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온갖 열정을 바쳐 오신 이종석 회장님을 비

롯한 회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JC는 인종, 국적, 신앙, 성별, 직업에 관계없이 젊은이들이 각기 자기가 속한 지역사회와 자신

을 개선하고 발전시키기 위해 우정을 가지고 노력하는 단체입니다.

사회봉사를 생활화하고 있는 여러분들이야말로 파주의 자랑이자 지역사회의 역군이고 내일을 

준비하는 지성인이며 파주의 미래를 이끌어갈 지도자라는 것을 파주시민은 굳게 믿고 있습니다.

파주시는 상전벽해라 할 만큼 급속도로 성장해 온 도시이며 앞으로도 무한성장할 수 있는 잠재

력을 가진 도시로서 파주시의 리더인 파주JC 회원 여러분들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지금까지처럼 항상 준비된 파주시의 리더로서 그리고 앞으로도 지역발전의 선봉장이 되어 주시

길 당부 드립니다. 끝으로 오늘의 뜻 깊은 행사를 통해 JC회원으로서의 자부심을 다지고 

회원 상호간 화합과 단결을 더욱 돈독히 하는 계기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파주청년회의소의 무궁한 발전과 참석하신 모든 분들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충만하시기를 기원

합니다. 

고맙습니다.

             

파주시의회의장  이  평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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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애하는 파주청년회의소 회원여러분!

다음 세대를 이끌어 나간다는 책임과 사명감을 가지고 청년들이 지닌 무한한 잠재능력을 개발하고 

지역사회 활동을 통하여 미래 지도자를 양성하고 지역 성장을 위해 노력하는 파주청년회의소의 창립 

제 40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여름이 가고 풍요의 계절인 가을을 시작하는 9월입니다. 

때마다 바뀌는 계절은 자연의 선물입니다. 좋은 분들과 가을 날씨 만끽하시며 즐거운 시간 보내시는 

나날 되시기 바랍니다.

먼저 파주청년회의소 창립 제 40주년 기념식과 제 30회 청년대상 시상식 준비를 위해 많은 노력을 

아끼지 않으신 파주청년회의소 관계자 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파주JC(파주청년회의소)는 1977년 9월 23일에 창립한 이래 40년이라는 오랜 기간 동안 우리 지역의 

발전을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파주청년회의소는 회원님들의 소통, 화합, 열정, 지혜의 힘을 바탕으

로 우리 지역사회를 밝히고 이끌어가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조국의 미래를 선도할 청년들의 아름다운 조직, 파주청년회의소 회원여러분!

앞으로도 진취적이고 긍정적인 사업을 부단히 추진하여 성숙한 JCI 정신을 확립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 지역의 선구자임을 인식하고 각자 맡은 일에 충실하면서 젊음의 기상을 마음껏 펼쳐나가신다면 

파주시, 대한민국의 내일은 더 희망적일 것입니다. 

다시 한 번 파주청년회의소 창립 제 40주년을 마음 깊이 축하드리며 오늘 청년대상 수상자 분들께도 

축하의 인사드립니다. 지역주민들에게 더욱 큰 사랑을 받는 파주청년회의소로 거듭 발전해 나가시기

를 진심으로 기원 드립니다.

회원여러분의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경기도의원  김 동 규

경기도의원 김동규
특우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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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사 _ message 40주년

시의회의원 박찬일
특우회원

친애하는 파주 청년회의소 이종석 회장님을 비롯한 회원 여러분, 

오늘의 파주청년회의소를 일궈오신 역대회장님들과 특우회 회원님,   

파주청년회의소 40주년 창립기념식을 44만 파주시민과 더불어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성공이란 열정을 잃지 않고 실패를 거듭할 수 있는 능력이다.’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 역대 회장님과 특우회 세대가 열정을 잃지 않고 지난 고난의 시대를 이겨 내고 한강의 기

적을 이루는데 공헌했다면 조국 통일과 명실상부한 선진국으로 우뚝 서게 하는 것은 청년 여러

분들의 의무입니다.  

파주청년회의소가 올해로 불혹의 나이가 되었습니다. 

그동안 파주청년회의소는 파주을 이끌고 있는 헤아릴 수 없는 많은 지도자 양성하는 본연의 임

무를 충실히 하였을 뿐아니라, 다른 한편으로는 나눔과 봉사의 실천을 통해 지역사회의 화합과 

발전에 공헌하여 파주에 없어서는 안 될 거목으로 뿌리내렸습니다. 

앞으로도 ‘조국의 미래 청년의 책임 파주 JC’이라는 슬로건처럼 우리 파주 발전을 위한 도전, 

그리고 어둡고 소외된 곳의 등불이 되어주길 기대합니다.   

모쪼록 파주청년회의소가 대한민국 최고의 청년단체로 거듭나 파주의 미래와 국가의 미래를 책

임지는 훌륭한 지도자 클럽으로 남아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다시 한 번 파주청년회의소의 창립40주년을 축하드리며, 파주청년회의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

합니다. 고맙습니다. 

                                                      

             

파주시의회의원  박  찬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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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의회의원 안명규
23대역대회장·특우회원

축사 _ message

파주시의 미래를 짊어지고 나아가야 할 청년들에게 국제경험과 사회적 능력 개발의 기회를 제공하여 

파주시 발전의 밑거름이 되어온 파주JC가 어느덧 40년이 되었습니다.

파주JC가 창립 40주년을 44만 파주시민과 더불어 진심으로 축하 드립니다.

지난 40년을 돌이켜 보면 파주JC는 우리의 젊은 웅지와 정열, 그리고 슬기와 젊음을 불태우며 지역

사회 개발, 지도역량 개발, 세계와 우정이라는 JC의 숭고한 이념속에서 생동감 넘치는 파주 발전의 

견인차 역할을 하여 왔으며, 어렵고 소외된 이웃에게는 친근한 이웃으로, 재해 현장에는 가장 먼저 

달려가는 청년 정신으로 그동안 더불어 살아가는 아름다운 지역사회를 만드는데 앞장서 왔습니다.

사람의 나이 40이면 어떠한 유혹에도 흔들리지 않는 불혹(不惑)의 나이라 합니다.

북한 핵 문제와 사드문제 등으로 더욱 복잡해져가는 세계정세속에서도 불혹을 맞이한 우리 파주JC가

지역사회에서 더욱더 성숙한 모습으로 발전해 가기를 기대 합니다.

존경하는 파주JC 회원 가족 여러분!

우리 파주시는 시장의 부재라는 악조건에도 불구하고 문산-서울간 민자고속도로 사업, GTX 파주연

장 등 파주시가 극복해야 할 과제가 산재해 있습니다. 

그러나 파주 청년JC와 함께라면 능히 극복할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다시 한 번 창립 40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2017년 남은 기간도 이종석 회장을 중심으로 전 회

원이 하나되어 시대적 사명감과 봉사정신으로 우리지역의 미래창조에 혼신의 노력을 다하어 주시길 

간곡히 당부 드리며, 회원 및 가족 여러분들의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길 진심으로 기원드립니다.

파주시의회의원  안  명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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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주년

의정부JC회장 정재훈 

지역사회를 위해 많은 공헌을 해온 파주청년회의소가 오늘 뜻 깊은 창립 제40주년을 맞이하게 

됨을 의정부JC 전 회원을 대표하여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또한 파주청년회의소 역대회장님을 비롯한 모든 회원 한분 한분의 노력에 경의를 표하는 바입

니다.

역사와 전통은 어느 한 개인의 힘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며, 순간의 열정만으로 완성되는 

것이 아닐 것입니다.

오랜 시간동안 순간순간의 역경과 도전을 이겨내고 뚜렷한 목적의식을 가지고 한발짝 나아가는 

단합된 전체의 힘만이 한 로컬의 무궁한 역사와 전통을 만들어낸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의 파주청년회의소가 있을 수 있는 것은 청춘을 파주JC에 바치시고 늘 한결같이 후배를 사

랑하는 마음으로 이끌어주시는 역대회장님들과 특우회 선배님의 노고와 현역회원들의 정성이 

있기에 가능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파주청년회의소의 지난 40년 역사와 전통의 한 축을 만들어 가시는 이종석 회장

님과 회원 여러분의 열정에 찬사를 보냅니다.

창립 이래로 양 청년회의소는 경기지구 북부권의 선도적인 로컬로서 오랜 세월을 함께하면서 

JC의 이념을 구현하기 위해 서로 노력해 왔습니다. 그동안 축적된 경험과 지혜가 지역사회 시민 

모두에게 확산되고 지역사회 발전의 원동력이 되어, 앞으로 더욱 장구하게 이어질 파주청년회

의소의 영광의 역사를 위한 밑거름이 될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끝으로 파주청년회의소 창립 제40주년을 축하하며, 회원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늘 함

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정부청년회의소 회장  정 재 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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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부회장 최용석

 친애하는 파주청년회의소 회원 및 부인회원 여러분!!!

파주청년회의소 제40주년 창립기념식을 빛내 주시기 위하여 함께 해주신 관내 각 기관장님을 

비롯한 각급 사회 단체장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2017년 파주청년회의소 준비위원장 최용석 입니다.

또한 형제의 의리로 각지에서 오신 JC회원 여러분 한분 한분과

멀리서 저희와 자매결연을 맺고 먼 한국까지 방문해주신 대만 삼엽JC 이용승 회장 및 삼협JC 

회원 분들에가 감사드립니다

 1977년 9월 23일, 저희 파주청년회의소는“조국의 미래, 청년의 책임”이라는 슬로건 아래 40

년을 파주시의 발전과 함께 발 맞추어 성장해오면서 지역민과 함께 해왔습니다. 이러한 긴 역사

를 갖도록 지역사회 발전에 공헌하신 역대 선배님 한 분 한 분의 노력이 있었기에 명실 공히 파

주시 최고의 청년단체로 자리매김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창립 40주년을 맞아 선배님들의 노고에 머리 숙여 감사드리며 선배님들의 업적을 본받아 

우리 후배들은 더욱 모범적이고 성실하며 조직으로 거듭나며 한층 더 발전하는 파주청년회의소

가 될 수 있도록 매 순간 역할에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끝으로 2017년 올 한해 “청년의 열정과 패기 ! 미래로 도약하는 파주JC!”라는 슬로건 아래 창

립기념식 및 코스모스 가요제 등 여러 사업을 성공리에 치루어내며 훌륭히 이끌어주신 이종석 

회장님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다시 한 번 파주청년회의소의 창립 40주년 기념식에 참석하며 주신 모든 분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 드리면서 환영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파주JC 상임부회장  최 용 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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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JC회장 신현석

안녕하십니까. 고양청년회의소 40대회장 신현석입니다.

먼저 파주청년회의소 창립 40주년을 고양청년회의소 회원과 가족을 대신하여 축하의 말씀을 드

립니다.

저희 고양청년회의소는 1979년 파주JC의 스폰으로 창립되어 38년간 우정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청년의 열정과 패기, 미래로 도약하는 파주JC!”라는 슬로건과 함께 힘찬 도약을 하고 계시는 

이종석 회장님의 수고에 경의를 표하며, 아울러 파주청년회의소 전회원 분들께도 창립 40주년

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파주청년회의소의 40년 역사를 이루기까지 청년의 열정과 패기로 희생을 마다하지 않은 초대 

허 삼 회장님을 비롯한 역대회장 한 분 한 분께도 진심어린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저희 

고양청년회의소는 형만한 아우가 없듯이 파주청년회의소의 휼륭한 업적을 많이 참고하고 배우

고 있습니다. 

또한 현역들을 위하여 물심양면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신동철 특우회장님을 비롯한 특우회 선

배님들의 아낌없는 사랑과 관심에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시한번 파주청년회의소의 창립 40주년을 축하하며 회원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늘 함

께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양청년회의소 회장  신 현 석



대만JC 회장

李曜翰

首先問候 坡州 李宗錫會長、特友會 辛東徹會長以及歷屆前

會長.前特友會主席及韓國的各位會兄、會姐、夫人及小青

商，大家好!

欣逢韓國坡州國際青年會議所.舉辦『四十週年慶典』，承蒙

邀請參與盛會，這是我們中華民國三峽國際青年商會全體會

友與本人無上的光榮。本人謹代表三峽JC全體會友向貴會表

達由衷的祝賀！

韓國坡州JC與中華民國三峽JC締盟姐妹會以來，兩會屢次相

訪、互表敬意，雙方的情誼日益深厚，三峽青商會全體會友

衷心喜悅能與坡州青商結為姐妹會，在此恭祝坡州青商週年

慶典禮圓滿成功、會務昌隆，也祝福與會的會兄、會嫂，事

業順利、家庭幸福美滿；更希望三峽JC與坡州JC友誼長存!!!

三峽國際青年商會2017會長  李曜翰 暨全體會友敬賀

먼저 파주JC의 이종석회장님과, 특우회 신동철회장님, 역대 회장님과, 역대 특우회 회장님 그리

고 한국의 모든 형제회원, 부인회원, 자녀회원께 안부인사 드립니다.

모두들 안녕하십니까!

한국파주청년회의소의‘40주년 창립기념식’을 기쁜 마음으로 축하드립니다. 저희 중화민국 삼

협청년상회 모든 회원도 초청을 받아 참석하게 되어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한국파주JC와 중화민국삼협JC는 자매결연을 맺은 이후로 많은 상호방문으로 경의를 표현해왔

고, 양 단체의 우정은 날로 깊어져 왔습니다. 저희 삼협JC의 모든 회원은 파주JC와 맺어온 자매

결연을 항상 기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번 파주JC의 창립기념식도 원만히 성공적으로 진행되길 바라고, 단체와 회원분들 개인의 발

전도 축복해드립니다. 회원분들의 사업도 더욱 번창하시고 가정에 화목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더욱이 파주JC와 삼협JC의 우정이 영원하길 바랍니다!

대만청년상회 회장  이  용  승

파주청년회의소 40주년 기념사30   

축사 _ message



제2장

[역대JC 활동현황]

1대~40대 연혁·조직도 및 활동화보

2017년 41대 회장단 및 임원·활동화보



연혁 및 조직표  history	

파주청년회의소 40주년 기념사32   

• 8월20일  청지회 모임에서 의정부JC 이창길회장, 동두천JC 홍종근 히장이 허삼회장 외 3인에게 창립권유

• 9월18일  청지회 모임에서 의정부JC 이창길회장, 동두천JC 홍종근 히장이 허삼회장 외 3인에게 창립권유

•10월	9일  재26차 전국회원대회시 한국JC 정기이사회에서 인준번호 216번째 지방회의소로 가입인준 받음

•10월24일 뉴파주예식장에서 인증서 전달식

•11월	5일 사무국 현판식 개소식, 이사회를 사무국에서 개최

1977년도	연혁

1977년도	조직표

제1대 회장 故 허삼

총 회

이사회

회 장

허 삼

상임부회장

박홍수

사무국장

최응식

감 사

유해운
이  청

지도력개발
분과위원장

최옥상

국제관계
분과위원장

김양기

기록표창
분과위원장

조성덕

기록표창
분과위원장

이호남

체육활동
분과위원장

김정덕

청소년활동
분과위원장

차주철

회원확충
분과위원장

이윤태

경제활동
분과위원장

김준수

내무부회장

차익준

외무부회장

황홍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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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주년

1977



연혁 및 조직표  history	

파주청년회의소 40주년 기념사34   

•   1월22일 한국JC 정기총회 참석(엠버서더 호텔)

•   3월15일  파주군수 이수회 군수추천 입회

•   4월	5일  월롱면 소재 조성덕 회우 소유 밤나무 1,000주 식수

•   5월10일 ̀허삼회장 회장직 사임으로 박홍수 상임부회장 취임

•  8월 한국JC 전국회원대회 멸공사격대회(김호JC주관)에 박홍수 회장 외 회원 10명 참석

•  9월16일 주내면 평화원 포함 고아원 방문 위문품 전달

•   9월27일  창립1주년 기념식(임진각) 거행 기념사업으로 송악OP 및 제3땅굴 견학(JC회원) 및 위문품

으로 벽시계 10점 전달

•  9월28일  체육특기 장학생 김영숙양 선정 장학금 지급 경기지구 JC회원대회 회장외 회원다수 전국

회원대회(서울세종문화회관, 강남JC주관)

• 10월	9일 김춘수 국회의원 및 해외JC회장단과 1사단 방문 TV10대 기증

• 12월20일 파주JC의 밤 개최(거북정) 백석춘 경찰서장 및 회원다수 참석 성황리 거행함

1978년도	연혁

1978년도	조직표

제2대 회장 박홍수

총 회

이사회

회 장

박홍수

상임부회장

사무국장

최흥식

감 사

유해운
이   청

지도력개발
분과위원장

최옥상

국제관계
분과위원장

김양기

기록표창
분과위원장

조성덕

기록표창
분과위원장

이호남

체육활동
분과위원장

김정덕

청소년활동
분과위원장

차주철

회원확충
분과위원장

이윤태

경제활동
분과위원장

김준수

내무부회장

차익준

상임이사

장희주

상임이사

김재송

상임이사

손배웅

상임이사

이종필

외무부회장

황홍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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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주년

1978



연혁 및 조직표  history	

파주청년회의소 40주년 기념사36   

•   1월15일 시무식겸 이사회

•   1월27일  월롱면 덕은리 불우이웃 장노파에게 백미 3가마 전달

•   2월	11일 고양 찹타개발 금년사업계획 채택 신동영씨에게 JC필요성 강조

•   2월17일 ̀ 제2회 정기총회 뉴-파주예식장에서 거행

•  4월	8일 광탄면 마장리 JC동산 설치 잣나무 4,000그루 식수

•   5월20일 부부동반 야유회를 소령원에서 갖음

•  6월10일  지구회장배 배구대회(구리) 참석 3위 입상

•   6월24일  스폰서 JC인증서 전달식에 참석(고양)

•   7월28일 자매결연(천현면 직천리) 농기구 및 기념품전달 

•   8월15일 직천리 자매부락 체육대회 전회원 참석 유니폼 15점 전달

•   9월15일 창립기념식 군민회관서 거행

•   9월29일 경기지구회원대회 참석

• 10월13일~14일 전국회원대회 참석

• 12월28일 파주JC의 밤을 개최 불우이웃돕기 성금 10만원 전달

1979년도	연혁

1979년도	조직표

제3대 회장 이 청

총 회

이사회

회 장

이 청

상임부회장

김준수

감 사

황홍연
차익준

총무이사

유해운

사무국장

박운석

재정이사

이종필

내무부회장

차주철

외무부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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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주년

1979



연혁 및 조직표  history	

파주청년회의소 40주년 기념사38   

•   1월	4일 시무식겸 이사회

•   2월	5일 80년도 지구회장 공식순방 및 기관장간담회(군청회의실)

•   2월10일  KBS 새마을 기수(30분) 프로에 파주JC 발자취 및 발전에 대한 방송(방송내용 듣기)

•   2월14일 ̀관내 11개 국고에 선행어린이 표창

•   3월	7일 부인회 꽃꽂이 강습, 강사 선애훈씨 초청

•   3월19일 한국JC의 날 황홍연회장 특별공로패 수상

•   3월22일  경기지구와 6620부대와 자매결연(파주JC주관)

•   3월26일 파주간이역 휴게실(예산 1백만원) 준공

•   5월12일 파주JC 회장기 쟁탈전 및 소년체전 예선전 개최

•   5월31일 국무총리배쟁탈 축구대회에 한수이북대표로 참석

•   7월27일 서울영서JC와 친선국구대회

•   9월20일 창립3주년 기념식(임진각반공회관) 기념사업으로 방범용 자전거 5대 파주경찰서에 기증

• 10월30일 제5차 임시총회 개최

1980년도	연혁

1980년도	조직표

제4대 회장 황홍연

총 회

이사회

회 장

황홍연

상임부회장

송규범

사무국장

이봉재

감 사

조성덕
김준수

운영협의회

박홍수

자주철

유해운

차익준

조영하

총무의전
이사

양재일

국제분과
이사

김성훈

회원친곡
이사

이윤택

표창분과
이사

윤수만

사업담당
이사

이건수

재정분과
이사

서중원

체육진흥
이사

박근수

청소년분과
이사

김현수

교육담당
이사

이창남

홍부분과
이사

곽성희

내무부회장

이재영

연수원장

차주철

직전회장

이 청

외무부회장

최옥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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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주년

1980



연혁 및 조직표  history	

파주청년회의소 40주년 기념사40   

•   1월30일 제6차 정기총회

•   2월13일  파주관내 15개 국민학교에서 선행어린이를 선정 졸업식에서 일제히 상품(노트, 볼

펜, 책가방)과 표창장을 수여

•   3월29일 경기북부축구대회에 본 회의소 선소임원이 참가 인기상을 획득

•   4월	5일 ̀ 파주JC동산 광탄면 마장리 소재 비료살포 및 잡초제거 획득

•   5월	3일 본 회의소 자매부락 직천리에 항공대와 합동으로 모내기

•   5월	8일 파주JC회장기 쟁탈 파주초등학교 축구대회를 문산공설운동장에서 개최

•8월				1일~3일  경기지구JC회장기 쟁탈배구대회 본 회의소가 주관 문산종합 고교운동장에서 성대

히 개최

• 10월	1일~3일 제30차 전국회원대회 본 회의소회원 다수 참가

• 10월10일	 제7차 임시총회 

• 10월19일 창립 4주년 기념식

• 12월20일 송년의 밤 개최(문산행복예식장)

1981년도	연혁

1981년도	조직표

제5대 회장 김준수

총 회

이사회

회 장

김준수

상임부회장

차익준

사무국장

류한철

감 사

이재영
송규범

운영협의회

박홍수

이  청

조성덕

김양기

이건수

총무의전
분과위원장

임병윤

재정
분과위원장

조진환

교육
분과위원장

김성훈

국제
분과위원장

민흥기

포상
분과위원장

손한철

회원확충
분과위원장

박근수

체육진흥
분과위원장

이봉재

친목
분과위원장

윤수만

홍보
분과위원장

이범선

연수
분과위원장

곽성희

사업
분과위원장

윤영진

내무부회장

이윤태

직전회장

황홍연

외무부회장

장희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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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주년

1981



연혁 및 조직표  history	

파주청년회의소 40주년 기념사42   

•   3월21일 고양JC주최 경기북부축구대회에 본 회의소 선수 임원이 참가해 최다수 참가상 획득

•   3월22일 회장단 및 분과위원장과 관내 6대 기관장과의 82년도 군정 및 JC사업토론 간담회 개최

•   4월	5일 식목일을 맞아 4월 월례회 겸 JC동산에 잣나무 2,000수 식수

•   5월16일 ̀  제1회 파주군 새마을 청소년 체육대회를 문산종고에서 본 회의소 주최로 개최. 100

만원을 새마을 기금으로 기탁.

• 7월	3일~4일 경기지구회원대회에 본 회의소 회원다수 참가, 축구대회를 문산공설운동장에서 개최

• 7월24일~25일 하계수련대회 및 7월 월례회를 가족동반 장흥유원지에서 개최

•   8월14일  파주JC 창립 5주년 기념식을 임진각에서 개최. 기념사업으로 조리면 봉일천리에 통

일의 상징인 시계탑 착공식 갖음.

•   8월31일 파주간이역 휴게소를 50만원의 예산들여 보수

• 11월	7일~13일	제37차 JCI세계대회에 송규범 회장을 비롯 회원 다수 참가

• 12월20일 창립5주년 기념사업으로 통일의 상징인 시계탑 준공

• 12월21일  민족염원 독립기념관 건립기금 모금 캠페인을 벌여, 파주군 11개 읍면에서 총2,574

만원을 모금하여 중앙에 전달함

1982년도	연혁

1982년도	조직표

제6대 회장 송규범

총 회

이사회

회 장

송규범

상임부회장

이윤태

감 사

윤영진
임병윤

운영협의회

박홍수

이  청

이재영

조성덕

교육이사

전지현

연수이사

윤수만

사립이사

심문섭

포상이사

김영원

국제이사

마원일

홍보이사

민흥기

회원확충
이사

박승도

체육이사

오경석

친목이사

심호섭

내무부회장

손한철 총무이사

김성훈

사무국장

김현수

재정이사

이송인

직전회장

김준수

외무부회장

조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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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주년

1982



연혁 및 조직표  history	

파주청년회의소 40주년 기념사44   

•   1월	4일 본 회의소 주관 파주관내 기관장 및 유지 300여분을 모시고 신년 교례회 개최

•   2월12일 금촌읍 예비군중대본부에 사무비품 기증

•   4월	5일 식목일을 맞아 봉일천리 JC시계탑 주변에 무궁화 300주 식수와 꽃화단 조성

•   4월26일 ̀  선진질서 확립을 위한 휴지통 20개 제작, 파주경찰서에 기증 및 유산준서장과 간담회

•   5월12일 81년도에 제작, 설치된 금촌역 시가지 안내도를(예산 12만원을 투입) 보수함

•   5월14일  제12회 파주군 새마을 청소년 체육대회에 참석 타올 300매 전달과 우승팀인 파주읍 

새마을 청소년회에 금일봉 전달

•   6월24일  올림픽 꿈나무 육성사업의 일환으로 파주군학도 체육대회 마라톤 부문 우승자에게 

20만원 전달

•   6월25일 조리면 장곡리 군경계지역에 예산 140만원을 투입하여 대형경계 입간판을 설치함

•   7월22일~24일	하계수련대회 및 7월 월례회 강원도 속초해수욕장에서 가족동반 개최 	

•   9월	2일 파주JC 창립6주년 기념식을 파주군청 대회의실에서 개최

•  12월21일  송년의 밤 행사를 개최 박계민군수에게 불이이웃돕기 성금 10만원 전달

1983년도	연혁

1983년도	조직표

제7대 회장 이윤태

총 회

이사회

회 장

이윤태

상임부회장

민흥기

감 사

이창남
조진환

연수원장

박홍수

연수원교수

김준수

지구이사

이범선

사무차장

김창광

포상이사

김형국

교육이사

류한철

국제이사

김정현

홍보이사

김동진

회원확충
이사

이영익

체육이사

심호섭

친목이사

이재일

사업이사

채희문

환경정화이사

안일성

내무부회장

마원일 총무이사

이송인

사무국장

김용주

재정이사

전경연

직전회장

송규범

법률위원

임병윤
김현수

운영협의회

이재영
윤영진
김양기
차익준
손한철

외무부회장

심문섭



활 동 화 보  Pictorial 

45   

40주년

1983



연혁 및 조직표  history	

파주청년회의소 40주년 기념사46   

•   2월12일 파주JC회원 친선척사대회 개최(류한철 회우 댁)
•   3월	3일 병충해방제를 위한 쥐불놓기 작업이 파주읍소재 봉암3리 통일로변에서 실시
•   3월10일 근로자의 날을 맞아 모범근로자 표창
•   3월16일 ̀  한국JC의 날 이창남회장 특별공로패 수상
•   4월	5일 봉일천 시계탑 주변에 화단정리와 장곡리 싸인보드 주변에 무궁화 300주 식수
•   4월	7일 제16주년 예비군의 날 기념행사에 참석 기념타올 300매 기증
•   5월15일  파주JC 주관으로 스승의 날에 스승모시기 운동전개(파주군낸 각급학교 동시실시)
•   5월30일 파주JC 중점사업에 하나인 꿈나무 육성
  파주JC 회장배 통일마라톤 대회에 초중고 남녀 마라톤 선수 200여명과 내빈 및 관계

자 100여명이 참석해 성대히 거행함(장학금 70만원 수여)
•   8월	5일	 하계수련대회 및 연수회를 일영 명지풀장에서 40여 회원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 개최 	
•   9월	8일 자매부대를 방문 떡과 과일등을 전달
•   9월17일 창립7주년 기념식 및 전역식을 파주군청에서 성황리 개최
• 9월23일~24일 경기지구 회원대회에 참석하여 롬 회장상 수상
• 9월29일~10월	1일  전국회원대회에 참석하여 제32회 한국JC 운영위원회에 파주JC특우회를 인준번호 

184번으로 가입 인준되었음
• 10월18일 새마을 청소년 경진대회에 참석 성금 10만원 전달
 교육장기 쟁탈 통일 마라톤대회에 후원으로 트로피 및 장학금 지급
• 12월21일 파주JC 송년의 밤을 개최 불우이웃 돕기 성금으로 한인석군수에게 10만원 전달

1984년도	연혁

1984년도	조직표

제8대 회장 이창남

총 회

이사회

회 장

이창남

상임부회장

윤수만

감 사

이재일
심문섭

연수원장

김준수

중앙전문위원

류한철

지구이사

이송인

사무차장

민완기

기록이사

박찬승

교육이사

정희준

체육이사

김상래

사업추진이사

송인식

홍보이사

이호원

환경보호이사

권창호

회관건립이사

양재완

국제이사

김정현

회원확충이사

권영환

친목활동이사

정항진

내무부회장

박근수 총무이사

채희문

사무국장

김창광

재정이사

김용주

직전회장

이윤태

운영위원

차익준
윤영진
마원일
임병윤
손한철
조진환

외무부회장

류한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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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주년

1984



연혁 및 조직표  history	

파주청년회의소 40주년 기념사48   

• 1월 	5일 신년교례회(본 회의소 주관)
• 1월 15일 사무국 확장이전 및 시무식 개최
• 2월 	9일 파주JC 제14차 정기총회 개최
• 2월24일 ̀ 경기지구 JC 이천성회장 공식순방
• 3월	6일 제2회 파주 JC 척사대회 개최
• 3월16일 파주보육원에 대형 칠판 기증
• 4월	5일  식목행사겸 월례회에 봉일천 뒷산에 잣나무 2,000그루 식수
• 5월	7일 제34차 전국회원대회 참석
• 5월	9일	 어버이날을 맞아 파주관내 경노당에 9만원 상당 양말 전달 	
• 5월	14일 경찰서 타자기 기증(15만원)
• 5월22일 월례회 및 모내기 지원 / 부인회원 연수회개최(국제그릴)
• 5월24일 82년도 사업인 조리면 봉일천리 소재 시계탑과 금촌시가지 안내도를 50만원을 투입보수
• 5월30일 특우회 창립총회(군청 소회의실) 개최
• 6월16일 제4차 경기지구JC 가족종합체전을 주관(공릉포철 운동장)
 이해구 경기도지사 및 문희상 중앙 회장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 개최
•	8월	2일 파주JC 하계수련대회(홍천강 1박2일)회원, 부인회원참가
•	9월	7일 경기지구 JC회원대회(성남JC주관) 회장 외 회원30명 참석(최우수롬상 수상)
•10월12일 제40차 경기지구 JC임시총회(안양상공회의소)
•11월	9일 파주JC 제16차 임시총회
•12월	5일 파주JC 창립8주년 기념식 및 전역식을 성황리 개최
•12월	7일 86년도 한국JC운영 효율화를 위한 공청회 및 연수회(유네스코회관)
•12월20일 파주JC 송년의 밤 개최
•12월30일 경찰서에 장갑(50만원) 기증, 파주보육원 양말(30만원) 기증

1985년도	연혁

1985년도	조직표

제9대 회장 故 윤수만

총 회

이사회

회 장

윤수만

상임부회장

김현수

감 사

사흥진
박양수

지구이사

심호섭
채희문

운영협의회

이재일

심문섭

류한철

박근수

사무차장

김보현
회원확충이사

이채용

체육담당이사

민완기

환경정화이사

윤희남

교육담당이사

양재완

사업담당이사

남상윤

지역사회개발이사

윤운서

기록표창이사

장한영

친목분과이사

김홍식

홍보분과이사

채원병

국제분과이사

지재준

회관건립이사

류천형

내무부회장

김용주

상임이사

김창광

총무이사

김상래

사무국장

김동진

재정이사

권창호

직전회장

이창남

연수원장

이윤태

회장상의역

김준수

외무부회장

이호원

상임이사

김정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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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주년

1985



연혁 및 조직표  history	

파주청년회의소 40주년 기념사50   

• 1월 	6일 파주군 신년교례 참석
• 2월27일 파주JC 정기총회 개최(뉴파주예식장)
• 3월		1일 3.1절 기념봉화제 행사 참석(충북, 병천)
• 3월10일 ̀  근로자의 날 모범 공무원 표창
• 4월 19일 전 국토 공원화행사 참석
• 4월27일 경기지구회장기 쟁탈 축구대회 참석
• 5월22일~25일  아·태 컨퍼런스 국제대회(부산) 참석
• 5월29일 파주군 학도 체육대회 김현수 회장 참석 파주JC 감사패 수상
• 6월 15일	 경기지구 가족체전 다수 가족 참석 	
• 6월20일 파주군 새마을 어머니협의회 전진대회 참석 지원금 전달
• 7월 18일 을지훈련위문(군청 및 경찰서 방문) 참석
• 8월25일 질서종합캠페인(통일공원) 참석
•	8월26일 권율장군동상 제막식 참석(행주산성)
• 9월 11일 시계탑보수(50여만원 상당)
• 9월 14일 경기지구회원대회 참석
•10월10일 태극단 공적비 제막식, 파주 고양JC 후원(50만원)
•10월18일~20일 전국회원대회(올림픽 펜싱경기장) 참석
•10월20일 윤수만지구회장 87년도 한국JC 감사 당선

1986년도	연혁

제10대 회장 김현수

1986년도	조직표
총 회

이사회

회 장

김현수

상임부회장

심호섭

감 사

전경연
이영익

지구이사

김기홍

법률이사

이호원

김용주

사무차장

김지용
친목기록이사

김광종

체육분과이사

백운경

교육분과이사

류천형

사업분과이사

윤우인

홍보문과이사

오윤근

지역사회이사

기상선

회원확충이사

오경석

국제분과이사

채원병

내무부회장

김상래

지구사무국장

김동진

총무이사

김창광

사무국장

김재필

재정이사

윤희남

지구회장
직전회장

윤수만

연수원장

김성훈

회관건립위원

임병윤
손한철
이재일
이범선

외무부회장

양재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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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주년

1986



연혁 및 조직표  history	

파주청년회의소 40주년 기념사52   

• 1월 	5일 파주군 신년교례(파주군청) 참석
• 2월 14일 파주JC 제20차 정기총회(금촌예식장) 개최
• 2월26일 군청보고회(군청) 참석
• 3월	9일 ̀  경기인천지구 JC 형제 조인식(인천송도비치호텔) 참석
• 3월 10일 근로자의 날 행사 참석 모범근로자표창(금촌우체국)
• 4월 10일 고 황유연회우 장례식 거행(자녀 장학금 250만원 전달)
• 5월	5일  제2회 파주군 어린이 세발자전거 대회 개최(문산공설운동장)
• 5월	9일 중화민국 삼협JC회장 방문(사무국)
• 5월 19일	 파주군 불우청소년위안행사 참석 양말 420족 전달(군청)
• 6월 14일 제6회 가족종합전참가(강화공설운동장)
• 8월 7일 파주군 청소년연합회 야영대회 참석 지원금 전달(마정국교)
• 8월	9일 중화민국 삼협청년상회와 국제자매 조인식 거행
•	9월13일 경기지구JC 회원대회 참가(이천양정체육관)
• 9월 16일 전국회원대회 참가(제주도 한라체육관)
• 9월25일 파주군 새마을 청소년회 경진대회 참석
•11월28일~12월2일 자매JC 방문(중화민국삼협JC)

1987년도	연혁

제11대 회장 이호원

1987년도	조직표 총 회

이사회

회 장

이호원

상임부회장

김용주

감 사

심호섭
김상래

지구이사

김재인

의전포상
분과이사

김동진

지역사회개발
분과이사

이재만

체육활동
분과이사

김정현

지도력개발
분과이사

김정배

교육연수
분과이사

한원희

체육진흥
분과이사

김지용

홍보활동
분과이사

류천형

국제관계
분과이사

성인식

회원확충
분과이사

김창광

청소년지도
분과이사

방상필

내무부회장

기상선

상임이사

채원병

총무이사

김재필

사무국장

윤정용

재정이사

윤우인

중앙이사
직전회장

김현수

중앙감사

윤수만

운영협의회

임병윤
권영환
채희문
심문섭

외무부회장

윤희남

상임이사

김흥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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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주년

1987



연혁 및 조직표  history	

파주청년회의소 40주년 기념사54   

• 1월 	5일 파주군 신년교례 참석
• 2월 	4일 경기지구 이광일 회장 파주JC공식 순방
• 2월28일 제22차 정기총회 개최(조리면사무소)
• 4월22일 ̀  파주군 합동결혼식(뉴파주예식장)
• 5월 	5일 파주JC(중화민국삼협JC) 방한
• 5월	6일 제3회 파주군 어린이 세발자전거 대회 개최(문산종고)
 제2회 파주군 초·중·고 마라톤대회 개최(문산종고)
• 5월22일	 경기지구 회장기 축구대회(광명복지회관) 참가
• 6월26일 경기지구JC 회원대회(부천시민회관) 참가
• 7월30일 파주JC 하계수련회 개최(통일로 자연학습원)
• 8월31일 파주JC 부인회 발기총회 개최
•10월	6일 사무국 이전
•10월20일 파주JC 부인회 창립총회(티파니 12시) 개최
•10월28일 파주군 새마을 청소년 경진대회(군민회관) 참석
•11월		2일 파주JC 제11주년 기념식 및 전역식 거행(교육청)
•12월1일~5일 중화민국 삼협JC 방문

1988년도	연혁

제12대 회장 심호섭

1988년도	조직표 총 회

이사회

회 장

심호섭

상임부회장

김상래

감 사

남상윤
김재민

한국JC
재정실장

윤수만

지구
법제실장

김창광

지구정관
담당이사

김재필

내무부회장

이송인

상임이사

한원희

총무이사

윤우인

사무국장

이재만

사무차장

장건경

이  사

김정배

이  사

윤인수

이  사

박찬협

이  사

윤정용

이  사

성인식

이  사

윤여근

이  사

방상필

이  사

김재일

이  사

김보현

이  사

류천형

재정이사

채원병

직전회장

이호원

법률위원

김용주
심재찬

연수원장

김현수

운영위원

류한철
이영익
전경연
심문섭

외무부회장

김흥식

외무상임이사

김동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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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주년

1988



연혁 및 조직표  history	

파주청년회의소 40주년 기념사56   

• 1월 	5일 파주군 신년교례회(군청) 참석
• 1월 	17일 중화민국JC 간홍문 중앙회장 및 임세황 삼협JC 87년 회장 파주JC방문
• 1월	21일 파주지역발전을 위한 공청회 개최(농민회관 4층)
• 2월	18일 경기지구JC 김덕배회장 파주JC 공식순방
 파주JC 제26차 정기총회 개최(사무국)
• 2월	15일 파주군 5대 기관장 초청간담회(대원) 참가
• 3월26일 파주군 4H 청소년회 선진지 견학 장학금 전달
• 4월 15일	 경기지구JC 최우수상 수상(강화 호국교육원)
• 4월 19일 고양, 파주 친선체육대회(문산종고) 개최
• 4월23일 경기지구JC회장기 쟁탈 축구대회 참가(성남공설운동장)
• 5월	4일 제4회 파주군어린이 세발자전거 대회 개최(문산공설운동장)
•	5월20일 파주군 언론인 초청간담회 개최
• 5월22일 읍,면 순회간담회(광탄면) 개최(삼포면옥)
• 6월24~25일 경기지구JC 제20차 회원대회 참가(용인문예진흥회관)
• 7월	24일 윤수만 9대 회장 중앙선거대책본부장 확정 선임
•	8월	8일 파주군  4-H 연합회 야영 봉화식 참석 티120벌 스폰
•	8월29일 파주JC 신문창간회 기념식
• 11월25일 대만삼협JC 방문

1989년도	연혁

제13대 회장 김상래

총 회

이사회

회 장

김상래

상임부회장

김흥식

감 사

이송인
한원희

한국JC
재정실장

성인식

중앙
전문위원

김창광
기상선

내무부회장

윤인수

내무상임이사

이재만

총무이사

백운경

사무국장

김지용

사무차장

이원모기록표창
분과이사

이규호

특우회
담당이사

윤정용

친목활동
분과이사

황의용

홍보
분과이사

이재형

지도력개발
분과이사

이용성

국제
분과이사

김태영

체육진흥
분과이사

장건경

부인회
담당이사

유종렬

회원확충
분과이사

김보현

청소년지도
분과이사

최문옥

교육연수
분과이사

목상균

지역사회개발
분과이사

박찬협

재정이사

김정배

직전회장

심호섭

법률위원

김용주
윤희남
심재찬

연수원장

이영익

운영위원

채원병
김창광
양재완
심재필

외무부회장

김동진

외무상임이사

류천형

1989년도	조직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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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주년

1989



연혁 및 조직표  history	

파주청년회의소 40주년 기념사58   

• 1월 	4일 시무식 및 신년 인사회 개최
• 1월 	18일 도지사 초청 신년 교례회
• 2월	18일 삼협JC 특우회 직전회장 파주JC방문
• 2월	22일 제일 한국인 법적지위 보장촉구 가두캐페인실시(문산읍)
• 3월		1일 3.1절 봉화제 참석(병천제이씨)
• 3월 18일 파주군4H 선진지 견학 금일봉 전달
• 4월 10일	 파주·고양JC 친선축구대회 개최(벽제공원)
• 4월 14일 경기지구 축구대회 참가
• 4월23일 90년도 신입회원 오리엔테이션 개최(사무국)
• 5월	6일 VK주군 어린이 세발자전거대회 개최(문산공설운동장)
•	5월16~21일 아태컨퍼런스(태국치앙마이) 참석
• 5월25일 제5회 파주군 어린이 자전거대회 개최(문산공설운동장)
• 6월	23일 경기지구JC 회원대회
• 7월	24일 소년, 소녀 가장돕기(문산, 교하) 백미 2가마 전달
•	9월	11일 중화민국 삼협JC방한
•10월14~15일 전국회원대회참석(포항실내체육관)
•12월15~19일 자매JC 삼협 방문

1990년도	연혁

제14대 회장 김용주

총 회

이사회

회 장

김용주

상임부회장

윤인수

감 사

채원병
김정배

지구부실장

장건경

중앙
전문위원

김보현
백운경

내무부회장

성인식

내무상임이사

윤정용

총무이사

안일성

사무국장

장건경

사무차장

김은수기록표창
분과이사

방종천

특우회
담당이사

이명수

친목활동
분과이사

허경희

홍보
분과이사

황원택

지도력개발
분과이사

윤여근

국제
분과이사

이원모

체육진흥
분과이사

이경복

부인회
담당이사

황의용

회원확충
분과이사

박민태

청소년지도
분과이사

박성현

교육연수
분과이사

김태영

지역사회개발
분과이사

이동호

재정이사

이재만

중앙이사
직전회장

김상래

법률위원

류한철
심재찬

연수원장

김창광

운영위원

박근수
이송인
기상선
한원희

외무부회장

류천형

외무상임이사

이재형

1990년도	조직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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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주년

1990



연혁 및 조직표  history	

파주청년회의소 40주년 기념사60   

• 1월 	4일 시무식 및 신년 인사회 개최
• 1월 25일 도지사 간담회 참석
• 2월		7일 경기지구회장 파주JC 공식순방(사무국)
• 2월	12일 파주경찰서수사과 연탄 1,000장 지원(유치장)
• 2월	28일 제27주년 3.1절 봉화제 참석(병천)
• 3월 16일 공명선거캠페인 개최(금촌, 문산)
• 3월 19일	 제39주년 한국JC의 날 행사참석(평택JC)
• 4월27일 사랑의 삼각끈 결연식 및 경로잔치 개최
• 5월	3일 대통령초청 다과회 참석(청와대 녹지원) - (윤인수회장 참석)
• 6월 21일  9대회장 윤수만 도의회의원 당선, 5대 김준수회장, 6대 송규범회장, 차익준특우회원 

파주군 의원당선
•	7월		1일 경기지구JC 도의회 의원 당선 축하연 참석
• 7월 16일 읍·면 순회 간담회 개최
• 8월17일~22일 대만 삼협JC 방문(창립 10주년 기념식)
• 9월		9일 김덕배 중앙회장당선 축하연 참석(고양군청)
•	9월	14일 신입회원연수(자체) 사무국회의실 현판식(사무국)
•	9월25~28일 한중미술대회 전시(금촌국교, 문산국교)
•10월		3일 대만 삼협JC방한

1991년도	연혁

제15대 회장 윤인수

총 회

이사회

회 장

윤인수

상임부회장

류천형

감 사

김보현
이동호

지구부실장

장건경

중앙
전문위원

김태영
이재만

내무부회장

안일성

내무상임이사

김지용

총무이사

이경복

사무국장

유종렬

사무차장

조원복기록표창
분과위원장

이홍배

부인회
담당이사

지중식

경제활동
분과위원장

장봉환

홍보활동
분과위원장

지태경

지도력개발
분과위원장

허경희

국제활동
분과위원장

김은수

회원확충
분과위원장

이원모

청소년지도
분과위원장

권영완

특우회
담당이사

기상선

지역사회개발
분과위원장

최대섭

재정이사

윤정용

연수원장

채원병

직전회장

김용주

한국JC통일
관계전문 위원장

김상래

외무부회장

이재형

외무상임이사

박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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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주년

1991



연혁 및 조직표  history	

파주청년회의소 40주년 기념사62   

• 1월 	4일 신년 교례회(군청)
• 2월 19일 제33차 정기총회
• 2월	21일 지구회장 공식순방
• 3월		1일 3·1절 봉화제 참석
• 3월	13일 기관장 간담회
• 3월 19일 한국JC 40주년 기념식(세종문화회관)
• 4월 	9일	 파주, 고양 친선 축구대회
• 5월	7일 대비원 방문
• 5월 10일 경기지구 가족종합체전(오산)
• 5월20일  어린이 자전거 대회
•	5월21~24일 아태대회 참석(일본기타큐슈)
• 6월 21일 제23차 경기지구 회원대회(성남)
• 6월 27일 제1회 파주JC 회장배 게이트볼 대회
• 7월	18일 한중미술대회
•	8월12~18일 대만삼협JC 방문
•11월	14일 제1회 젊음의 광장 개최

1992년도	연혁

제16대 회장 류천형

총 회

이사회

회 장

류천형

상임부회장

이재형

감 사

황의용
박민택

지구이사

이홍배

중앙위원

안일성
이원모

내무부회장

김지용

내무상임이사

이용성

특별사업이사

장건경

총무이사

김은수

사무국장

안대성

사무차장

신형범친목활동
분과위원장

신훈범

홍보활동
분과위원장

김필영

부인회
담당이사

유한섭

기록표창
분과위원장

권오경

국제활동
분과위원장

최정근

체육활동
분과위원장

노영만

청소년지도
분과위원장

임장빈

지도력개발
분과위원장

김진성

지역사회
분과위원장

양광규

회원확충
분과위원장

이종태

경제활동
분과위원장

류한성

특우회
담당이사

조원복

재정이사

유종렬

기획이사

윤정용

연수원장

류한철

법률위원

김용주

중앙이사
직전회장

윤인수

외무부회장

이경복

외무상임이사

허경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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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주년

1992



연혁 및 조직표  history	

파주청년회의소 40주년 기념사64   

• 1월 	5일 신년 인사회(군청)

• 2월 18일 제35차 정기총회(사무국)

• 3월	18일 (문산읍) 읍면순호 간담회(국제그릴)

• 3월25일 도덕성 찾기 운동 가두 캠페인(금촌읍 사거리)

• 4월		8일 고양, 파주 친선축구대회 및 월례회(장곡운동장)

• 5월 14일 제8회 어린이 자전거대회(문산공설운동장)

• 5월24~28일	 대만자매JC 방문 및 아·태컴퍼런스 대회 참석(대만)

• 6월27일 경기지구 회원대회(안산올림픽 기념관)

• 7월	6일 파주JC 신입회원 연수회(사무국회의실)

• 8월22~23일  대만자매JC 방문(삼협JC 창립행사)

•	9월 11일 제2회 젊음의 광장

• 9월 14일 군내면 읍순면 간담회(자유회관)

•10월10일 전국회원대회(인천선인체육관)

•12월	16일 사랑의 삼각끈 및 대비 양로원 방문

1993년도	연혁

제17대 회장 이재형

총 회

이사회

회 장

이재형

상임부회장

이경복

감 사

이재만
김은수

지구이사

지중식

중앙위원

허경희
이종태

내무부회장

유종렬

내무상임이사

양광규

총무이사

안대성

사무국장

조원복

사무차장

곽경신
김위승

친목활동
분과위원장

노영만

홍보활동
분과위원장

권오경

기록표창
분과위원장

황도경

국제활동
분과위원장

차상남

체육활동
분과위원장

이종수

청소년지도
분과위원장

권혁주

지도력개발
분과위원장

류한성

환경통일문제
분과위원장

목상균

회원확충
분과위원장

김승태

지역사회
분과위원장

임장빈

의전이사

이석희

경제활동
분과위원장

신형범

부인회
담당이사

박찬일

특우회
담당이사

최대섭

재정이사

이용성

기획이사

김진성

법률위원

김지용
전문영

직전회장

류천형

선거관리위원회

회관건립추진위원회

연수원장

윤인수

외무부회장

윤정용

외무상임이사

김필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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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주년

1993



연혁 및 조직표  history	

파주청년회의소 40주년 기념사66   

• 1월 	5일 파주군 신년인사회(군청대회의실)

• 2월20일 제37차 정기총회

• 3월		4일 경기도지사 간담회(군청회의실)

• 5월		6일 제9회 파주군 어린이 자전거대회 및 미술대회(유일레저)

• 6월	19일 경기지구 제25차 지구회원대회(평택문예회관)

• 8월22일~25일 대만 삼협JC 방문

• 9월 	3일	 전 국토 청결의 날(장곡리), 임진강을 살리기 위한 파주시민 서명운동

•10월	2일 제3회 젊의 광장 및 코스모스 청소년 가요제(군민회관 야외음악당)

•11월	3일 제1회 회장배 단축마라톤 대회(통일로 공원)

•12월20~23일  대만 삼협JC 방한

1994년도	연혁

제18대 회장 이경복

총 회

이사회

회 장

이경복

상임부회장

윤정용

감 사

양광규
유종렬

지구이사

안대성

중앙위원

지중식
이용성

내무부회장

이원모

내무상임이사

김진성

사무차장

사홍진
이수철

부인회
담당이사

황인걸

특우회
담당이사

노영만

법률위원

안일성
전문영

운영위원

허경희
박민택
김은수
지태경

연수원장

류천형

직전회장

이재형

외무부회장

김필영

외무상임이사

차상남

1994년도	조직표

총무이사

조원복

사무국장

안명규

재정이사

임장빈

기획이사

권오경

친목활동
분과위원장

김승태

기록표창
분과위원장

장용석

체육활동
분과위원장

조관제

지도력개발
분과위원장

이종수

회원확충
분과위원장

황도경

교육연수
분과위원장

이석희

홍보활동
분과위원장

권혁주

국제활동
분과위원장

최대섭

청소년지도
분과위원장

김위승

환경통일문제
분과위원장

유성배

지역사회
분과위원장

이호범

경제활동
분과위원장

류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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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주년

1994



연혁 및 조직표  history	

파주청년회의소 40주년 기념사68   

• 1월 	5일 신년인사회 및 시무식 개최(군민회관, 사무국)
• 2월 12일 제39차 정기총회(파주농협 회의실), 제12차 척사대회(지기환이사 자택)
• 2월	18일 6개롬 합동 연수회(의정부JC 주관)
• 3월		1일 이재영 경기 지구회장 공식순방(사무국)
• 3월	25일 파주, 고양 합동 월례회(광탄 유일레저)
• 4월 11일 제4회 파주JC 회장배 게이트볼대회 개최(문산공설운동장)
• 4월 15일	 해외 불법유출 문화재 환수서명운동(금촌 사거리)
• 4월16일 북부권 체육대회(연천종합운동장)
• 5월	2일 대통령 예방(청와대) 윤정용 회장
• 5월	4일  제9회 파주어린이 자전거대회 및 미술대회(문산읍 반구정)
• 5월 14일 경기지구 JC가족 종합체전(포천종합운동장) 종합우승
• 5월20일 임진강 환경오염 실태조사(임진강 지역 6개 로칼)
•5월30일~6월1일 대만삼협 자매JC 방한                 • 6월1일~6월3일    아.태 컨퍼런스(제주)
• 6월	11일 경기지구 회원대회(부천시민회관)  • 7월12일     세무회계강좌(세무사 신완식)
•	7월	24일 자매단체(4H) 하계수련대회(티셔츠 150매 기증)
•7월31일~8월2일 하계수련대회(양평 남한강 종합 수련원)
•	9월2일~5일 대만삼협 자매JC 방문               •10월	1일    청소년 코스모스 가요제(군민회관 소공연장)
•10월	5일 전국 회원대회(서울올림픽공원)  •10월18일   제18주년 창립기념식 및 청년대상 시상식
•10월22일 읍면 기관장 순회 간담회(광탄면)•11월20일   파주시 기관장 간담회(사무국 회의실)
•12월21일 전역식 및 이·취임식, 송년의 밤(문산 국제프라자)

1995년도	연혁

제19대 회장 윤정용

총 회

이사회

회 장

윤정용

상임부회장

유종렬

감 사

임장빈
김필영

지구이사

조원복
이종수

중앙전문위원

안대성
양광규

내무부회장

이용성

조직관리이사

노영만

사업담당이사

권영완

대외정책이사

유성배

훈련담당이사

장건경

사무차장

황의극
나기양

부인회
담당이사

이수철

특우회
담당이사

김위승

법률위원

박민택
전문영

운영위원

오경석
김지용
방종천
장용석

연수원장

이원모

직전회장

이경복

외무부회장

차상남

1995년도	조직표

총무이사

안명규

사무국장

정창호

재정이사

권혁주

회원확충
분과위원장

이호범

친목활동
분과위원장

황인걸

체육활동
분과위원장

지기환

교육연수
분과위원장

신형범

지도력개발
분과위원장

우종복

기록표창
분과위원장

윤석건

홍보활동
분과위원장

손배찬

국제활동
분과위원장

이석훈

경제활동
분과위원장

사홍진

지역사회개발
분과위원장

신동철

청소년지도
분과위원장

박찬일

환경통일문제
분과위원장

신정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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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주년

1995



연혁 및 조직표  history	

파주청년회의소 40주년 기념사70   

• 1월 	5일 파주시 신년인사회 개최
• 2월 14일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에 따른 규탄대회 참가(한국JC)
• 2월25일 척사대회(윤석건 회원 댁)
• 3월		2일 파주시 개청식 참가
• 4월	20일 파주, 고양JC 친선체육대회 개최(문산종고)
• 5월 3일 제10회 파주시 어린이한마당 큰잔치 개최(자운서원), 한·중 미술대회 개최(자운서원)
• 5월 12일	 경기지구JC 북부권 가족종합체전 참가(남양주)
• 6월	8일 제5회 파주JC 회장배 게이트볼대회 개최(문산공설운동장)
• 6월 19일 임진강 환경보존 캠페인 청소년 녹색기행 개최
• 6월	21일  임진강 살리기 궐기대회 참가(통일로 공원)
• 7월23~24일 자매단체 4-H 야영교육 지원
• 7월26~28일 하계수련대회 개최(백령도)
•7월29일~8월2일 문산지역 수해복구작업 및 수민 식사제공(5일) 
• 8월16~20일 대만 삼협JC 방문             • 10월	3일     경기지구 회원대회
•10월12~13일 전국회원대회                  • 10월	31일~11월4일     대만삼협  자매JC 방한
•11월		1일 제19주년 파주청년회의소 창립기념식 및 청년대상 시상 / 한·중미술대회 삼협JC 공동시상
•11월10일~11일 JCI부산 세계대회 고양JC와 동행 참가
•12월13일 파주시 기관장 초청 간담회
•12월18일 파주JC 전역식, 이·취임식, 송년의 밤

1996년도	연혁

제20대 회장 故 유종렬

1996년도	조직표
총 회

이사회

회 장

유종렬

상임부회장

이용성

감 사

지중식
이석훈

지구이사

임장빈

20주년
준비위원회

허경희
김위승
노영만
권영완
이종수
조원복

내무부회장

이용성

사무차장

신병식

박상민 부인회
담당이사

나기양

특우회
담당이사

김진성

법률위원

전문영
장건경

운영협의회

이종태
윤석건
양광규
안대성

연수원장

김필영

직전회장

윤정용

선거관리위원회

회관건립추진위원회

외무부회장

권혁주
사무국장

신동철

재정이사

조관제
연수이사

지기환

총무이사

정창호

지도력개발
분과위원장

류한택

기록표창
분과위원장

박내균

체육활동
분과위원장

김영세

회원확충
분과위원장

박찬일

섭외이사

이호범

기획이사

최대섭

홍보활동
분과위원장

황의극

청소년활동
분과위원장

우종복

국제활동
분과위원장

곽경신

지역사회개발
분과위원장

박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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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주년

1996



연혁 및 조직표  history	

파주청년회의소 40주년 기념사72   

• 1월 	6일 신년인사회 및 시무식 개최(시민회관, 사무국)
• 1월 14일 경기지구JC 회원대회 유치 신청롬 실사팀 방문참석(사무국)
• 1월18~19일 한국JC 정기총회 참석(롯데월드)
• 2월13~15일 전국 지방JC 간사 연수회(성우리조트)
• 2월	22일 통일기원 제1회 전통민속놀이 참석(통일동산 뒤)
• 3월 10일 경기지구 한덕희 회장 공식순방(사무국)
• 3월 19일	 제45주년 한국JC의 날 기념식(한국JC 회관)
• 4월	4일 제7차 상무위원회 및 제2차 이사회(사무국)
• 4월20일 각 읍면 대항 게이트볼 대회(광탄중학교) •4월22일  시민합동결혼식 참석(중산지구운동장)
• 5월 15일  시민교양 강좌참석(시민회관)          •5월18일  경기지구 가족종합체전(가평)
• 6월	4일 파주JC 특우회 우정의 날 참석(7296 부대)
• 6월14~15일 경기지구 기존회원 2단계 연수(여주) •6월19일   환경보존캠페인(금촌사거리)
• 7월	24일 4H 개영식 참석(영장리 청소년수련원)•8월31일~9월4일   대만삼협 JC방문(삼협)
•	9월	8~9일 경기지구, 강원지구 우호지구 초청간담회•9월30일~10월6일   대만삼협JC 방한
•10월	4일 제5회 청소년 코스모스가요제 예선(시민회관 대공연장)
•10월10일 전국회원대회 분과위원회 사업 경진대회(지도력과 우수상)
•10월31일 선거관리위원회의(사무국), 율곡문화제 평가회의(시민회관 연회장)
•11월29~30일 98임원연수(유일레저)           •12월6일~7일   98년 한국JC 운영효율화를 위한 공청회
•12월10일 경제살리기 JC 거리 캠페인(광탄, 문산, 금촌, 적성)

1997년도	연혁

제21대 회장 장건경

총 회

이사회

회 장

장건경

상임부회장

권혁주

감 사

안명규
유한섭

지구이사

김승태
신형범

중앙전문위원

권영완

내무부회장

지기환

내무상임이사

이석희

외무상임이사

김위승

20주년편찬
사업이사

권오경

20주년특별
사업이사

김진성

사무차장

박호철
우일환

부인회
담당이사

김창환

특우회
담당이사

정창호

법률위원

이용성
전문영

운영위원

오경석
이명수
허경희
지중식

연수원장

안대성

직전회장

유종렬

외무부회장

조원복

1997년도	조직표

총무이사

신동철

사무국장

박내균

재정이사

이태무

기획이사

우종복

의전이사

노영만

친목활동
분과위원장

신정우

회원확충
분과위원장

이호범

기록표창
분과위원장

송순홍

체육활동
분과위원장

박상민

교육연수
분과위원장

박찬일

지도력개발
분과위원장

김양한

회원확충
분과위원장

김광일

홍보활동
분과위원장

김영세

국제활동
분과위원장

이홍배

경제활동
분과위원장

이수철

지역사회
분과위원장

권혁국

청소년
분과위원장

류한성

환경통일
분과위원장

사홍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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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주년

1997



연혁 및 조직표  history	

파주청년회의소 40주년 기념사74   

• 1월 	5일 신년인사회 개최(시민회관 대공연장)
• 1월 	9일 우리경제 살리기(금붙이 및 고철모으기) 참여회의 참석(시청 제1회의실)
• 2월	2일 푸른파주 가꾸기의 날 참석(세무서 앞: 금촌의료원 방향 이면도로)
• 2월	11일 한국JC 위원회 위원연수회(한국JC 회관)
• 3월	10일 경기지구JC 임재운회장 롬 공식순방(사무국회의실)
• 4월	7일 알뜰장터 개관식 참석
• 4월 15일 한국JC 통신망(JCNET)교육, 회원관리(LMMP) 프로그램 교육참석(중량전화국)
• 5월 12일  파주시 공공근로 사업추진위원회 회의 참석(시청회의실)
• 5월 13일 파주, 고양 역대회장 협의회(우리동네)
• 6월26일 제3차 환경통일 분과 위원회의 (박정어학원)
• 7월		4일 파주, 고양JC 친선 테니스대회 개최(통일공원)
• 7월		9일 대통령 예방(청와대)
• 8월		6일 수해복구작업(연풍리, 광탄)
• 8월16~19일 대만삼협JC방문(대만삼협)
• 9월	5~	6일 제93기 임원연수(중앙산업교육원)
• 9월	20일 경기지구JC 회원대회 참석(구리 실내체육관)
•10월	10일 98전국지방JC 분과위원회 사업경진대회참가(롯데호텔) 대상: 환경통일분과위원회
•11월		7일 장단콩 축제 참석(군내면)
•11월	12일 자매부대 방문

1998년도	연혁

제22대 회장 권혁주

총 회

이사회

회 장

권혁주

상임부회장

안명규

감 사

이종수
김위승

지구이사

김승태
신형범

중앙전문위원

권영완

내무부회장

노영만

내무상임이사

우종복

외무상임이사

사홍진

사무차장

박충원
심상현

부인회
담당이사

백창환

특우회
담당이사

박찬일

법률위원

전문영
권영완

운영위원

차상남
이호범
권오경

연수원장

이용성

직전회장

장건경

외무부회장

신동철

1998년도	조직표

총무이사

박내균

의전이사

노기영

특별사업이사

신형범

사무국장

우일환

재정이사

정창호

기획이사

이태무

회원확충
분과위원장

곽경신

친목활동
분과위원장

김영세

체육활동
분과위원장

김광일

교육연수
분과위원장

신정우

지도력개발
분과위원장

조항민

기록표창
분과위원장

박호철

홍보활동
분과위원장

김양한

국제활동
분과위원장

유한성

경제활동
분과위원장

김창환

지역사회
분과위원장

이수철

청소년지도
분과위원장

한용택

환경통일문제
분과위원장

심상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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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주년

1998



연혁 및 조직표  history	

파주청년회의소 40주년 기념사76   

• 1월 	4일 파주시 신년인사회 개최(시민회관 대공연장)

• 2월23일 중앙회장 지구방문(수원캐슬 H/T)

• 3월10일 정연홍 지구회장 공식 순방(사무국회의실)

• 4월		1일 제2건국 설명회 및 경기도 기획위원과의 간담회 참석

• 4월23일 자원봉사협의회 활성화 세미나(유일레저)

• 5월	3일 어린이 한마당 큰잔치(자운서원)

• 6월14~18일 환경기행 장바구니 캠페인

• 7월 15일 민족화해 협력 범국민회(파주시청)

• 8월2~10일 수해복구 자원봉사활동(문산 수해지역)

• 8월 15일 겨레손잡기 대회(임진각)

• 9월	14일 자원봉사단체 실무협의회 참석(시민회관)

• 11월		3일 합동월례회(문산통일로 테니스장)

•12월		1일 경기지구JC 임시총회(수원캐슬 H/T)

•12월		3일 판문점 견학(대성동)

1999년도	연혁

제23대 회장 안명규

총 회

이사회

회 장

안명규

상임부회장

노영만

감 사

김종수
김위승

지구이사

박내균
노기영

중앙전문위원

김진성
김승태
지기환

내무부회장

신동철

내무상임이사

이광인

외무상임이사

사홍진

사무차장

어문환
주정민

부인회
담당이사

심상현

특우회
담당이사

김영세

법률위원

권오경
전문영
김위승

운영위원

권영완
신형범
차상남
이호범
이석희
사홍진

연수원장

이종수

직전회장

권혁주

외무부회장

김양한

1999년도	조직표

총무이사

우일환

특별사업이사

박 정

사무국장

김창환

재정이사

우종복

의전이사

나기양

전산담당이사

정용옥

회원확충
분과위원장

이수철

친목활동
분과위원장

박충원

체육활동
분과위원장

이봉성

교육연수
분과위원장

한용택

지도력개발
분과위원장

조병철

기록표창
분과위원장

조항민

홍보활동
분과위원장

고성일

국제활동
분과위원장

윤여원

경제활동
분과위원장

권혁국

지역사회
분과위원장

성춘삼

청소년
분과위원장

백창환

환경통일
분과위원장

나기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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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혁 및 조직표  history	

파주청년회의소 40주년 기념사78   

• 1월 	4일 파주시 신년인사회 개최 및 시무식 개최(시민회관 대공연장, 사무국회의실)

• 2월22일 파주청년회의소 제52차 정기총회(사무국회의실)

• 3월	8일 경기지구 공병선 지구회장 공식순방(사무국회의실)

• 4월		1일 국회의원 입후보자 초청 합동대담 토론회(시민회관 소공연장)

• 5월	3일 제14회 어린이 한마당 큰잔치(하니랜드)

• 6월	4일 경기지구 북부권 가족종합체전(포천대진대학교)

• 7월	11일 합동월례회(법원리)

• 8월18일 파주문화원회의(시민회관 연회장)

• 9월26~28일 대만회원 방문

•10월	6일 경기지구 우정의 날(파주시민회관 대공연장)

•12월	9일 한국JC 회장단 공청회(경주교육문화회관)

•12월14일 자원봉사단체 시상식(박호철 여성회관)

 2001년도 지구회장

2000년도	연혁

제24대 회장 노영만

총 회

이사회

회 장

노영만

상임부회장

신동철

감 사

이광인
김광일

지구이사

이수철
우일환

중앙전문위원

임장빈
박찬일

내무부회장

김양한

내무상임이사

조항민

외무상임이사

조병철

사무차장

김기증
김용성

부인회
담당이사

윤성현

특우회
담당이사

권혁국

법률위원

이홍배
류한성
우종복
박   정

운영위원

김승태
이태무
박내균
지기환
정창호
노기영

연수원장

김진성

직전회장

안명규

외무부회장

류한택

2000년도	조직표

총무이사

김창환

특별사업이사

고성일

사무국장

이봉성

재정이사

김영세

의전이사

신병식

회원확충
분과위원장

윤여원

친목활동
분과위원장

백창환

체육활동
분과위원장

어문환

교육연수
분과위원장

홍종하

지도력개발
분과위원장

정용욱

기록표창
분과위원장

주정민

홍보활동
분과위원장

한용택

국제활동
분과위원장

이명훈

경제활동
분과위원장

박우영

지역사회
분과위원장

이지영

청소년
분과위원장

박호철

환경통일
분과위원장

성춘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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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청년회의소 40주년 기념사80   

2001년도	연혁

• 1월 4일  신년인사회 개최(시민회관 대공연장)

• 1월  9일  경기북부 상공회의소 신년인사회 참석 

• 2월 4일 척사대회(전광구회원 자택)

• 2월 11일  2001년 제1회 임진강 통일연날리기 

축제(파주시 문산읍 임진각 주차장내) 

• 3월  1일 청소년 문화의 집 개관식 참석 

• 3월14일 경기지구 노영만 지구회장 공식순방

• 4월12일 자원봉사협의회 이사회(시청회관)

• 4월28일  제9회 파주JC 회장배 게이트볼 대회(문산 

공설운동장)

• 5월 2일 제15회 어린이한마당 큰잔치(하니랜드)

• 5월13일 제19회 경기지구 가족종합체전

• 5월24~25일 대우아태대회 참석(대구)

• 6월 4일 경기지구 골프대회(고양한양 컨트리클럽)

• 7월3~4일 자원봉사단체 워크샵 참석

• 7월27~29일 하계수련대회

• 8월18~21일 대만삼협JC 방문(대만삼협 JC창립)

• 9월  1일  합동월례회 겸 6056기무부대와 체육대회 

(파주초등학교)

• 9월  2일 부인회 야유회(도자기 엑스포 관광)

• 9월 22일  고양, 파주JC 친선체육대회(금촌체육 

공원)

•10월 6일  제24주년 파주청년회의소 창립(시민회관 

소공연장)

  제7회 코스모슥가요제(야외공연장) / 

제9회 한중미술대회

•10월14일  경기지구회원대회(가평 상천에덴스포츠 

센타 2층)

•10월21일 전국회원대회

•10월30일 파주청년회의소 임시총회(금촌예식장)

•11월20일 컴퓨터교육(청소년 문화의 집)

•12월13일 파주청년회의소 이취임식(금촌예식장)

총 회

이사회

회 장

신동철

상임부회장

김양한

감 사

이석희
노기영

중앙위원

이광인
곽경신
신병식

지구이사

조항민
김창환
박양수
주정민
김동규
이승하
지형배
박주연
박명화
안광성
김남주

내무부회장

류한택

내무상임이사

김광일

외무상임이사

나기연

사무차장

김창민
허재준

부인회
담당이사

김용성

특우회
담당이사

윤성현

법률위원

사홍진
유한섭
박찬일

운영위원

김진성
지기환
박내균

연수원장

정창호

직전회장

노영만

외무부회장

권혁국

2001년도	조직표

연수이사

우일환

총무이사

이봉성

사무국장

박우영

재정이사

조병철

의전이사

윤여원

회원확충
분과위원장

성춘삼

체육활동
분과위원장

이지영

지도력개발
분과위원장

어문환

기록표창
분과위원장

백창환

홍보활동
분과위원장

박호철

국제활동
분과위원장

이형석

지역사회
분과위원장

전광구

청소년
분과위원장

한용택

제25대 회장 신동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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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청년회의소 40주년 기념사82   

• 1월 1일  대만삼협청년상회 유현유회장 결혼식 참여
• 1월 4일  파주시 신년인사회 개최(시민회관 대공연

장), 시무식개최(사무국 회의실)
• 1월20일  2002년도 한국JC 회장단·감사 취임식 및 

제102차 정기총회(경주현대호텔)
• 1월29일  경기지구 취임식 및 제73차 정기총회(수원

캐슬호텔) 
• 2월 6일  가칭 제2차 이사회 및 2002년 사업공청회의 

건(사무국회의실)
• 2월24일  제56차 정기총회(우종복회원 어린이집) 
 / 척사대회(우종복회원 어린이집)
• 2월25일  중앙회장 경기지구 JC 공식순방
 (양지파인 리조트)
• 3월12일  경기지구 이기하 지구회장 공식순방(사무국 회의실)
• 3월2일 제3차 이사회 개최(사무국회의실)
• 3월22일 부인회 정기총회(사무국회의실)
• 4월 3일  경기지구JC 제2차 이사회(수원관광호텔)
• 4월12일  제10회 파주JC 회장배 게이트볼대회(문산

시가지 공설운동장)
• 4월17일  아기공룡봄나들이 자원봉사(하니랜드)
 /제4차 이사회(사무국회의실)
• 5월 1일  합동월례회 및 6056 기무부대와 체육대회

(1사단 연병장)
• 5월10일  제16회 어린이 한마당큰잔치 및 제15회 한중

미술대회(광탄면 소재 자연문화체험학교)
• 5월12일 경기지구 북부권 롬 한마음 가족축제
 (연천군 학생야영장)
• 5월15일   제5차 이사회(사무국회의실)

• 6월19일 제6차 이사회(사무국회의실)
• 6월30일 현역·특우회 합동월례회(봉서산)
• 7월19일 경기지구이사회(수원호텔캐슬)
• 7월24일 제7차 이사회(사무국회의실)
• 7월31일  현역·부인회 합동월례회(국회의사당 방문, 

수원경기장에서 축구관람
• 8월10일  돼지풀 제거작업 봉사활동
 (봉일천소재 하나로마트 뒤 주차장)
• 8월12일 상반기 감사 및 상무위원회(사무국회의실)
• 8월13일  대만삼협JC 방문설명회 및 부인회 합동볼

링대회(사무국회의실, 우정볼링장)
•8월15~16일  경기지구JC 부인회 연수개최(가평 한록 마

이다스리조트)
• 8월21일 제8차 이사회(사무국회의실)
•8월23~27일 대만삼협JC 방문(대만삼협JC)
• 9월 8일 파주JC 자체체육대회(금촌체육공원)
• 9월18일 제9차 이사회 개최(사무국회의실
• 9월28일 파주·고양JC 친선 체육대회
•10월 3일  제8회 청소년 코스모스가요제(시민회관야

회공연장
•10월13일  제33차 경기지구회원대회(주관:양주 최우

수롬상 수상)
•10월17일  파주JC 제25주년 창립기념식(시민회관대공연장)
•10월20일  제51차 전국회원대회(서울)
•11월  8일  제10차 이사회
•11월 12일  파주JC 임시총회(금촌예식장)
•11월 19일  신입회원 자체연수(사무국회의실)
•12월20일  파주JC 이취임식(문산국제프라자)

2002년도	연혁

2002년도	조직표 총 회

이사회

회 장

김양한

상임부회장

류한택

감 사

사홍진
박양수

지구이사

성춘삼
윤여원

내무부회장

백창환

사무차장

지형배 부인회
담당이사

송기진

특우회
담당이사

이지영

연수원장

박 정

직전회장

신동철

외무부회장

우일환
총무이사

박우영

25주년정보화
사업이사

정용욱

25주년특별
사업이사

박호철

사무국장

어문환

재정이사

권혁국

기획이사

박명화

회원확충
분과위원장

주정민

체육활동
분과위원장

김창민

지도력개발
분과위원장

이승하

기록표창
분과위원장

사권한

홍보활동
분과위원장

김기중

국제활동
분과위원장

김남주

지역사회
개발위원장

양동웅

청소년활동
분과위원장

김동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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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주년

제26대 회장 김양한
2002



연혁 및 조직표  history	

파주청년회의소 40주년 기념사84   

• 1월 4일  파주시 신년인사회 개최(시민회관 대공연
장), 시무식개최(사무국 회의실)

• 1월15일  가칭 2차 이사회(사무국 회의실)
• 1월17일  파주자원봉사단체협이회 이사회 개최의 

건(자원봉사센터 사무실)
• 1월18일  2003년도 한국JC 회장단·감사 취임식 및 

제103차 정기총회(경주현대호텔)
• 1월19일  경기지구JC 신년교례회 및 시무식(경기지구JC 사무국)
• 1월29일  경기지구 취임식 및 제74차 정기총회(수원캐슬호텔
• 2월 9일  제3회 임진강 통일연날리기 축제(임진강)
• 2월14일  2003 파주JC 회장단 및 감사 한나라당 파

주시지구당 국회의원 면담
• 2월16일  제58차 정기총회(사무국회의실)
 척사대회(검산동 찬우물 류민석씨 댁)
• 2월18일  장애인 연합회 취임식(여성회관)
 자원봉사단체협의회 이사회개최(자원봉사센터 사무실
• 2월19일  제3차 이사회(사무국회의실)
• 2월20일  파주자원봉사단체협의회(시청별관 3층)
• 2월22~23일  사무국장 워크샵
• 2월26일  제16회 부인회 정기총회(사무국회의실)
 한국JC 중앙회장 경기지구 순방
• 2월27일  파주축구협회 취임식(여성회관 대강당)
• 3월11일  새마을지회 회장 추임식(시민회관 대공연장)
• 3월12일  제4차 이사회(사무국회의실)
• 3월13일  제34대 경기지구 최범진 회장 공식순방
 (파주JC 사무실)
• 3월15일  전국지방 감사연수(경주교육회관)
• 3월19일  노인회 정기총회(파주시민회관 소공연장)
• 3월21일  제28회 특우회 정기총회(사무국회의실)
• 3월23일  경기지구JC 40개롬 사무국장 워크샵
• 3월24일  파주월롱라이온스클럽 창단식(월롱면사무소)
• 3월25일  자원봉사단체협의회 이사회, 월례회
 (자원봉사센터 사무실)

• 4월12일  2단계 연수(남양주 JC)
• 4월15일  제5차 이사회(사무국회의실)
• 4월16일  수원JC창립(중소기업센터 1층 대회의실)
• 4월18일  동두천JC 창립(시민회관)
 파주라이온스클럽 창립(여성회관)
• 4월24~25일  자원봉사단체 워크샵(강원도 횡성군)
• 4월26일  고양JC 창립(덕양구청 대회의실)
• 4월29일  의정부JC 창립(삼천리 예식장)
• 5월 ̀1일  제11회 회장기 게이트볼 대회(적성 공설운동장)
• 5월 ̀9일  양주JC 창립
• 5월14일  아기공룡봄나들이 (임진각 평화랜드)
• 5월17~18일  차없는 거리행사 부스설치(금촌 사거리 농협 앞)
• 5월21일  제6차 이사회(사무국회의실)
• 5월27일  포천창립(포청여성회관 3F)
• 5월28일  남양주창립(목화웨딩홀)
• 5월30일  제17회 어린이 한마당큰잔치(롯데월드)
• 5월 3일  김포JC 창립(김포웨딩홀)
• 6월 5일  민,군 학생어린이 글짓기 및 미술대회(임진각 북한관)
• 6월 8일  경기지구 북부권체육대회(동두천 사동초학교)
• 6월 11일  지구이사회(수원관광호텔)
• 6월14일  파주예술제 결과보고"거리문화축제"(파주

시민회관 3층 연회장)
• 6월17일  남부천 창립(오정구 아트홀)
• 6월18일  6056 기무부대 체육대회(주내 기무부대)
• 6월25일  판문점 방문
• 6월28~29일  한국JC 2003 신입회원 연수(홍익대 조치원)
• 7월 3일  하남창립(하남시청 대회의실)
• 7월16일  제7차 이사회 및 월례회(검산동 찬우물 류민석씨 자택)
• 8월13일  제8차 이사회(사무국회의실)
• 8월15~18일  대만 삼협JC 방문(대만삼협JC)
• 8월22일  돼지풀 제거작업 봉사활동
 (봉일천 소재 하나로마트 뒤 주차장
• 8월23~24일  경기지구JC 부인회 연수개최(가평한록 마이다스 리조트

2003년도	연혁

2003년도	조직표
총 회

이사회

회 장

류한택

상임부회장

우일환

감 사

이지영
조병철

지구이사

박호철
박우영

내무부회장

이승하

사무차장

이종호
구본형

부인회
담당이사

심정석

특우회
담당이사

윤여원

연수원장

이광인

직전회장

김양한

외무부회장

정용옥
내무상임이사

이수철

총무이사

어문환

기획이사

백창환

사무국장

김남주

외무상임이사

한용택

재정이사

윤성현

회원확충
위원장

안광성

체육활동
위원장

정찬웅

지도력개발
위원장

나기석

기록표창
위원장

양동웅

홍보활동
위원장

허재준

국제활동
위원장

박명화

지역사회
개발위원장

심상국

청소년
위원장

김용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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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주년

제27대 회장 류한택
2003



연혁 및 조직표  history	

파주청년회의소 40주년 기념사86   

• 1월 9일  경기지구JC 신년교례회 및 시무식(경기지
구JC 사무국)

• 1월18일  2004년도 한국JC 회장단·감사 취임식 및 
제106차 정기총회(제주라마다프라자호텔)

• 1월27일  경기지구 취임식 및 제74차 정기총회(수원관광호텔)
• 1월31일  척사대회(이광인 특우회원 자택)
• 2월7~8일  사무국장 워크샵(경주콩코드)
 전국지방 감사연수(경주교육회관)
• 2월 8일  제4회 임진강 통일연날리기 축제(임진강)
• 2월11일  가칭 제2차 이사회
• 2월24일  한국JC 중앙회장 경기지구 순방
• 2월26일  제62차 정기총회(사무국회의실)
 제16회 부인회 정기총회(사무국회의실)
• 3월3~4일  제35대 경기지구 이교상 회장 공식순방 및 

지구실사(파주JC 사무실)
• 3월24일  제34회 특우회 정기총회(사무국회의실)
• 3월25일  제3차 이사회  / 평택창립
• 4월10일  동성남JC 사무식 개소식
• 4월11일  중부권 체육대회
• 4월17일  의정부JC창립
• 4월20일  경기지구 제2차 이사회
• 4월21일  제12회 파주JC 회장배 게이트볼대회
• 4월22일  수원JC창립
• 4월23~24일 자원봉사관계자 워크샵
• 4월26일  동두천JC 창립
• 4월30일  성남분당JC 창립
• 5월10일  양주JC 창립
• 5월15일  고양JC 창립
• 5월20일  김포JC 창립

• 5월25일  제4차 이사회
• 6월 4일  강원지구우호 간담회
• 6월 9일  합동월례회 및 6056 기무부대와의 체육대회
• 6월15일  포천JC 창립
• 6월20일  경기지구북부권체육대회(의정부 경민대학교)
• 6월23일  제5차 이사회
• 7월 2일  경기지구 제3차 이사회
• 7월 3일  7월 월례회 및 제35차 지구회원대회 워크

샵(가평탑랜드)
• 7월23일  제6차 이사회  
• 7월25일  돼지풀제거작업
• 8월20~23일  대만삼협 청년상회방문(대만타지리조트 및 대만일원)
• 9월 1일  최범진 한국JC 중앙회장 후보 추대식
• 9월 8일  제7차이사회
• 9월12일  고양,파주JC 간담회 및 제4차 이사회
• 9월19일  제35차 서울지구JC 회원대회
• 9월22일  경기지구JC 간담회 및 제4차 이사회
•10월 2일  제35차 부산지구 JC회원대회
•10월 6일  제8차 이사회
•10월 9일  파주JC 한마음 자체체육대회(금촌체육공원)
•10월11일  자원봉사월례회
•10월15일  파주JC 제61차 임시총회
•10월23일  제54차 전국회원대회
•11월 7일  제35차 경기지구JC 회원대회
•11월 5~8일  대만삼협청년상회 방한(파주시 일원 및 서

울시
•11월24일  제9차 이사회
•12월10일  파주JC 이취임식 및 전역식

2004년도	연혁

2004년도	조직표
총 회

이사회

회 장

우일환

상임부회장

이승하

감 사

김창환
나기연

지구이사

심상국
김창국

내무부회장

박우영

사무차장

김대복
김종훈

부인회
담당이사

구본형

특우회
담당이사

나기석

연수원장

조항민

직전회장

류한택

외무부회장

어문환
내무상임이사

김기중

총무이사

박명화

기획이사

김남주

사무국장

안광성

외무상임이사

사권환

재정이사

양동웅

회원확충
위원장

심정석

체육활동
위원장

홍태화

지도력개발
위원장

류한문

기록표창
위원장

허재준

홍보활동
위원장

정찬웅

국제활동
위원장

왕진우

지역사회
개발위원장

김용성

청소년
위원장

송기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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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주년

제28대 회장 우일환
2004



연혁 및 조직표  history	

파주청년회의소 40주년 기념사88   

• 1월 4일  파주시 신년인사회개최(시민회관대공연
장), 시무식 개최(사무국회의실)

• 1월16일  제108차 정기총회(쉐라톤 워커힐 호텔)
• 1월19일  제2차 이사회 개최(사무국회의실)
• 1월29일  제54대 최범진 중앙회장, 회장단, 감사 취

임식(쉐라톤 워커힐 호텔)
• 2월 3일  경기지구정치총회(수원 호텔리츠)
• 2월18일  파주시자원봉사단체협의회 이사회개최
• 2월20일  척사대회 개최
• 2월23일  제3차 이사회개최(사무국회의실), 제62차 

정기총회(사무국회의실)
• 2월24일  최범진 중앙회장 경기지구 공식순방(수원 호텔리츠)
• 2월25일  JCI KOREA-파주 부인회 정기총회(사무국회의실)
• 3월2~5일  전국지구, 지방JC 간사 직무교육(홍천 대

명 비발디 파크 콘도)
• 3월 4일  파주시 노인복지회관 개관식
• 3월10일  파주시 자원봉사단체협의회 취임식
• 3월11일  파주시 자원봉사단체협의회 회장 취임식
• 3월11~12일  전국지구, 지방JC 사무처(국)장·감사 연수
 (경주교육문화회관 별관)
• 3월18일  제4차 이사회 개최(사무국회의실)
• 3월28일  파주시 생활체육협회 회장 취임식
• 3월29일  경기지구회장단 공식순방(사무국회의실) 

독도사랑 캠페인(시청 교통삼각지)
• 4월4~15일  JCI KOREA-의정부 창립기념식(의정부시 예술의 전당)
• 4월22일  제5차 이사회개최(사무국회의실)
• 4월27일  JCI KOREA-동두천 창립기념식(동두천 웨딩홀 3층)
• 4월29일  JCI KOREA-남양주 창립기념식(목화웨딩홀)
• 4월30일  JCI KOREA-파주부인회 천연비누만들기(동해물산)
• 5월10일  JCI KOREA-양주 창립기념식(양주예술문화회관)
• 5월12일  제6차 이사회 개최(사무국회의실)
• 5월13일  JCI KOREA-고양 창립기념식(덕양구청 대강당)
• 5월20일  파주시립 중앙도서관 개관식

• 5월21일  제1회 JCI KOREA-파주 회장배 노인·어린이 바둑대회
• 6월 2일  JCI KOREA-김포 창립기념식(김포 웨딩홀)
• 6월 8일  기무부대와의 합동체육대회
• 6월11~12일  2단계 연수 개최 (중소기업연수원-안산소재)
• 6월13일  파주시 자원봉사단체협의회 이사회(시청별관 2층)
• 6월16일  JCI KOREA-포천 창립기념식(포천종합운

동장 실내체육관)
• 6월17일  제7차이사회 개최(사무국회의실)
• 6월23일  JCI KOREA-경기지구 이사회 호텔리츠 2층

(구 수원관광호텔)
• 6월26일  북부권 체육대회 개최(포천 백로주 유원지)
• 7월 8일  제8차 이사회 개최(사무국회의실)
 강원경기 우호지구 간담회(양평 대명콘도)
• 7월16~17일  하계수련대회(포천스카이벨리)
• 8월5~8일  대만삼협청년상회 방문
• 9월 2일  제9차 이사회개최(사무국회의실)
• 9월 6일  중앙회장 입후보자 간담회 호텔리츠 9층 연회실
• 9월 9일  JCI KOREA-가평 창립기념식(수림농원)
• 9월11~12일  JCI KOREA 110차 임시총회 (경주교육문화회관)
• 9월16일  율곡문화제 집행위원회 회의(시민회관3층)
• 9월24일  파주·고양 합동체육대회(법원리 쇠꼴마을)
•10월1~5일  대만삼협청년상회 방한
•10월 2일  제28회 창립기념식 개최(파주시민회관 소공연장) 

코스모스 가요제 개최(금촌 문화로 특설무대) 
 한중미술대회
•10월 7일  제10차 이사회 개최(사무국회의실)
•10월8~9일  신입회원 자체연수(유일레져)
•10월16일  제54차 전국회원대회(부산BEXCO컨벤션 센터)
•10월22일  제36차 경기지구회원대회(화성 장안대학교 체육관)
•10월25일  제11차 이사회 개최(사무국회의실)
•12월 9일  JCI KOREA-파주 이취임식 및 전역식 송년

의 밤(토마토 웨딩홀)

2005년도	연혁

2005년도	조직표
총 회

이사회

회 장

이승하

상임부회장

어문환

감 사

권혁국
백창환

지구이사

정찬웅
왕진우

내무부회장

김남주

사무차장

박영진
김인학

부인회
담당이사

이제성

특우회
담당이사

양동웅

연수원장

이지영

직전회장

우일환

외무부회장

허재준
총무이사

안광성

기획이사

사권환

사무국장

류한준

특별사업이사

심정석

재정이사

김기중

회원확충
위원장

심상현

체육활동
위원장

조도행

지도력개발
위원장

임종훈

기록표창
위원장

홍태화

홍보활동
위원장

김대복

국제활동
위원장

이호석

지역사회
개발위원장

송기진

청소년
위원장

이종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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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주년

제29대 회장 이승하
2005



연혁 및 조직표  history	

파주청년회의소 40주년 기념사90   

• 1월 3일  파주시 신년인사회개최(시민회관대공연장), 
시무식 개최(사무국회의실)

• 1월14일  제55대 표현철중앙회장단, 감사 취임식
 (쉐라톤 워커힐 호텔)
• 1월15일  제111차 정기총회(쉐라톤 워커힐 호텔)
• 1월23일  경기지구정기총회(군포리더스클럽)
• 1월25일  제2차 이사회 개최(사무국회의실)
• 2월4~5일  감사 및 사무국장 워크샵
• 2월11일  제64차 정기총회 및 척사대회개최(쇠꼴마을)
• 2월16~18일  전국지구, 지방JC 간사 직무교육(홍천 대명

비발디파크 콘도)
• 2월24일  제3차 이사회 개최(사무국회의실)
• 2월21일  표현철 중앙회장 경기지구 공식순방(수원 호텔리츠)
• 2월25일  JCI KOREA-파주 부인회 정기총회(사무국회의실)
• 2월27일  부인회정기총회개최(사무국회의실)
• 3월12일  경기지구회장단 공식순방(사무국회의실)
• 3월16일  파주시자원봉사단체협의회 이사회
• 3월24일  회장단회의(사무국)
• 4월12일  제4차 이사회 개최(사무국회의실)
• 4월13일  JCI KOREA-동두천 창립기념식
• 4월14일  JCI KOREA-의정부 창립기념식(의정부 컨벤션웨딩홀)
• 4월18일  장애인의 날 행사(금촌역)
• 4월20일  JCI KOREA-경기지구 제3차이사회개최(광명KTX역사)
• 4월25일  파주시자원봉사단체협의회(아기공룡봄나

들이-임진각평화랜드)
• 5월10일  JCI KOREA-양주창립기념식(양주별산대놀이 공연장)
• 5월13일  제2회 JCI KOREA-파주 회장배 노인·어린이 바둑대회 개최
• 5월26일  제5차 이사회 개최(사무국회의실)

• 6월 3일  6056기무부대와의 합동체육대회
• 6월 9일  JCI KOREA-경기지구 제 4차 이사회개최
• 6월11일  북부권 체육대회
• 6월16일  JCI KOREA-파주, 파주JC특우회 합동 월례회 개최, 

JCI KOREA-김포창립기념식
• 6월22일  JCI KOREA-포천창립 기념식(용정웨딩홀)
• 6월23일  자체JC인 화합의 날
• 6월27일  JCI KOREA-고양 창립기념식
• 6월30일  제6차 이사회개최(사무국회의실)
• 7월  1일  파주시 유화선시장 이·취임식
• 7월8~9일  하계수련대회(가평)
• 7월21일  제7차 이사회개최
• 8월5~9일  대만삼협국제청년상회 방문
• 8월25일  제8차 이사회개최(사무국회의실)
• 9월 2일  파주,고양합동 체육대회(원당 훼릭스 풋살경기장)
• 9월 8일  파주시자원봉사단체협의회 4차이사회개최
 파주문화원 율곡문화제 집행위원회 회의
• 9월16~17일  경기지구회원대회(포천)
 부인회원연수(포천)
• 9월22일  9차 이사회개최
• 9월28~10월2일  대만삼협국제청년상회 방한
•10월 2일  코스모스가요제 개최
•10월18일  제10차 이사회개최
•10월31일  청소년 사랑 정책포럼 개최
•11월10일  제65차 임시총회 개최
•11월29일  제11차 이사회개최
•12월10일  JCI KOREA 2단계 연수개최
•12월13일  JCI KOREA- 파주 이·취임식 개최

2006년도	연혁

2006년도	조직표 총 회

이사회

회 장

백창환

상임부회장

김남주

감 사

박명화
정찬웅

지구이사

이종호
김용성

내무부회장

허재준

사무차장

차윤석
정  준
전찬훈

부인회
담당이사

박영진

특우회
담당이사

구본형

연수원장

고성일

직전회장

이승하

외무부회장

홍태화
내무상임이사

김대복

총무이사

류한준

기획이사

김기중

사무국장

임종훈

외무상임이사

김창민

재정이사

심정석

특별정보화이사

송기진

회원확충
위원장

지형배

체육활동
위원장

김동하

지도력개발
위원장

심상현

기록표창
위원장

조도행

홍보활동
위원장

이호석

국제활동
위원장

홍석범

지역사회
개발위원장

원형제

청소년
위원장

이제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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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대 회장 백창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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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혁 및 조직표  history	

파주청년회의소 40주년 기념사92   

2007년도	연혁

2007년도	조직표 총 회

이사회

회 장

김남주

상임부회장

허재준

감 사

이수철
윤여원

지구이사

김진호
이경노

내무부회장

안광성

사무차장

장면섭
장   원
김용회

부인회
담당이사

정  준

특우회
담당이사

구본영

연수원장

조병철

30주년 특별사업팀

기념사업팀장 박우영

기념사업이사 심상현

준비이사 이제성

사무국이전준비이사 김대환

기념탑사업준비이사 박영진

부위원장 최병덕·김인학

직전회장

백창환

외무부회장

나기석

연수이사

지형배

외무상임이사

양동웅

기획이사

김창민

재정이사

이종호

총무이사

임종훈

특별정보화

조도행

내무상임이사

김기중

진행이사

김대복

사무국장

차윤석

회원확충
위원장

류한준

조직강화
담당이사

이규창

체육활동
위원장

김정호

지도력개발
위원장

김동하

부위원장

김성민

부위원장

우상준

부위원장

류양상

부위원장

이창현

부위원장

이영주

부위원장

김형석

부위원장

심재윤

부위원장

송기진

기록표창
위원장

홍석범

정책
담당이사

원형제

청소년
분과위원장

이호석

국제활동
분과위원장

우경인

지역사회
개발위원장

김진현

홍보활동
분과위원장

전찬훈

• 1월 3일   파주시 신년인사회개최(시민회관대공연장), 
시무식 개최(사무국 회의실)

• 1월26일  제2차 이사회 개최 (사무국 회의실)
• 1월27일  제55대 손인석중앙회장단,감사 취임식   
• 1월28일  제  114 차 정기총회 (라마다프라자호텔) 
• 2월10-11일 감사 및 사무국장 워크샵
• 2월13일  경기지구정기총회(기흥골드패밀리콘도)
• 2월14일  제3차 이사회 개최(사무국 회의실)
• 2월24일  제66차 정기총회 
• 2월27일  손인석 중앙회장 경기지구 공식순방 (컨벤션센터)
• 2월27일  JCI KOREA-파주 부인회 정기총회(사무국 회의실)
• 3월 1일  척사대회 (새우리가든)
• 3월 9일  파주시자원봉사단체협의회 이사회
• 3월10일  경기지구회장단공식순방(사무국 회의실)
• 3월14일  부인회정기총회개최(사무국 회의실)
• 3월22일  제4차 이사회 개최(사무국 회의실)
• 3월28일  회장단회의(오두산)
• 4월 2일  JCI KOREA-동두천 창립기념식 
• 4월11일  JCI KOREA-경기지구 제2차이사회개최(수원리츠호텔)
• 4월13일  JCI KOREA-의정부 창립기념식
 (의정부 컨벤션웨딩홀)
• 4월25일   파주시자원봉사단체협의회(아기공룡봄나들

이-임진각평화랜드)
• 5월10일  JCI Korea-양주 창립기념식
 (양주별산대놀이 공연장)
• 5월18일  제5차 이사회 개최(사무국회의실)
• 5월20일  북부권체육대회
• 6월 8일  JCI Korea-김포 창립기념식

• 6월 9일 사무식이전개국식(금촌시네마4층)
• 6월22일  제6차이사회(사무국)
• 6월29일  JCI Korea-광주 창립기념식
• 6월 7일  JCI Korea-포천 창립기념식(용정웨딩홀)
• 7월11일  경기북부경제포럼
• 7월12일  JCI KOREA-경기지구 제3차이사회개최
 (의정부컨벤션센터)
• 7월14-15일 하계수련대회(포천)
• 7월12일  제 6차 이사회 개최(사무국)
• 8월 1일  제 7차 이사회 개최 (사무국)
• 8월4-7일 대만삼협국제청년상회 방문
• 8월16일  경기지구청년포럼(영어마을)
• 9월 3일 파주시자원봉사단체협의회 이사회개최
• 9월14일  기념탑 재막석
• 9월15일  파주·고양 합동 체육대회(쇠꼴마을)
• 9월16일  제3회 파주JC회장배 어린이 바둑대회
• 9월27일  제 8차 이사회개최
•10월 5일  제 9차 이사회 개최
•10월 7일  신입회원자체 연수
•10월20일  한마음 체육대회
•10월21일  코스모스가요제개최
•10월21일  30주년 창립기념식 개최
•10월19-23일 대만 국제청년상회 방한
•10월27-28일 제56차 전국회원대회
•11월6일 제67차 임시총회개최
•11월21일  제10차 이사회개최
•12월 7일  이취임식 및 송년의 밤
•12월8-9일 임명직 임원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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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주년

2007
제33대 회장 故 김남주



연혁 및 조직표  history	

파주청년회의소 40주년 기념사94   

• 1월 3일  파주시 신년인사회개최(시민회관대공연장), 시무식 개최(사
무국 회의실)

•1월 25일 제2차 이사회 개최 (사무국 회의실)
•1월 26일  제57대 이용대중앙회장단,감사 취임식 (라마다송도호텔

(구.송도비치호텔)) 
•1월 27일 제116차 정기총회 (라마다송도호텔(구.송도비치호텔)) 

•2월 15일 경기지구정기총회(양지 파인리조트)
•2월 16일 척사대회 (쇠꼴마을)
•2월 16~17일 감사 워크샵((나주)중흥골드스파&리조트)
•2월 22~23일  전국 지구,지방JC 간사 직무교육,사무국장 우크샵(수안보상

록호텔,수안보 파크호텔) 
•2월 27일 이용대 중앙회장 경기지구 공식순방 (호텔캐슬)
•2월 29일 제68차 정기총회
•2월 29일 제3차 이사회 개최(사무국 회의실)

•3월 12일 경기지구회장단공식순방(사무국 회의실)
•3월 19일  파주청년회의소 부인회 정기총회(사무국 회의실)
•3월 21일 제4차이사회 개최 (사무국 회의실)

•4월 14일 경기지구청년회의소 제2차이사회개최(부천 파인웨딩홀)
•4월 16일 의정부청년회의소 창립기념식(의정부 컨벤션센터)
•4월 18일 제5차 이사회 개최(사무국 회의실)
•4월 23일 동두천청년회의소 창립기념식 (동두천 시민회관)
•4월 25일   파주JC 회장배 경기북부권 게이트볼대회(파주시공설운동장 

보조경기장)
•4월 30일 파주시자원봉사단체협의회(아기공룡봄나들이-임진각평화랜드)

•5월  8일 파주시자원봉사단체협의회 이사회(협의회 사무실)
•5월 10일 양주청년회의소 창립기념식(양주문화예술회관)
•5월 17일 제13회 청소년가요제 개최(금촌 거리 축제 공연장)
•5월 25일 경기북부권체육대회(구리시 LG 인조잔디구장)
•5월 26일 제6차 이사회 개최(사무국회의실)
•5월 27일 김포청년회의소 창립기념식(김포웨딩홀)
•5월 29~30일 부산아태대회

•6월 12일 포천청년회의소 창립기념식(포천 용정웨딩홀)
•6월 16일 남양주청년회의소 창립기념식(호평동 늘봄컨벤션웨딩홀)
•6월 19일 제7차 이사회 개최(사무국회의실)
•6월 20일 6056기무부대와의 합동체육대회
•6월 26일  청소년 포럼 및 청소년상담지원센터 10주년 기념식(교하청

소년 문화의 집)
•6월 27일 고양청년회의소 창립기념식(수암웨딩홀)

•7월 12~13일 하계수련대회(가평)
•7월 16일 경기지구청년회의소 제3차이사회개최(이비스 앰배서더 수원)

•8월 2~6일 대만삼협국제청년상회 방문
•8월 20일 제8차 이사회개최(사무국 회의실)
•8월 23일 파주,고양,김포JC 3개롬 체육대회(김포제일고등학교 운동장)
•8월 28일 파주시자원봉사단체협의회 이사회(파주시청 비지니스룸)

•9월  4일 제9차 이사회개최(사무국회의실)
•9월 18일 경기지구청년회의소 4차이사회개최(수원 호텔 리츠)
•9월 18~22일 대만삼협국제청년상회 방한
•9월 19일 파주청년회의소 제31주년 창립기념식(파주시 교육문화회관)
•9월 27~28일 한국청년회의소 제117차 임시총회(경주콩코드호텔)
 
•10월  5일 경기지구회원대회(송탄 이충동 실내문화체육관)
•10월 11일  제4회 파주청년회의소회장배 어린이바둑대회 (금촌초등학

교 체육관)
•10월 16일 제 10차 이사회개최(사무국 회의실)
•10월 23일 제69차 임시총회개최(토마토웨딩홀)
•10월 24~26일 제58차 전국회원대회 (제주도 서귀포시 컨벤션센터)
 
•11월  1일 신입회원자체 연수
•11월 21일 제11차 이사회개최(사무국회의실)
 
•12월 12일 이취임식 및 송년의 밤
•12월 19~20일 임명직 임원연수

2008년도	연혁

2008년도	조직표 총 회

이사회

연수원장 직전회장 회 장 감 사 지구이사

박호철 김남주 허재준 김진호 김기중

양동웅 이제성

상임부회장 김대환

안광성

파주시청소년
상담센터이사장

 내무부회장  외무부회장

이승하  김대복 우경인

파주시청소년
상담센터소장

연수이사 기획이사 총무이사 내무상임  사무국장  외무상임 재정이사 특별정보화 진행이사

장문희 이규창 이경노 차윤석 이종호  전찬훈  류한준 임종훈 김동하 심상현

지도력개발 기록표창 체육활동 회원확충 친목활동 특 우 회  사무차장 부 인 회 정책 홍보활동 청 소 년 국제활동 지역사회개발

위 원 장 위 원 장 위 원 장 위 원 장 이사 담당이사 담당이사 이사 위 원 장 위 원 장 위 원 장 위 원 장

 이호석 장면섭 김진현 홍석범 나건태 김광대 김태광 김용회 정준 김정호 장원 최병덕 김용화

 부위원장 부위원장 부위원장 부위원장 백용현 부위원장 부위원장 부위원장 부위원장

심재윤 조우석 우상준 이창현 김성민 김인학 허성환 박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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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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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도	연혁

2009년도	조직표

• 1월 5일  파주시 신년인사회개최(시민회관대공연장), 시무식 개최 

(사무국 회의실)

• 1월 17일  제58대 주지홍중앙회장단,감사 취임식 

(쉐라톤그랜드워커힐호텔) 

• 1월 18일 제116차 정기총회 (쉐라톤그랜드워커힐호텔) 

• 1월 21일 자원봉사센터 정기총회 

• 1월22일 제2차 이사회 개최 (사무국 회의실)

• 2월6~7일  전국 지구,지방JC 간사 직무교육,사무국장 워크샵 

(수안보상록호텔,수안보 파크호텔) 

• 2월14일 척사대회 

• 2월14~15일 감사 워크샵(경주 콩코드호텔)

• 2월17일 경기지구정기총회(호텔 리츠)

• 2월27일 제70차 정기총회

• 3월 4일  주지홍 중앙회장 경기지구 공식순방 (경기도 문화의 전당 

컨벤션홀)

• 3월12일 파주청년회의소 부인회 정기총회(사무국 회의실)

• 3월20일 제3차 이사회 개최(사무국 회의실)

• 3월26일 경기지구회장단공식순방(사무국 회의실)

• 4월10일 의정부청년회의소 창립기념식(의정부 컨벤션센터)

• 4월17일 제4차이사회 개최 (사무국 회의실)

• 4월28일 경기지구청년회의소 제2차이사회개최(안중 컨벤션 웨딩홀)

• 4월29일 동두천청년회의소 창립기념식 (동두천 시민회관)

• 5월 1일 파주시자원봉사단체협의회(아기공룡봄나들이-임진각평화랜드)

• 5월13일 포천청년회의소 창립기념식(아도니스 호텔)

• 5월15일 고양청년회의소 창립기념식(고양시청 문예회관)

• 5월16일 제14회 청소년가요제 개최(금촌 거리 축제 공연장)

• 5월29일 제5차 이사회 개최(사무국회의실)

• 6월12일 김포청년회의소 창립기념식(김포시민회관)

• 6월19일 제6차 이사회 개최(사무국회의실)

• 6월27~28일 2009 강원·경기 우호지구 합동 간담회(내촌 베어스타운)

• 7월 5일 경기지구 북부권 한마음 가족종합체전(연천 전곡초등학교)

• 7월11~12일 하계수련대회(남이섬 강변리조트)

• 7월30일~8월2일 대만삼협국제청년상회 방문

• 8월13일 경기지구청년회의소 제3차이사회(이천청년회의소 사무국)

• 8월14일 제7차 이사회개최(사무국 회의실)

• 8월26일 불황극복 신바람 캠페인 개최(금촌)

• 8월29~30일 경기지구 부인회 연수(화성)

• 9월 1일 경기지구청년회의소 임시총회 개최(이비스 엠베서더 호텔)

• 9월 2일 제8차 이사회 개최(사무국회의실)

• 9월 4일 불황극복 신바람 캠페인 개최(문산)

• 9월 6일 파주, 고양, 김포JC 합동 체육대회 개최(고양 국민은행 연수원)

• 9월13일 제40차 경기지구회원대회 (수원 실내체육관) 

• 9월25일 제9차 이사회 개최(사무국 회의실)

•10월15일 파주청년회의소 제32주년 창립기념식(토마토웨딩홀)

•10월15~19일 대만삼협국제청년상회 방한

•10월23일 제 10차 이사회 개최(사무국 회의실)

•10월23~25일 제59차 전국회원대회(경주 실내체육관)

•11월 6일 제71차 임시총회(토마토웨딩홀)

•11월18일 기후변화, 녹색성장, 녹색생활 심포지엄개최(교육문화회관)

•11월21일 신입회원 자체연수(사무국)

•11월25일 제11차 이사회 개최(사무국 회의실)

•12월 3일 이취임식 및 송년의밤(토마토웨딩홀)

•12월5~6일 임명직 임원연수

직전회장 회장 감사 김동규 김광대

허재준 안광성

청소년상담지원센터 연수원장 지구이사 김동하 김진현

이사장 박명화 상임부회장

이승하 내무부회장 우경인 외무부회장 

소장 임종훈 장면섭

장문희

상담센터지원팀 의전이사 재정이사 내무상임 총무이사 사무국장 특우회담당이사 진행이사 외무상임 기획이사 법률자문이사

심상현 이호석 이종호 이경노 차윤석 전찬훈 백용현 나건태 김대환 홍석범 이제성 강종협

지도역량개발분과 사업능력개발분과 지역사회개발분과 세계와의우정분과

교하분소장 팀장 지도력개발이사 연수이사 정책개발이사 친목활동이사 회원확충이사 사무차장 부인회담당이사 지역사회개발이사 기록정보이사 국제활동이사 체육활동이사

김안희 김승수 정준 김정호 심재윤 김용화 최병덕 민상운 우상준 장원 이창현 허성환 조우석

상담원 행정원 부위원 부위원 부위원 부위원 부위원 박윤희 부위원 부위원 부위원 부위원

이유미 김은덕 김태광 이규창 김성민 박영진 원형제 손명신 김용회 양대석 류양상 조익수

고성일 우일환 백창환 성춘삼 정용욱 사권환 윤여원 윤성현 박우영

김기중 주정민 어문환 김용성 양동웅 김창민 지형배 김남주 송기진

나기석 이영주 정찬웅 류한준 구본형 심정석 김대복 김효식 조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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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주년

제33대 회장 안광성
2009



연혁 및 조직표  history	

파주청년회의소 40주년 기념사98   

2010년도	연혁

2010년도	조직표

• 1월 4일 파주시 신년인사회개최(지지향), 시무식 개최(사무국 회의실)

• 1월 15일 공청회(사무국)

• 1월 16일  제59대 문석균중앙회장단,감사 취임식 

(쉐라톤그랜드워커힐호텔) 

• 1월 17일 제120차 정기총회 (쉐라톤그랜드워커힐호텔) 

• 1월 29일 제72차 정기총회(사무국)

• 1월30~31일  감사워크샵(경주 교육문화회관),사무국장 워크샵(경주 

콩코드호텔)

• 2월17일 경기지구JC 제91차 정기총회(군포 애스톤 하우스 웨딩홀)

• 2월19일 제2차 이사회(사무국 회의실)

• 2월24일 문석균 중앙회장 경기지구 공식순방

• 2월25일 파주청년회의소 부인회 정기총회(사무국 회의실)

• 2월27일 척사대회(검산동 항상좋은날)

• 3월19일 제3차 이사회(사무국 회의실)

• 4월 1일 경기지구회장단 공식순방(사무국)

• 4월15일  경기지구청년회의소 제2차 이사회개최

• 4월16일 의정부청년회의소 창립기념식

• 4월17일 제4차이사회 개최 (사무국 회의실)

• 4월28일 파주시 자원봉사단체 협의회(아기공룡봄나들이-파주시민회관)

• 4월29일 파주상공회의소 합동골프대회

• 4월30일 경기지구청년회의소 회장배 골프대회

• 5월10일 양주청년회의소 창립기념식

• 5월19일 제5차 이사회 개최(사무국회의실)

• 5월28일 한국청년회의소 희망프로젝트(사무국 회의실)

• 5월31일 포천청년회의소 창립기념식

• 6월16일 동두천청년회의소 창립기념식

• 6월18일 김포청년회의소 창립기념식

• 6월20일 경기지구 북부권 한마음 가족종합체전

• 6월26일 제15회 코스모스 가요제

• 6월26일 제6회 어린이 바둑대회

• 7월 3일 강원.경기지구 우호지구 합동 간담회

• 7월 9일 남양주청년회의소 창립기념식

• 7월23일 제6차 이사회 개최(사무국 회의실)

• 7월27일 경기지구청년회의소 제3차 이사회개최

• 7월30~8월3일 대만삼협JC 방문

• 8월20일 제7차이사회 개최(사무국 회의실)

• 8월28일 6056기무부대와의 합동 월례회

• 8월28일 경기지구 부인회 연수(송추)

• 9월 4일 의정부,김포,고양,파주JC 4개롬체육대회(문산체육공원)

• 9월17일 제8차 이사회 개최(사무국 회의실)

•10월 1일 구리청년회의소 창립기념식

•10월2~3일 추계수련대회(대부도 펜션타운)

•10월 7일  제9차 이사회 개최(사무국 회의실)

•10월8~10일 제60차 전국회원대회(전주 실내체육관)

•10월13일 가평청년회의소 창립기념식

•10월14~18일 대만삼협JC방한

•10월15일 파주청년회의소 제 33 주년 창립기념식

•10월17일 경기지구회원대회(연천 실내체육관)

•11월12일 제73차 임시총회(토마토웨딩홀)

•11월19일 경기지구JC특우회 우정의날(파주시 시민회관)

•11월22일  제 10 차 이사회 개최(사무국 회의실)

•11월26일 고양청년회의소 창립기념식

•12월 3일  이취임식 및 송년의밤(토마토웨딩홀)

•12월18~19일 임명직 임원연수

회장 감사 이종호 이경노

우경인

지구이사 조도행 박영진

상임부회장

임종훈

특우회
담당이사

재정이사 내무상임 총무이사 사무국장 진행이사 외무상임 의전이사
회원확충

이사

최병덕 김동하 김정호 백용현 이호석 김용화 정   준 홍석범 전찬훈

지도력
개발이사

연수교육
담당이사

기록표창
이사

친목활동
이사

부인회
담당이사

사무차장
홍보활동

이사
청소년

분과이사
국제활동

이사
지역사회

이사

심재윤 허성환 조우석 우상준 박윤희 인병춘 이상준 민상운 김용회 손명신

부위원 부위원 부위원 부위원 유지훈 부위원 부위원 부위원 부위원

김성민 조익수 김진현 조이현 유동근 이규창 양대석 이창현

우일환 성춘삼 정용욱 사권환 윤여원 윤성현 박우영 김기중

김용성 양동웅 지형배 이승하 김남주 송기진 나기석 김광대

이영주 류한문 정찬웅 구본형 심정석 김대복 류양상 이제성

김인학 원형제 김태광 김호연 강종협 차은하 강덕희

연수원장 직전회장

김동규 안광성

경기지구
특우회 특보

나건태

내무부회장

장면섭

외무부회장

차윤석

한국JC
연수위원장

허재준

전문위원

김대환 우상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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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주년

제34대 회장 우경인
2010



연혁 및 조직표  history	

파주청년회의소 40주년 기념사100   

2011년도	연혁

2011년도	조직표

외무부회장

홍석범

• 1월  4일 파주시 시무식 개최(사무국 회의실)

• 1월15일 제60대 이영훈중앙회장단,감사 취임식 (쉐라톤그랜드워커힐호텔)

• 1월16일 제122차 정기총회 (쉐라톤그랜드워커힐호텔) 

• 1월20일 가평청년회의소 이월 취임식(가족회관)

• 1월21일 공청회(사무국회의실), 제2차 이사회(사무국회의실)

• 1월29~30일 사무국장 워크샵(나주 중흥골드스파&리조트)

• 2월12~13일 감사 워크샵(경주 콩코드 호텔)

• 2월18일 커뮤니티 비즈니스 토론회(파주시 소공연장)

• 2월19일 제74차 정기총회(문산 밤나무골)

• 2월19일 척사대회(문산 밤나무골)

• 2월21일 경기지구 제1차 이사회, 제92차 임시총회

• 2월22일 자원봉사센터 정기총회(청소년문화의집)

• 2월23일 제3차 이사회(사무국회의실)

• 3월 2일 이영훈 중앙회장 경기지구 공식순방

• 3월 2일 경기지구 제2차 이사회 

• 3월 3일 양주청년회의소 이월 취임식(양주시청)

• 3월12일 회의진행교실(사무국회의실)

• 3월16일 제4차 이사회(사무국회의실)

• 3월18일 한국JC 제59주년 창립기념식(한국JC회관) 

• 4월 9일 6056기무부대와 체육대회(1사단 연병장)

• 4월15일  고양청년회의소 창립기념식

• 4월20일 희망프로젝트(사무국회의실)

• 4월20일 동두천청년회의소 창립기념식

• 4월30일 회의진행교실(사무국회의실)

• 4월30일 경기지구 제3차 이사회

• 5월13일 양주청년회의소 창립기념식

• 5월18일 제5차 이사회 개최(사무국회의실)

• 5월20일 경기지구 제4차 이사회

• 5월21일 친선로칼체육대회(김포 문수산정)

• 5월28일 제7회 어린이바둑대회(금촌초등학교 체육관)

• 5월31일 포천청년회의소 창립기념식

• 6월 3일 김포청년회의소 창립기념식

• 6월15일 제6차 이사회(사무국회의실)

• 6월19일 경기지구 북부권 한마음 가족종합체전

• 7월 9일 강원월경기지구 우호지구 합동 간담회

• 7월20일 제7차 이사회(사무국회의실)

• 7월23~24일 하계수련대회(한탄강 리버호텔)

• 8월5~9일 대만삼협JC 방문

• 8월17일 경기지구 제5차 이사회

• 8월24일 제8차 이사회(사무국회의실)

• 9월 3일 제9차 이사회(사무국회의실)

• 9월 6일 남양주청년회의소 창립기념식

• 9월22일 구리청년회의소 창립기념식

• 9월23일 제34주년 창립기념식(파주시민회관 대공연장)

• 9월23일 코스모스가요제 개최(파주시민회관 대공연장)

• 9월23~27일 대만삼협JC 방한

• 10월12일 제9차 이사회 (사무국회의실)

•10월14일 가평청년회의소 창립기념식

•10월16일 특우회 합동월례회(심학산 등산)

•10월23일 경기지구회원대회 (성남 종합운동장)

•10월28일 제75 차 임시총회(토마토웨딩홀)

•11월 9일 제 10 차 이사회(사무국회의실)

•11월26일 신입회원자체연수(사무국회의실)

•12월 2일 이월취임식 및 송년의밤(토마토웨딩홀)

연수원장 직전회장 회장 감사 김기중 송기진

심정석 우경인 임종훈

지구이사 유한준 정준

상임부회장

장면섭

특우회담당이사 재정이사 내무상임 총무이사 정보화운영이사 사무국장 진행이사 외무상임 의전이사 회원확충이사

조우석 심재윤 김용화 이호석 김정호 박윤희 박영진 이창현 백용현 우상준

 

지도력
개발이사

연수교육
담당이사

기록표창
이사

친목활동
이사

부인회
담당이사

사무차장
홍보활동

이사
청소년

분과이사
국제활동

이사
지역사회

이사

김용회 민상운 이상준 김태광 유동근 이승주 인병춘 조이현 손명신 유지훈

양대석 허성환 사권환 김호연 이상호 김성민 원형제 이승철 이종석

정용욱 심상현 이종호 박우영 박영선 김광대 안광성 허재준 지형배

이승하 김남주 김동하 나기석 조도행 이영주 구본형 나건태

김대복 김대환 김진현 류양상 강종협 이제성 이경노

전찬훈 이규창 최병덕 강덕희

청소년상담지원센터

이사장

임종훈

상담센터지원사업팀

팀장 장원

내무부회장

차윤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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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주년

제35대 회장 임종훈
2011



연혁 및 조직표  history	

파주청년회의소 40주년 기념사102   

2012년도	연혁

2012년도	조직표

청소년상담지원센터

이사장

장면섭

상담센터지원사업팀

팀장 백용현

회장

장면섭

상임부회장

차윤석

특우회담당이사 재정이사 내무상임 총무이사 사무국장 정보화이사 외무상임 의전이사 회원확충이사

류한준 김용화 박영진 박윤희 인병춘 류양상 우상준 김태광 조우석

 

지도력개발이사 연수교육담당이사 기록표창이사 친목활동이사 부인회담당이사 사무차장 홍보활동이사 청소년분과이사 국제활동이사 지역사회이사

민상운 이승철 양대석 이종석 이상호 천정현 조이현 박영선 유동근 이상준

이윤희

부위원 부위원 부위원 부위원 김진선 부위원 부위원 부위원 부위원

손명신 김성민 원형제 강덕희 이윤 허성환 김남주 김진현 이제성

정용욱 심상현 김기중 안광성 허재준 김대복 송기진 지형배

이종호 김광대 이영주 구본형 나건태 김대환 김동하

조도행 이경노 우경인 김건오

연수원장
한국JC임원연수 

위원장

박우영 우 경 인

내무부회장

홍석범

외무부회장

정준

감사

나기석
이규창

지구이사

김정호
이창현
심재윤

35주년
특별사업팀장

전찬훈

특별사업팀

이호석

장원

김용회

이승주

직전회장

임종훈

• 1월 3일 신년인사회

• 1월 3일 한국JC 시무식 (한국JC 회관)

• 1월 10일 임원연수

• 1월 14일  한국JC 제61대 이태건 중앙회장, 회장단, 감사 취임식 

(워커힐호텔)

• 1월 15일 한국JC 제124 정기총회 (워커힐호텔)

• 1월 18일 제2차 이사회 (사무국회의실)

• 2월 3일 한국JC 전국 지구.지방JC 사무국장 워크샵 (전주대학교)

• 2월 3일 한국JC 전국 지구.지방JC 간사 직무교육 (전주대학교)

• 2월 4일 합동 척사대회

• 2월 11일 한국JC 전국 지구지방JC 감사 연수회 (경주콩코드호텔)

• 2월 23일 제3차 이사회 (사무국회의실)

• 2월 24일 [공식순방] 경기지구 (이비스엠버서더호텔)

• 3월 23일 제4차 이사회 (사무국회의실)

• 4월 17일 경기지구회장 순방

• 4월 18일 제5차 이사회 (사무국회의실)

• 4월 28일 바둑대회

• 5월 10일 양주JC 창립 제 21주년 기념식 (양주시청 대회의실)

• 5월 12일 3개롬 체육대회 (30사단 기무부대 잔디구장)

• 5월 23일 제6차 이사회 (사무국회의실)

• 6월 2일 금산JC 충남지구 회원대회 (금산인삼엑스포 광장)

• 6월 6일 [출국] 제62차 홍콩 아태대회 

• 6월 15일 김포JC [창립 40주년] (김포웨딩홀)

• 6월 16일 기무부대체육대회

• 6월 20일 제7차 이사회 (사무국회의실)

• 6월 23일 부인회연수 (딱따구리연수원)

• 6월 25일 지구회장배골프대회 (Q CC)

• 6월 30일 북부권체육대회

• 7월 14일 하계수련대회

• 7월 14일 경기지구JC 제3회 이사회 및 97차 정기총회 (삼보인재개발원)

 

• 8월 3일 대만삼협JC방문

• 8월 23일 제9차 이사회 (사무국회의실)

• 9월 22일 파주시민건강걷기대회

• 9월 22일 코스모스가요제

• 9월 27일 제10차 이사회 (사무국회의실)

 

• 10월 19일 한국JC 전국회원대회(온양)

• 10월 20일 전국회원대회

• 10월 26일 대만삼협JC방한

• 10월 28일 제43차경기지구회원대회 (파주 임진각평화누리)

• 10월 28일 파주JC

• 10월 31일 가평JC 제33주년 창립기념식 및 전역식

 

• 11월 15일 제11차 이사회 (사무국회의실)

 

• 12월 4일 이취임식 및 전역식 / 송년의밤

• 12월 12일 신입회원연수

• 12월 12일 제12차 이사회 (사무국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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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주년

제36대 회장 장면섭
2012



연혁 및 조직표  history	

파주청년회의소 40주년 기념사104   

2013년도	연혁

2013년도	조직표

•01월 03일 신년인사회 및 시무식

•01월 10일 분과위원회

•01월 16일 제2차 이사회 및 공청회

•01월 19일 한국JC 제62대 이기철 중앙회장, 회장단, 감사 취임식

•02월 03일 한국JC 전국 지구, 지방JC 감사 연수

•02월 13일 분과위원회

•02월 15일 한국JC 전국 지구, 지방JC 간사 직무교육

•02월 16일 합동척사대회

•02월 19일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이사회

•02월 22일 제78차 정기총회

•02월 23일 한국JC 전국 지구, 지방JC 사무국장 워크샵

•03월 09일 경기지구 회장단 파주JC 순방

•03월 15일 파주JC 부인회 정기총회

•03월 19일 한국JC의 날

•03월 20일 제3차 이사회

•04월 12일 의정부JC 창립 제44주년 기념식

•04월 17일 제4차 이사회

•04월 20일 경기지구JC 이사회

•04월 23일 청소년 상담센터 카운슬러 대학 개회식

•04월 29일 청소년 상담센터 상견례

•04월 30일 청소년 상담센터 인사위원회

•05월 01일 동두천JC 창립 제44주년 기념식

•05월 10일 양주JC 창립 제22주년 기념식

•05월 11일 제9회 파주JC회장배 어린이 바둑대회

•05월 31일 포천JC 창립 제38주년 기념식

•06월 02일 경기지구JC 북부권 체육대회

•06월 05일 청소년 상담센터 15주년 기념식

•06월 08일 6056기무부대와의 체육대회

•06월 08일 경기지구JC 부인회 연수

•6월 15일~16일 2013 광주아태대회

•06월 19일 제5차 이사회

•06월 21일 김포JC 창립 제41주년 기념식

•7월13일~14일 하계수련대회

•07월 17일 제6차 이사회

•07월 25일 북한알기 토크콘서트

•07월 29일 2013 상반기 감사

•8월 1일~5일 대만삼협JC 방문

•8월 8일~9일 상담복지센터 진로캠프

•08월 21일 제7차 이사회

•09월 04일 파주,고양JC 합동월례회

•09월 06일 파주JC 현역, 특우회 합동월례회

•09월 07일 코스모스 가요제 예선

•09월 14일 코스모스 가요제

•09월 15일 경기지구회원대회

•09월 25일 제8차 이사회

•10월3~7일 대만 삼협JC 방한

•10월 04일 파주JC 창립 제36주년 기념식

•10월 13일 제62차 전국회원대회 참가

•10월 23일 제9차 이사회

•10월 30일 2014년 선거직 임원 등록

•11월 04일 경기지구JC 임시총회

•11월 08일 제79차 임시총회

•11월 12일 파주JC특우회 제53차 임시총회

•11월 17일 한국청년회의소 임시총회

•12월 04일 파주JC 전역식 및 이취임식

•12월 11일 제10차 이사회

•12월 17일 파주JC특우회 이취임식

외무부회장

조이현

연수원장 직전회장 회장 감사 조도행 김대환

심상현 장면섭 홍석범

지구이사 우상준 민상운

상임부회장

정 준

특우회담당이사 재정이사 회원확충이사 총무이사 사무국장

박영진 이상준 장원 인병춘 유동근

 

지도력
개발이사

체육활동
분과이사

기록표창
이사

친목활동
이사

부인회
담당이사

사무차장
홍보활동

이사
청소년

분과이사
국제활동

이사
지역사회

이사

이승철 이상호 박영선 양대석 최창화 김동환 김진선 천정현 이종석 이윤

이재표

청소년상담지원센터

이사장

홍석범

상담센터지원사업팀

팀장 이호석

내무부회장

전찬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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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주년

제37대 회장 홍석범
2013



연혁 및 조직표  history	

파주청년회의소 40주년 기념사106   

•01월 04일 가칭 제1차 이사회(사무국)

•01월 07일 신년인사회 및 시무식(시민회관, 사무국)

•01월 10일 경기지구 공청회(수원 이비스 앰버서더호텔)

•01월 14일 파주경찰서와 MOU체결(파주경찰서)

•01월 22일 가칭 제2회 이사회(사무국)

  

•02월 05일 2014년 운영효율화를 위한 공청회(사무국)

•02월 07~08일  전국 지구·지방JC 사무국장, 간사 직무교육

 (나주 중흥골드스파)

•02월 15일 합동척사대회(사무국)

•02월 15~16일 전국 지구·지방JC 감사 연수회(논산 경양대학교)

•02월 22일~23일 임명직 임원연수 및 제2회 이사회(광탄 유일레져)

•02월 24일 경기지구 제101차 정기총회(호텔 캐슬)

•02월 26일 제80차 정기총회(사무국)

•02월 27일 파주JC특우회 제54차 정기총회(사무국)

  

•03월 05일 경기지구 회장 파주JC 순방(사무국)

•03월 15일 현역, 특우회 합동월례회(학령산)

•03월 19일 한국JC의 날(한국JC 회관)

•03월 20일 제3회 이사회(사무국)

•03월 24일 경기지구 제102차 임시총회(신안산대학교)

  

•04월 13일 파주JC 야구 월례회(잠실 야구경기장)

•04월 11~14일 삼협JC 야구 방문 경기, 서울 지역

  

•05월 07일 제4회 이사회(사무국)

  

•06월 12일 경기지구 여성회원 간담회(성남 남한산성 청와정)

•06월 15일 북부권 한마음 가족체전(신한대학교)

•06월 23일 경기지구회장배 골프대회(용인 태광 C.C)

•06월 25일 (사)한국청년회의소 중앙회장배 골프대회(양산C.C)

•07월 02일 제5회 이사회(사무국)

•7월05~06일 경기지구청년회의소 기존회원 연수(기흥골드훼미리콘도)

•7월 12~13일 경기·강원 우호JC 합동간담회(설악 파인리조트)

•7월 19~20일 하계수련대회(초호쉼터)

•07월 24일 상반기 감사(사무국)

  

•8월01~05일 대만 삼협JC 방문 (대만)

•8월 07~08일 부인회 연수(여월)

•08월 23일 임원 연수(제주도)

  

•09월 17일 제6회 이사회(사무국)

  

•10월01~05일 대만 삼협JC 방한 

•10월 02일 파주JC 창립 제39주년 창립기념식(파주 웨딩문화원)

•10월 03일 경기지구회원대회 신륵사

•10월 16일 파주,고양,김포JC 합동월례회(덕이동 신토오리)

•10월17~19일 전국회원대회(포항실내체육관)

•10월 21일 제7회 이사회(사무국)

•10월 24일 6056 기무부대와의 월례회(전진부대)

  

•11월 01일 제1회 청소년 문화 대축제(운정행복센터)

•11월 02일 선거직 임원연수(감악산, 임진강번지점프)

•11월 07일 제81차 임시총회(사무국)

•11월 14일 파주JC특우회 제55차 임시총회(사무국)

•11월 19일 제8회 이사회(사무국)

  

•12월 05일 파주JC 2014-2015 회장단·감사 이취임식 및 전역식

 (파주 토마토웨딩홀)

•12월 09일 신입회원연수(사무국)

•12월 17일 제9회 이사회(사무국)

 2015년도 경기지부 상임부회장

2014년도	연혁

2014년도	조직표

34대회장 우경인

35대회장 임종훈

36대회장 장면섭

회장

전찬훈

상임부회장

박영진

기획조정이사 특우회담당이사 총무이사 사무국장 재정이사 회원확충이사 의전이사

장 원 이호석 유동근 이상호 양대석 인병춘 김용회

지도력개발분과위원장 기록표창분과위워장 친목활동분과위원장 부인회담당이사 사무차장 홍보활동분과위원장 체육활동분과위원장 국제활동분과위원장

민상운 이승철 양대석 최원순 김창용 김동환 이재표 김대원

부위원장 부위원장 부위원장 최동렬 부위원장 부위원장 부위원장

김진현 이 윤 양대석 이상준 유동근 이호석

임종훈 우경인 류양상 장면섭 조도행 정 준

조이현 지형배 김용화 김광대 박윤희 우상준

송민석 김대환 이제성 류한준 손명진 민상운

유지훈 원형제 김성민 구본형 곽우진 이창현

이승주 허성환 천정현 조우석 김창용 최동렬

내무부회장

이승철

외무부회장

이종석

감사

심상현
김동하

지구이사

심재윤
백용현

직전회장

홍석범

지구부실장

김태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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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주년

2014
제38대 회장 전찬훈



연혁 및 조직표  history	

파주청년회의소 40주년 기념사108   

•01월 05일 신년인사회(시민화관)

•01월 05일 시무식(사무국)

•01월 08일 상공회의소 신년인사회 

•01월 09일 상담센터 상담원 면접(운정행복센터)

•01월 17일 중앙 이취임식 및 정기총회 

•01월24~1월25일 임명직 임원연수 임진각 힐링 카라반

•01월 30일 공청회 및 1차 이사회(사무국)

•02월6일~2월7일 간사,사무국장 직무교육

•02월7일~2월8일 감사연수회 

•02월 11일 상담센터 간담회(운정행복센터)

•02월 12일 문산신년인사회(문산행복센터)

•02월 28일 합동 척사대회(항상좋은날)

•03월 05일 경지지구 이사회 및  임시총회 

•03월 12일 제82차 정기총회(사무국)

•03월 18일 기무부대 상견례(전진회관)

•03월 19일 한국JC의 날 기념식 

•03월 21일 현역,특우회 합동 월례대회 시산제(월롱산)

•03월 25일 경지지구 이취임식 및 공청회 

•03월 27일 제83차 임시총회(사무국)

•04월 02일 경기지구 정기총회  

•04월 08일 2차 이사회(사무국)

•04월 22일 경기지구 임시총회(한국JC회관)

•05월 01일 경기지구 임시총회(더하남 컨벤션)

•05월 21일 3차 이사회(사무국)

•06월 03일 역대회장협의회(금촌야식)

•06월 06일 동부권 체육대회 

•06월 10일 4차 이사회(사무국)

•7월4~7월5일 하계수련대회(황우숫불갈비)

•07월 08일 경기지구 이사회 

•7월30~8월3일 대만 삼협JC 방문(대만)

•08월 12일 5차 이사회(사무국)

•09월 10일 6차 이사회(사무국)

•09월 14일 역대회장협의회  

•9월19~9월20일 코스모스 가요제(금촌 일방통행로)

•9월19일~9월20일 DMZ 세계퐁화공원 유치캠페인(금촌 일방통행로)

•10월 01일 파주 JC 창립기념식 및 청년대상 시상식(CBM웨딩홀)

•10월 15일 7차 이사회(사무국)

•10월 17~10월18일 전국 회원대회(군산시 일원)

•10월 25일 경기지구 회원대회(곤지암도자공원)

•11월 26일 8차 이사회(사무국)

•12월 15일 경기지구 임시총회 

•12월 21일 제84차 임시총회(사무국)

•12월 29일 파주JC 이취임식 및 송년회(CBM웨딩홀)

•03월 17일 9차 이사회(사무국)

2015년도	연혁

2015년도	조직표

35대회장 임종훈

36대회장 장면섭

37대회장 홍석범

회장

박영진

상임부회장

이승철

40주년사업특별사업팀장 특우회담당이사 총무이사 부인회담당이사 사무국장 재정이사 회원확충이사 청소년상담센터팀장 의전이사

이 윤 김진선 이상호 천정현 최원순 박영선 양대석 조이현 유동근

지도력개발분과위원장 기록표창분과위워장 친목활동분과위원장 체육활동분과위원장 사무차장 홍보활동분과위원장 국제활동분과위원장 청소년활동분과위원장 연수분과위원장

김창용 최동열 김대원 김인학 송민석 황선환 최용석 이재표 김동환

부위원장 부위원장 부위원장 부위원장 김태원 부위원장 부위원장 부위원장 부위원장

류한준 류양상 김용화 이호석 방정빈 이창현 김성민 정 준 심재윤

임종훈 장면섭 홍석범 전찬훈 허성환 김태광 백용현 손명신

인병춘 이승주 곽우진 유지훈 송민석 방정빈 박상현 김태원

내무상임이사

장 원

외무상임이사

김용회

내무부회장

이종석

연수원장

원형제

지구이사

이상준
박윤희

직전회장

전찬훈

감 사

우상준
민상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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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주년

2015
제39대 회장 박영진



연혁 및 조직표  history	

파주청년회의소 40주년 기념사110   

2016년도	연혁
01월 05일 신년인사회 및 시무식(시민화관, 사무국)
01월 08일 김포JC 이취임식(김포컨벤션웨딩홀)
01월 10일 파이조학생회 회의(사무국)
01월 11일 상담센터 상담원 면접(운정행복센터)
01월 13일 상공회위소 신년인사회(CBM웨딩홀)
01월 16일 임명직 임원연수(임진강카라반)
01월 18일 경기지구 공청회 및 이취임식(곤지암 리조트)
01월 20일 문산신년인사회, 김진호 특우회회원 합동조문(문산행복센터)
01월 23일 농아인척사대회(사무국)
01월 28일 1차 이사회(사무국)
1월30~31일 감사연수,전국지방JC 사무국장,간사 직무교육(경주 코모드호텔)
02월 22일 경지지구 이사회 및 제107차 정기총회(용인기흥구청 다목적홀)
02월 26일 한국JC 제 65대 권신원호장 경기지구 공식순방(이비스앰 배서더호텔)
02월 27일 합동척사대회(항상좋은날)
03월 04일 특우회 1차 이사회(사무국)
03월 10일 분과위원회 강의 (26대회장 김양한)(사무국)
3월 12~13일 1단계 연수(조치원)
03월 15일 상무위원회(사무국)
03월 17일 2015년 9차 이사회(사무국) / 2차 이사회(사무국)
03월 18일 특우회 제 59차 정기총회(사무국)
03월 24일 제 85차 정기총회(사무국)
03월 26일 합동 시산제(산레길)
04월 07일 3차 분과위원회(사무국) / 보건의 날 기념식(파주교육문화회관)
04월 08일 경기지구 47대 김성윤 회장 파주JC 공식순방(사무국)
04월 15일 의정부창립47주년기념식(의정부컨벤션센터)
04월 19일 청소년북카페개소식(금릉역 북카페)
04월 20일 3차 상무위원회(사무국) / 3차 이사회(사무국)
04월 22일 수원창립기념식 (호텔캐슬 )
04월 25일 파주라이온스 MOU체결(라이온스 사무국)
04월 26일 보건소 방역발대식(파주 스타디움)
04월 29일 상공회의소 창립기념식 (J웨딩 컨벤션) /POP행사(문산행복센터)
05월 06일 파주시티투어개통식(파주출판단지)
05월 10일 양주JC 창립기념식(양주시청 대회의실)
05월 12일 금촌통일시장 MOU 체결(사무국)
05월 12일 제4차 분과위원회(사무국)
05월 14일 가평JC 축구대회(가평공설운동장)/의정부JC 미술대회(의정부예술의전당)
05월 17일 제4차 상무위원회(사무국)
05월 19일 제4차 이사회(청소년상담복지센터 )
05월 20일 동두천JC창립기념식(동두천농협하나로웨딩부페)
05월 21일 3개롬(김포, 파주, 고양) 합동월례회(통일휴게소)
05월 25일 포천JC 창립기념식(포천아도니스 호텔)
05월 26일 북부권 동기회장 모임 (파주주최)(법원초계탕)
05월 28일 파주예술제(운정호수공원)
05월 31일 로타리클럽 이취임식(파주시민회관)
06월 03일 파주제이씨특우회 제2차 이사회(사무국)
06월 09일 제2회 허수아비콘테스트시상식 및 율곡정원 현판식(율곡수목원)
06월 10일 제5차 분과위원회(사무국) /김포JC창립기념식(김포컨벤션웨딩홀)
06월 14일 제5차 상무위원회(사무국)

06월 16일 제5차 이사회(사무국)
06월 18일 신입회원연수(사무국)
6월 25~ 26일 하계수련대회(가평 오페라하우스)
07월 02일 북부권 한마음 체육대회(통진고등학교)
07월 05일 2016년도 상반기 감사(사무국)
07월 07일 제6차 분과위원회(사무국)
07월 12일 제6차 상무위원회(사무국)
07월 13일 북부권 동기회장 모임 (가평JC)
07월 14일 제6차 이사회(사무국)
07월 16일 제28차 부인회 정기총회(사무국)
7월 22일~24일 고양 JC 하계수련대회 
07월 26일 경기지구 3차 이사회(성남시청)
8월 5~9일 대만 삼협JC 방문(대만 삼협 청년상회)
08월 23일 제7차 분과위원회, 제7차 상무위원회(사무국)
08월 24일 제7차 이사회(사무국)
09월 03일 특우회 하계수련대회(임진강카라반)
09월 08일 제8차 분과위원회(사무국)
09월 21일 제8차 상무위원회(사무국)
09월 22일 제8차 이사회(사무국)
10월04일  역대회장 협의회(까망돼지)
10월 07일  제39주년 창립기념식 및 청년대상식(센트롤웨딩홀)
10월 08일 제21회 코스모스 가요제(금촌 거리축제 메인 무대)
10월 08일 제 2회 그림 그리기 대회(금촌 거리 축제 부스)
10월 09일 경기지구 회원대회 (광명 시민체육관)
10월 7~11일 대만 삼협JC 방한(파주시, 광명시, 서울시일대)
10월 13일 제 9차 분과위원회 (사무국)
10월 18일 제 9차 상무위원회(사무국)
10월 22~23일 전국회원대회(진주시)
10월 21일 제9차 이사회(사무국)
10월 29일 의정부 JC 어린이 축구대회 
11월 10일 제 10차 분과위원회(사무국)
11월 14일 특우회 이사회(사무국)
11월 15일 제 10차 상무위원회(사무국)
11월 18일 가평JC 창립기념식 
11월 21일 6056 기무부대 이취임식 
11월 23일 남야주 JC 창립기념식 및 이취임식 
11월 24일 제 86차 임시총회(사무국)
11월 28일 양주JC 이취임식(사무국)
11월 29일 제 10차 이사회(사무국)
12월 02일 연천JC 창립기념식 및 이취임식(전곡제일부페웨딩홀)
12월 03일 신입회원 자체연수 (사무국)
12월 07일 고양 JC 창립기념식 및 이취임식 
12월 08일 제 11차 분과위원회(사무국)
12월 09일 이취임식 및 송년의 밤(센트롤웨딩홀)
12월 13일 제 11차 상무위원회(사무국)
12월 13일 파주JC특우회 임시총회(라이브카페 킹)
12월 13일 파주JC특우회 임시총회 이취임식 및 송년의 밤(라이브카페 킹)
12월 15일 제 11차 이사회(사무국)

총 회

감 사

연수원장 직전회장 이사회 김 용 화 지구이사

허 성 환 박 영 진 백 용 현 손 명 신

회 장 지구(대외정책) 부실장

이 승 철 유 동 근

상임부회장

 내무부회장  이 종 석 외무부회장

 최 용 석  최 동 열

사무국장
40주년특별사업 

상무이사
총무·회원
확충이사

특우회담당이사 김 동 환 재정이사 가족화목이사
청소년상담센터 

상무이사
청소년상담센터 

상무이사
심 재 윤 이 상 호 김 태 광 황 선 환 박 영 선 장 원 김용회

연수&지도력개발
분과위원장

기록표창
분과위원장

체육&친목활동
분과위원장

 사무차장
국제&홍보활동

분과위원장
청 소 년활동
분과위원장

정보화지역개발
분과위원장

김 창 용 김 대 원 박 상 현 송 재 우 방 정 빈 송 민 석 유 지 훈

부위원장 부위원장 부위원장 고 현 철 부위원장 부위원장 부위원장

류 양 상 인 병 춘 이 상 준 이 승 주 이 호 석 김 성 민

회원 회원 회원 회원 회원 회원

민 상 운 원 형 제 정     준 우 상 준 이 윤 양 대 석

김 인 학 조 이 현 박 윤 희 김 태 원 천 정 현 김 김 선

2016년도	조직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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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주년

2016
제40대 회장 이승철



연혁 및 조직표  history	

파주청년회의소 40주년 기념사112   

2017년도	연혁

2017년도	조직표

37대회장 홍석범

38대회장 전찬훈

39대회장 박영진

회장

이종석

상임부회장

최용석

회원확충및 연수이사 총무이사 재정이사 사무국장 특우회담당이사 청소년상담센터상무이사 부인회담당이사

황선환 이상호 이상호 방정빈 천정현 김용회 전병일

40주년특별사업팀장 지도력개발분과위원장 기록표창분과위원장 사무차장 국제활동분과위원장 체육활동및청소년분과위원장 홍보및친목활동분과위원장

양대석 송재우 한영희 김주용 박상현 안효영 고현철

부위원장 부위원장 부위원장 신성일 부위원장 부위원장 부위원장

김용화 민상운 백용현 박신성 이상준 류양상 심재윤

이호석 허성환 손명신 김태광 원형제 정 준

유동근 우상준 이승주 조이현 김성민 김진선

장원

김인학

내무부회장

최동열

외무부 회장

김대원

연수원장

박윤희

지구이사

박영선

직전회장

이승철

감 사

인병춘
이윤

40주년특별사업팀
(고문위원)

김준수

김양한

이승하

임종훈

01월 04일 파주 상공회의소 신년인사회  (센트리움 웨딩)
01월 05일 신년인사회 및 시무식(시민회관, 사무국)

01월 14일~15일 임명직 임원연수(딱다구리연수원)
01월 19일 상담센터 상담원 면접(운정행복센터)
01월 19일 김포JC 이취임식(김포컨벤션웨딩홀)
01월 21일 한국JC 이취임식(그랜드힐튼호텔)
01월 22일 한국JC 정기총회(그랜드힐튼호텔)
01월 23일 40주년 특별사업 발대식(사무국)
02월 08일 경기지구 이취임식(수원이비스앰버서호텔)
02월 09일 제1차 이사회(이비스앰 배서더호텔)
02월 11일 합동 척사대회 (항상좋은날)
02월 22일 파주JC공청회(사무국)
02월 24일 평택JC 창립기념식(평택시 청소년 문화센터)
02월 26일 남양주JC 척사대회(남양주)
02월 27일 제87차 정기총회(사무국)
02월 28일 경기지구 제1차 이사회 및 정기총회(수원이비스앰버서호텔)
03월 01일 3.1절 행사(시민회관)
03월 10일 파주제이씨특우회 제61차 정기총회(사무국)
03월 15일 북부권협의회(의정부 강남갈비)
03월 16일 제2차 이사회(사무국)
03월 22일 경기지구 48대 김형철 회장 파주JC 공식순방(사무국)
03월 27일 상담센터 인사위원회(운정행복센터)
03월 29일 안산JC 골프대회(발리오스CC)
04월 01일 합동 시산제(봉서산)
04월 10일 파주첼린저스 야구단 창단식(파주 첼린저스파크)
04월 12일 경기지구 제2차 이사회(기흥구청 다목적홀)
04월 13일 북부권협의회(연천 한우풍경)
04월 14일 오산JC 창립기념식(오산웨딩의 전당)
04월 15일 3개롬 합동월례회(김포 진산각)
04월 18일 상담센터 인사위원회(운정행복센터)
04월 20일 제3차 상무위원회(사무국)
04월 21일 의정부JC 창립기념식(의정부컨벤션센터)
04월 27일 제3차 이사회(사무국)
05월 01일 경기지구 총협의회
05월 10일 양주JC 창립기념식(양주JC 사무국)

05월 12일 경기지구회장배 골프대회(썬힐골프장)
05월 17일 제4차 상무위원회(사무국)
05월 20일 경기지구특우회 등반대회 (감악산)
05월 21일 경기지구 남부권 체육대회(장호원 중학교 운동장)
05월 22일 역대회장 협의회 (구끼구끼 식당)
05월 24일 제4차 이사회(사무국)
05월 25일 북부권협의회(김포)
05월 31일 포천JC 제42주년 창립기념식(가연웨딩홀 )
06월 04일 경기지구 중부권 체육대회(원미레포츠공원)
06월 14일 파주경찰서 서장 면담(파주경찰서)
06월 14일 북부권협의회(남양주)
06월 18일 경기지구 북부권 한마음 체육대회(포천)
06월 22일 제5차 이사회(사무국)
06월 25일 6.25 전쟁 제67주년 행사(시민회관)
06월 28일 기무부대 합동월례회(까망돼지 식당)
06월 30일 김포JC 제45주년 창립기념식(김포컨벤션 웨딩홀)

7월 1일 ~ 2일 하계수련대회(가평 베네치아팬션)
7월 6일 제6차 상무위원회(사무국)
7월 6일 제6차 이사회(사무국)
7월 17일 경기지구 제3차 이사회(안산JC사무국)
7월 21일 북부권협의회 (양주)

7월 28일 ~ 1일 대만 삼협JC 방문(대만 삼협 청년상회)
8월 16일 경기지구38개롬 총 협의회(안성)
8월 18일 번개등반 (감악산 출렁다리)
8월 25일 경기지구협의회 회의(안성)
8월 30일 연수원 변희원교수 명담(파주)
9월 01일 특우회 하계수련대회(평창)
9월 05일 경기지구협의회 회의(안성)
9월 06일 제7차 상무위원회(사무국)
9월 07일 제7차 이사회(사무국)
9월 10일 경기지구회원 대회(안성맞춤랜드)
9월 13일 가평JC 38주년 창립기념식(벨리 웨딩홀)
9월 15일 역대회장협의회(까망돼지 식당)
9월 16일 박애원 바자회(박애원)
9월 18일 경기지구협의회 회의(안성)
9월 23일 경기지구회장 추대식(구끼구끼 식당)
9월 24일 한국JC 임시총회(경주 코모도호텔)
9월 26일 화성JC 창립기념식(컨벤션더힐)
9월 28일 40주년창립기념식 회의(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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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주년

2017
제41대 회장 이종석

회장

이종석

상임부회장

최용석

회원확충및 연수이사 총무이사 재정이사 사무국장 특우회담당이사 청소년상담센터상무이사 부인회담당이사

황선환 이상호 이상호 방정빈 천정현 김용회 전병일

40주년특별사업팀장 지도력개발분과위원장 기록표창분과위원장 사무차장 국제활동분과위원장 체육활동및청소년분과위원장 홍보및친목활동분과위원장

양대석 송재우 한영희 김주용 박상현 안효영 고현철

부위원장 부위원장 부위원장 신성일 부위원장 부위원장 부위원장

김용화 민상운 백용현 박신성 이상준 류양상 심재윤

이호석 허성환 손명신 김태광 원형제 정 준

유동근 우상준 이승주 조이현 김성민 김진선

장원

김인학



연혁 및 조직표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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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자매JC]
대만삼협 국제청년상회

[스폰JC]
의정부▶파주

의정부청년회의소

[스폰서JC]
파주▶고양

고양청년회의소

[파주시청소년상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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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혁 및 조직표  history	

대만삼협  국제청년상회 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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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주년

연혁 및 조직표  history	

삼협JC  조직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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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협JC  활/동/화/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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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주년



스폰서 JC 

파주청년회의소 40주년 기념사120   

의정부청년회의소
의정부JC▶파주JC

2017년	회장단

인준번호 47번 주요사업

창립일 1969년 4월 20일
1. 신년교례회

2. 어린이미술대회

3. 지역지원 사업 등회원현황
현역: 74명
특우회: 152명

의정부JC 회장 특우회 회장

정 재 훈 김 한 주



스폰 J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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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주년

고양청년회의소
파주JC▶고양JC

2017년	회장단

40대 회장 특우회 회장

신 현 석 황 정 선

인준번호 253 주요사업

창립일 1979년 4월 14일 1. 신년교례회

2. 신입회원 및 회원자체연수

3. 현역.특우회 합동등반대회 및 체육대회

4. 자매단체 친선체육대회
회원현황

현역: 32명
특우회: 77명





청소년 상담센타 활동화보 및 연혁

소장 : 장문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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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상담센터 연혁

1998년
• 5월  - 파주시청소년상담지원센터 개소(시청내)
•11월 - 자녀를 위한 올바른 성교육(관내학부모)
 - 소집단 부모교육(관내학부모)

1999년
• 2월  - 진로탐색프로그램(문산여중)
• 4월 - 효율적인 부모역할 훈련(관내학부모)
 - 진로탐색프로그램(파주여고)
• 5월 - 사회성 프로그램(파주여고)
• 6월 - MBTI를 통한 진로탐색 프로그램(문산북고)
• 7월  - 또래상담프로그램(삼광고)
 - 이동상담(문산중)
•10월 - 진로탐색, 사회성 집단상담(광탄중고)
•11월 -  자녀의 마음을 사로잡는 부모와의 대

화법(관내 학부모)
 - 전화상담자원봉사자 교육
 - 진로탐색 프로그램(문산북고)
 - 사회성집단상담(문산여종고)
•12월 - MBTI를 활용한 성격이해(광탄종고)

2000년
• 2월 - 인턴교육(청소년 진로지도)
 - 진로탐색프로그램(파주여중, 문산여종고)
 - 진로·성격검사(파주보육원)
• 3월 - 부모교육(부모역할훈련)
 - 진로·성격검사(파주보육원)
• 4월 - 인턴교육(비행청소년의 이해)
 -  파주시아버지모임(아버지의 역할과 자

녀와의 대화법)
• 5월 - 인턴교육(진로프로그램의 개발)
• 6월 - 학교적응프로그램(파주여종고)
 - 자아성장프로그램(문산중학교)
• 7월 - MBTI를 통한 나의 성격찾기(문산중학교)
 - 인턴교육(캠프 리더교육)
• 8월 - 청소년 통일기원 한마음대회
 - 딸들의 캠프(홍원연수원)
• 9월 - 부모교육(창의적인 독서지도)
•10월 - 인턴교육(심리검사)
•11월 - MBTI워크샵(지역사회 기독교단체)
 - MBTI를 통한 성격이해(파주공고)
•12월 - 부적응 학생을 위한 집단상담

2001년
• 2월 - 인턴교육(전화상담 수퍼비전)
 - 진로상담(금촌학생회)
• 4월 - 진로탐색 및 학교적응프로그램(파주공고)
 - 진로집단프로그램(파주여종고)
• 5월 - 인턴교육(전화상담)
•10월 - 진로탐색 및 학교적응프로그램(파주공고)
 - 나의 진로찾기(파주여종고)
•12월 - 또래상담프로그램(파주중)

2002년
• 1월 - 또래상담프로그램(파주중)
• 2월 - 성격이해 프로그램(파주여중)
• 3월 - 사회성 집단상담(관내학교폭력가해청소년)
 -  성격이해프로그램 및 진로탐색프로그

램(적서초)
• 4월 -  사회성 프로그램 및 자아성장 프로그

램(파주공고)
 -  자아탐색 프로그램 및 진로탐색 프로

그램(파주여종고)
 -  성격이해 프로그램 및 진로탐색 프로

그램(적서초)
• 7월 - MMTIC 워크샵(지산중)
 - 또래상담(파주여종고)
• 8월 - 청소년 상담센터 홈페이지 개설
• 9월 - '학습방법 진단'집단프로그램(지산중)
•10월 - 또래상담집단(파주공고)
 - 학교부적응학생 대상 집단상담(파주공고)
•12월 -  '바른 학습지도를 위한 부모교육' (학

부모대상)
 - 또래상담자 모임(파주공고,파주여종고)
 - '나에게 맞는 진로는'(덕암초)

2003년
• 2월 - 현실요법특강(파주여종고)
 - '나에게 맞는 진로는'(덕암초)
• 3월 - 또래상담자모임(파주여종고)
 - 사회성 발달 프로그램(초등학부모대상)
 - 또래상담자집단(율곡중)
• 4월 - 또래상담 프로그램(율곡중)
 - 감수성훈련 프로그램(파주공고)
 - 자아 및 진로탐색 프로그램(파주여종고)
• 5월 - '나에게 맞는 진로는'(덕암초)
• 7월 - 자녀의 올바른 성 이해를 위한 부모교육
 - 진로탐색프로그램(파주여종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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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또래상담 추후프로그램(율곡중)
• 8월 - 또래상담 추후프로그램(파주공고)
 - 방학중 진로상담(파주여고)
• 9월 - 사회성 발달 프로그램(관내청소년)
 - 또래상담프로그램(율곡중)
•10월 - EQ향상 프로그램(관내초등학생)
•11월 - 부모집단프로그램(관내학부모)
•12월 - 부모교육특강(청소년자녀와 거리좁히기)

2004년
• 1월 - 또래상담추후프로그램(율곡중)
 - 진로탐색프로그램(문산여고)
 - 사회성강화프로그램(관내초등학생)
• 2월 - 학습진단 및 자아탐색프로그램(지산중)
 - 진로체험프로그램(한국건설기술연구원)
 - 또래상담자모임(율곡중)
• 4월 - 또래상담 추후프로그램(율곡중)
 - 학교적응프로그램(파주공고)
 - 또래상담프로그램(파주여고, 율곡중)
• 5월 - 감수성훈련프로그램(봉일천)
• 6월 - 자원상담원대회
• 8월 - 또래상담추후프로그램(율곡중)
 - 또래상담추후모임(파주여고)
• 9월 - 제1회 카운슬러대학 기초과정
 - 감수성훈련프로그램(봉일천중)
•11월 - 진로탐색프로그램(청암초)
 - 또래상담프로그램(율곡중)
•12월 -  자아성장프로그램(카운슬러대학 기초

과정 수료자)
 - 진로탐색프로그램(문산여고)
 - 이동상담(문산여중, 파주중고)

2005년
• 1월 -  자아성장프로그램(카운슬러대학 기초

과정 수료자)
 - 특별교육생자원봉사
 - 특별교육생프로그램
• 2월 - 가족캠프(너리굴문화마을)
 -  자아성장추후프로그램(카운슬러대학 

기초과정 수료자)
 - 특별교육생자원봉사
• 3월 -  자아성장추후프로그램(카운슬러대학 

기초과정 수료자)
 - 진로탐색프로그램(파주여고)
• 4월 - 또래상담프로그램(파주여고)
 -  자아성장추후프로그램(카운슬러대학 

기초과정 수료자)
• 5월 - 학교폭력 예방 워크샵(청년지도자)

• 6월 -  즐거운 학교생활을 위한 학교적응 프
로그램(금릉중)

 - 학교폭력예방 집단교육(동패초)
 - 제1회 카운슬러대학 심화과정
 - 진로탐색프로그램(문산여고)
 - 학부모대상 대인관계증진 집단(1박2일)
• 7월 - 학교폭력예방프로그램(동패초)
 - 자아탐색프로그램(파주여고)
 - 또래상담프로그램(금릉중)
 - 학교폭력사례수퍼비전
 - 또래상담프로그램(관내중학생)
 - 병영체험(진로와 비전)
• 8월 - 학교폭력사례수퍼비전
 -  자기성장집단프로그램(가족치료 중심

으로)
 - 진로탐색프로그램(관내청소년)
 - 학교폭력프로그램(동패초등학교)
• 9월 - 학교폭력예방프로그램(탄현중)
 - 학교폭력집단프로그램(파주여고)
 - 학교폭력사례연구회
 - 학교폭력사례수퍼비전
•11월 - 현 금촌도서관 3층으로 이전
 - EQ향상프로그램(초등학생)
•12월 - 제2회 카운슬러대학 기초과정
 - 긍정적 진로사고 향상 프로그램(대학생)
 - 또래상담 지도자 과정

2006년
• 1월 - 위탁운영체제 전환(파주청년회의소)
• 2월 -  동화를 활용한 EQ향상 프로그램(관내

초등학생)
 -  직업카드를 활용한 진로탐색 프로그

램(관내중학생)
• 3월 - 또래상담자 양성프로그램(금릉중)
• 4월 - 제2기 카운슬러대학 심화과정
 - MBTI를 활용한 자아탐색 프로그램
• 7월 -  게임놀이치료를 활용한 사회성향상 

프로그램
• 10월 - 제3기 카운슬러대학 기초과정
 -  제1회 파주시청소년사랑정책포럼(청소

년 흡연 및 약물오남용 예방토론회)
• 11월 -  파주시청소년문화엑스포(진로,성격유

형검사)
 -  제1회 파주시차세대위원 리더십 캠프(

영산수련원)
• 12월 - 자원상담 사례보고 및 연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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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 1월 - 학습클리닉 프로그램(관내초등학생)
• 2월 - 학습클리닉 프로그램(관내중학생)
 - 자아성자프로그램(카운슬러대학이수자)
• 3월 - 학교폭력예방협약식
• 4월 - 학교폭력예방교육
• 5월 - 제3기 카운슬러심화과정
• 8월 -  진로탐색프로그램 '내인생의 CEO'(파

주고)
•11월 -  제2회 파주시차세대위원 리더십캠프(

강화성산수련원)
 -  인지행동프로그램, 자아성장프로그램(

관내고등학생)
 - 제4기 카운슬러 기초과정
•12월 -  예술심리상담기법을 활용한 부모교육 

워크샵
 - 약물남용예방프로그램
 - 자원상담원 사례보고 및 연찬회

2008년
•교하 분소 운영(교하청소년문화의 집 3층)
• 놀이치료 서비스 개시 및 운영(교하청소년문
화의 집 2층)

2009년
•파주시 우수청소년 프로그램 선정 
“UCC로 펼쳐보는 진로 여행”

2011년
•찾아가는 청소년 동반자 사업 개시
•파주시 CYS-Net 출범
•학업중단 청소년 숙려상담 
•한국청소년상담원 공모사업 
•인터넷가족치유캠프“Happy family-net”
•청소년 진로캠프(2회)

2012년
•학교폭력 One-stop 지원센터 개소
•의정부 법원 수강명령 청소년 상담 개시 
• EBS 연중기획“폭력 없는 학교”를 통해 학교
폭력 대응 우수기관으로 방영

•학교 안전지도 제작“학교길 안전 길라잡이”
• 여성가족부 장관“장문희 소장: 우수 청소년 
상담자상”수상

•학교폭력 대안교실 “어깨동무 교실”운영
•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우수청소년 상담
기관 상”수상

• 파주시 학교폭력 대응 솔리언 또래 상담자 대
회 및 청소년 포럼

2013년
•운정행복센터 이전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개소
•15주년 기념 및 카운슬러 대한 수료식
•학교폭력 예방 “비폭력 친우정 리더 캠프‘
• 경찰서 연계 청소년 선도프로그램“사랑의 교
실”운영

•위기청소년 지원 유공 도지사 표창

2014년
• 2014년 파주 초, 중, 고교 학교폭력예방 협약 
및 파주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프로그램 설명회

•학업중단 예방 캠프“내 안의 나를 디자인 하라”

2015년
•파주시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 개소
•파주시청소년 학업중단 위기 전수조사
• 학교폭력 예방 집단상담 프로그램“학교평화 
프로젝트”

•파주시평생학습 우수기관 표창
•학업중단 예방 집단 프로그램

2016년
•금릉역청소년북카페 Goodbook 개소
• 2016 파주 초,중,고교 학교폭력·학업중단 예
방 협약식 및 프로그램 설명회

•청소년 우수프로그램“키움세움 프로젝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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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상담센터 2017년 활동화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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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상담센터 2017년 활동화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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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8년

최우수회원상	 차익준

최우수분과위원장상	 최옥상

우수회원공로상	 유해운

우수회원상	 주종남

우수부인상	 김영숙(최흥식회우	부인)

	 유진애(황홍연회우	부인)

특별공로패	 장희주,	허삼

지구회장공로패	 박홍수,	이청

�1979년

최우수회원상	 조성덕

지구회장공로패	 조영하

최다참가상	 황홍연

우수회원상	 이재영,송규범,김준수

특별공로패	 박홍수회우	부인

우수부인패	 허삼회우	부인

�1980년

최우수회원상	 윤수만

우수회원상	 윤영진,	김양기

최우수분과위원장상	 양재일

우수분과위원장상	 곽성희

지구회장특별공로패	 송규범

회장공로패	 차주철,	유해운

	 서중원,	조진환

최다회원확충	 이윤태

최다참가상	 이봉재

최우수부인상	 김상연(조성덕회우	부인)

직전회장패	 이청

국회의원상	 심문섭,	안일성

파주군수상	 윤수만

경찰서장상	 임병윤

교육장상	 이송인

�1981년

최우수회원상	 손한철

지구회장특별공로패	 이영익,	류한철

회장공로패	 이상길

최다회원확충상	 박근수

최우수부인회원상	 최옥애(류한철회우	부인)

직전회장패	 황홍연

국회의원상	 김준수,	이윤태

파주군수상	 민홍기

경찰서장상	 김성훈

교육장상	 오경석

�1982년

최우수회원상	 이송인

최우수분과위원장상	 김성훈

최다수회원확충상	 박승도

지구회장특별공로패	 전선식(김성훈회우	부인)

최우수부인회원상	 유형숙(박찬승회우	부인)

중앙회장특별공로패	 송규범,	김준수

지구회장특별공로패	 이윤태,	조진환

파주JC특별공로패	 민흥기

직전회장패	 김준수

국회의원상	 손한철,	김현수

파주군수상	 김영원

경찰서장상	 전지현

교육장상	 심호섭

�1983년

중앙회장특별공로패	 이윤태,	이청,	이창남

지구회장특별공로패	 민흥기,	마원일

파주JC특별공로패	 김용주,	김창광,	우대웅

최우수	회원패	 류한철

우수회원패	 채희문

최우수분과위원장패	 심호섭

최우수부인회원패	 김영숙

최다수감사회원패	 전경연

최다수회원확충패	 이영익

5년재적패	 박홍수,	이청,	김준수

	 송규범,	이윤태,	차익준

	 조성덕,	임병윤,	이청

	 이건수,	김양수,	마원일

	 손한철,	이상훈,	박근수

	 전지현,	정진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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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4년

최우수회원상	 김윤주

우수회원상	 민완기

최우수분과위원장상	 김상래

우수분과위원장상	 양재완

최우수부인회원상	 김영례

직전회장패	 이윤태

최다수참가상	 정항진

회원확충상	 권영환

공로패	 장한영,	채원병

중앙회장특별공로패	 이창남,	윤수만

지구회장특별공로패	 류한철,	이재일,	심문섭

국회의원상	 김창광,	이송인

경찰서장상	 김현수

교육장상	 김정현

�1985년

최우수회원패	 김창광

우수회원패	 백운경

최우수분과위원장상패	 류천형

우수회원패	 장한영

최우수분과위원장상패	 이채용

최다수참가패	 김재필

최우수부인회원패	 최유자

직전회장패	 이창남

공로패	 양재완,	류민석

	 김보현,	남상윤

중앙회장특별공로패	 김현수,	권영환

지구회장특별공로패	 김용주,	이호원,	이범선

국회의원상	 윤수만,	김정현

파주군수상	 김동진

교육장상	 권창호

경찰서장상	 김상래

특우회장공로패	 심호섭

5년재적패	 김동진,	이범선,	박찬승

	 류한철,	이영익

�1986년

중앙회장특별표창	 김상래,	김동진

지구회장특별표창	 채원병,	류천형

최우수회원상	 황유연

최우수분과위원장상	 윤우인

최우수신입회원상	 이재만

최우수분인회원상	 박윤희

직전회장패	 윤수만

국회의원상	 김현수

파주군수상	 전경연,	양재완

교육장상	 권창호

경찰서장상	 김상래

특우회장공로패	 심호섭

5년재적패	 김동진,	이범선,	박찬승

	 류한철,	이영익

�1987년

중앙회장특별표창	 기상선,	윤정용

지구회장특별표창	 한원희,	이재만

최우수회원상	 안일성

우수회원상	 유종렬

최우수분과위원장상	 성인식

우수분과위원장상	 류철형

최우수신입회원상	 박찬협

최우수부인회원상	 이종숙

국회의원상	 김용주,	심호섭

파주군수상	 윤희남

파주경찰서장상	 김상래

교육장상	 윤우인

세무서장상	 권영환

�1988년

중앙회장특별표창	 채원병,	김창광

지구회장특별표창	 김정배,	김동진,	김정인

최우수회원상	 이원모

우수회원상	 화의용

최우수분과위원장상	 윤정용

우수분과위원장상	 박상필

최우수신입회원상	 박용원

직전회장패	 이호원

국회의원상	 김홍식

파주군수상	 김상래,	윤인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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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서장상	 이송인

교육장상	 이재만

세무서장상	 남상윤

농협지부장상	 김재인

10년재적패	 김현수,	박근수

5년재적패	 오경석,	김보현,	김용세

�1989년

중앙회장특별표창	 김흥식,	윤인수

지구회장특별표창	 이원모,	이재만

	 김경혜(부인회장)

최우수회원상	 박성현

우수회원상	 이경복

최우수분과위원장상	 이재형

우수분과위원장상	 김보현

최우수신입회원상	 허경희

최우수부인회원상	 우태숙(윤인수회우	부인)

우수부인회원상	 이우순(김동진회우	부인)	

자랑스런JC선배상	 조성덕(특우회장)

특우회장특별표창	 윤정용

국회의원상	 한원회

군수상	 김지용

경찰서장상	 류천형

교육장상	 김정배

세무서장상	 성인식

농협지부장상	 백윤경,	김광종

	 기상선,	윤우인

�1990년

중앙히장특별표창	 안일성,	이재형

지구회장특별표창	 윤정용,	이동호

최다수회원확충상(중앙)	 이경복

최우수회원상	 장건경

우수회원상	 김권식

최우수분과위원장	 이경복

우수분과위원장	 이원모

최우수신입회원상	 안대성

최우수부인회원상	 김영숙(류천형회우	부인)

자랑스런JC	선배상	 민흥기(특우회장)

	 조진환(파주단위농협장)

특우회장특별표창	 이명수

국회의원상	 황원택

군수상	 김청광

경찰서장상	 김은수

교육장상	 박민택

세무서장상	 이재만

농협지부장상	 박성현

직전회장패	 김상래

10년재적패	 김동진,	류한철,	이영익

	 성인식,	김지용,	최문옥

	 방상필,	한원희,	김정배

	 윤정용,	윤여근

�1991년

중앙회장특별표창	 김지용,	유종렬

지구회장특별표창	 허경희,	최정근

최우수회원상	 조원복

우수회원상	 김필영

최우수분과위원장상	 김은수

우수분과위원장상	 지태경

최우수신입회원상	 신형범

최우수부인회원상	 김은순(김은수회우	부인

자랑스런JC선배상	 김준수,	송규범,	차익준

	 윤수만,	황능주

특우회장특별표창	 기상선

지구회장공로패	 지중식,	권영완

국회의원상	 최대섭

군수상	 윤정용

경찰서장상	 이재형

교육장상	 박민택

직전회장패	 김용주

10년재적패	 김용주,	김상래

	 윤히남,	안일성

5년재적패	 이재형,	이재만,	김재열

	 화의용,	유종렬,	김태영

�1992년

최우수회원상	 신형범

최우수부인회원상	 김용애(김필영회우	부인)	

중앙회장특별표창	 이석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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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회원상	 노영만

경기지구회장특별표창	 김진성

특우회장특별표창	 조원복

공로패	 신훈범

중앙회장특별표창	 안대성

경기지구최우수회원상	 임장빈

군의회의장공로패	 허경희

최우수신입회원상	 곽경신

5년재적패	 이용성

�1993년

최우수회원상	 임장빈

우수회원상	 사홍진

최우수분과위원장상	 권혁주

우수분과위원장상	 차상남

최우수신입회원상	 이영환

최우수부인회상	 안남희(조원복회우	부인)

우수부인회상	 김낭순(이종태회우	부인)

	 지재영(이종수회우	부인)

중앙회장특별표창	 김필영,	조원복

지구회장공로패	 김위승,	곽경신

특우회장특별표창	 최대섭

국회의원상	 김진성

군수상	 안대성

군의회의장상	 노영만

경찰서장상	 안일성

교육장상	 황도경

직전회장패	 류천형

10년재적패	 김보현,	오경석,	류천형

5년재적패	 방종천,	허경희

�1994년

최우수회원상	 안명규

우수회원상	 사홍진,	차상남

최우수분과위원장상	 유성배

우수분과위원장상	 이종수,	장용석

최우수신입회원상	 황의극

최우수부인회원상	 송옥희(안명규회우	부인)

우수부인회원상	 김순경(사홍진회우	부인)

중앙회장특별표창	 박애서(지기환회우	부인)

지구회장공로패	 김진성,	김위승

특우회장특별표창	 안대성,	황인걸

국회의원상	 노영만,	우종복

군수상	 류경무

군의회의장상	 임장빈

경찰서장상	 김용애(김필영회우	부인)

교육장상	 이수철

직전회장패	 이재형

10년재적패	 기상선

4년재적패	 박민택,	김은수,	지태경

	 임장빈,	권영완,	유한섭

	 이홍배,	최대섭,	장용석

�1995년

최우수회원상	 정창호

우수회원상	 김영세,	심상국

최우수분과위원장상	 지기환

우수분과위원장상	 우종복,	손배찬

최우수신입회원상	 신병식

우수신입회원상	 권혁국

최우수부인회원상	 김인옥(정창호회우	부인)

우수부인회원상	 김재권(황인걸회우	부인)

중앙회장특별푳아	 이석훈,	안명규

지구회장공로패	 박찬일,	황의극

군수상	 이용성,	권혁주

군의회의장상	 권영완

경찰서장상	 신정우

교육장상	 나기양

특우회장상	 권오경,	김위승

	 권용애(김필영회우	부인)

10년재적패	 김지용,	윤정용

5년재적패	 안대성,	지중식,	신훈범

	 윤석건,	권오경,	조원복

	 김진성,	류한성,	이종태

	 김필영,	노영만,	양광규

	 김승태

�1997년

최우수회원상	 권오경

우수회원상	 성춘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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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우수회원상	 권오경

우수회원상	 성춘삼

최우수분과위원상	 김양한

우수분과위원장상	 신정우

최우수신입회원상	 백창환

우수신입회원상	 정용욱

최우수부인회원상	 이경숙(박내균회우	부인)

우수부인회원상	 최지현

특우회장상	 정창호

부인회장상	 김창환

중앙회장특별표창	 권혁주,	박내균

직전회장공로패	 김영세,	이석희

국회의원상	 조원복

시장상	 김위승

시의회의장상	 류한성

경찰서장상	 우일환

교육장상	 우종복

자랑스런	선배JC상	 김준수

10년재적패	 이용성,	장건경,	이명수

	 이종수,	김위승,	유성배

	 이태무,	안명규,	곽경신

	 류한택,	권혁주,	조관제

	 사홍진,	조항민,	홍종하

	 이수철

�1998년

자매결연패증정	 육군	제6056부대

명예회원패증정	 파주경찰서장	박광웅

중앙회장특별표창	 노영만,	이석희

지구회장특별표창	 이종수,	우종복

5년재적패	 노금석,	손배찬,	박내균

	 신정우,	이영환,	지기환

	 정창호,	신동철

국회의원상	 우일환

시장상	 안명규

시의회의장상	 김위승

경찰서장상	 김영세

교육장상	 정창호

세무서장상	 박충원

최우수회원상	 김양한

우수회원상	 심상현,	신정우

최우수분과위원장상	 김창환

우수분과위원장상	 김광일

최우수신입회원상	 이봉성

우수신입회원상	 윤여원,	어문환,	주정민

최우수부인회원상	 권미선

우수부인회원상	 지재영,	이선희

특우회장상	 박찬일

부인회장상	 백창환

특별표창패	 우종복,	박정,	권혁국

	 박충원,	이봉성,	박우영

	 어문환,	주정민

자랑스런	선배JC상	 이재일,	임병윤,	류한철

우정패	JC회장	 현수문

고양JC회장	 김이업

�1999년

중앙회장특별표창	 이광인,	조병철

지구회장특별표창	 박충원,	어문환

국회의원상	 신동철

시장상	 노영만

시의회의장상	 유성배

경찰서장상	 김영세

교육장상	 김진성

세무서장상	 김양한

소방서장	 김광일

최우수회원상	 김창환

우수회원상	 김기중,	정용욱

최우수분과위원장상	 백창환

우수분과위원장상	 윤여원

최우수신입회원상	 이명훈

우수신입회원상	 김용성,	박주연

최우수부인회원상	 최병은

우수부인회원상	 김인옥,	이상미

특우회장상	 김영세

부인회장상	 심상현

특별공로패	 박우영,	주정민

우정패	 의정부JC회장	견주남

	 동두천JC회장	김규운

	 고			양JC회장	전기섭

5년재적패	 우종복,	고성일,	황의극

	 노기영,	김영세,	나기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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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기연,	심상국,	박양수

	 신병식

�2000년

중앙회장특별표창	 김기중,	백창환

지구회장특별표창	 김용성,	윤여원

국회의원상	 김양한

시장상	 신동철

시의회의장상	 이광인

경찰서장상	 김진성

교육장상	 김광일

세무서장상	 류한택

소방서장상	 이석희

최우수회원상	 이봉성

우수회원상	 주정민,	성춘삼

최우수분과위원장상	 박호철

우수분과위원장상	 어문환

최우수신입회원상	 김창민

우수신입회원상	 안광성,	양동웅

최우수부인회원상	 박미희

우수부인회원상	 김애란,	박은영,	허수진

특우회장상	 권혁국

부인회장상	 윤성현

특별표창패	 정용욱,	조병철,	이지영

	 홍종하,	조향민,	박우영

	 한용택,	고성일

특별공로패	 박정

우정패	 의정부JC회장	양성칠

	 동두천JC회장	조봉조

	 고			양JC회장	이정수

명예회원패	 국회의원	이재창

10년재적패	 권오경,	김진성,	류한성

	 노영만,	김승태

5년재적패	 권혁국,	한용택,	조병철

	 송순홍,	김광일,	심재우

	 박호철,	김양한,	김창환

�2001년

중앙회장특별표창	 박호철,	이봉성

지구회장특별표창	 김창민,	김남주

	 박양수,전광구

국회의원상	 권혁국

시장상	 이석희

시의회의장상	 류한택

경찰서장상	 노기영

교육장상	 김기중

소방서장상	 백창환

최우수회원상	 박우영

우수회원상	 허재준

최우수분과위원장상	 어문환

우수분과위원장상	 이지영

최우수신압회원상	 송기진

우수신입회원상	 김광대

최우수부인회원상	 이상미

우수부인회원상	 김은실

부인회장상	 김용성

특우회장상	 윤성현

우정패	 의정부JC회장	김선기

	 동두천JC회장	최태경

	 고			양JC회장	강성희

자랑스런선배상	 파주시산림조합조합장

	 (심문섭)

명예회원패	 파주시의회의장(이하용)

	 DEFFENSECOMMISSARY

	 AGENCY(CHARLES	L.)

	 HARRRIS	JR.	STORE

	 MANAGER

10년재적패	 박찬일,	이광인,	이석희

	 유성배,	안명규,	이태무

5년재적패	 우일환,	백창환,	성춘삼

경기지구우수회원상	 박우영

�2002년

중앙회장특별표창	 우일환,	박우영

지구회장특별표창	 사홍진,	박양수

국회의원상	 어문환

시장상	 류한택

시의회의장상	 김기중

경찰서장상	 김남주

교육장상	 박호철

소방서장상	 이승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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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우수회원상	 어문환

우수회원상	 김기중

최우수분과위원장상	 김남주

우수분과위원장상	 김동규

최우수신입회원상	 정찬웅

우수신입회원상	 류한문

부인회장상	 송기진

특우회장상	 이지영

최우수부인회원상	 김순경(사홍진회우부인)

우수부인회원상	 허수진(어문환회우부인)

우정패	 의정부JC	회장	김종우

	 동두천JC	회장	이길용

	 고			양JC	회장	이길용

자랑스런	선배상	 파주시의회의원	이재일

	 파주시의회의원	임병윤

	 파주시의회의원	지기환

	 파주여자종합고등학교	

	 교장	차주철

감사패	 국군6056부대	부대장

명예회원패	 파주시장	이준원

10년재적패	 류한택,	사홍진,	조항민

	 홍종하,	이수철,	박래균

5년재적패	 박			정,	박충원,	정용욱

	 심상현,	홍태화,	사권환

�2003년

시장상	 우일환

시의회의장상	 김남주

경찰서장상	 류한문

교육장상	 나기석

소방서장상	 안광성

최우수회원상	 임종훈

우수회원상	 구본형

최우수신입회원상	 김형석

우수신입회원상	 김대환

최우수분과위원장상	 정찬웅

우수분과위원장상	 양동웅

부인회장상	 심정석,	김대복

최우수부인회원상	 박미희

우수부인회원상	 이상미

10년재적패	 박양수,	이영환

5년재적패	 이지영,	이승훈,	윤여원

	 전광구,	윤성현,	박우영

	 김기중,	주정민,	어문환

우정패	 의정부JC			박기영

	 동두천JC			윤한성

	 고			양JC			우상훈

�2004년

중앙회장특별표창	 김창환,	나기연

지구회장특별표창	 홍태화,	김대복

국회의원상	 심정석

시장상	 허재준

시의회의장상	 박우영

경찰서장상	 송기진

교육장상	 임종훈

소방서장상	 정찬웅

최우수회원상	 안광성

우수회원상	 이호석,	박영진

최우수분과위원장상	 류한문

우수분과위원장상	 왕진우

최우수신입회원상	 이제성

우수신입회원상	 김인학

부인회장상	 구본형

특우회장상	 나기석

최우수부인회원상	 박미희

우수부인회원상	 김현경

10년재적패	 고성일,	나기양,	나기연

	 심상국,	김양한

5년재적패	 김용성

�2005년

중앙회장특별표창	 권혁국,	어문환,	전찬훈

지구회장특별표창	 허재준,	이호석

교육장상	 백창환

소방서장상	 이제성

세무서장상	 김남주

자원봉사단체협의회장상	심상현

최우수회원상	 류한문

우수회원상	 심상현,	이호석

최우수신입회원상	 차윤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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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신입회원상	 전찬훈

최우수분과위원장상	 김대복

우수분과위원장상	 이종호

부인회장상	 이제성

특우회장상	 양동웅

최우수부인회원상	 박미희

우수부인회원상	 허수진,	오순란

우정패	 의정부JC	이재혁

	 동두천JC	이성수

	 고양JC	김봉환

감사패	 파주교육청교육장	정헌모

명예회원패	 파주시장	유화선

10년	재적패	 권혁국,	김창환,	한용택

	 조병철,	박호철

5년	재적패	 양동웅,	김창민,	안광성

	 허재준,	지형배,	박명화

	 김동규,	이승하,	김남주

경기지구우수분과위원장상	 임종훈

�2006년

중앙회장특별표창	 김남주,	허재준,	장면섭

지구회장특별표창	 전찬훈,	정준,	차윤석

국회의원상	 임종훈

시의회의장상	 이제성

소방서장상	 박명화,	류한문

자원봉사협의회장상	 정찬웅

최우수회원상	 심상현

우수회원상	 이재성

최우수분과위원상	 홍석범

우수분과위원장상	 원형제

최우수신입회원상	 김용회

우수신입회원상	 장원

부인회장상	 박영진

특우회장상	 안광성

최우수부인회원상	 오순란

우수부인회원상	 이선애

우정패	 의정부JC	박찬학

	 동두천JC	이성수

	 고양JC	최준호

자랑스런선배상	 파주시의회의원	김양기

	 파주시의회의원	박찬일

10년재적패	 우일환,	백창환,	성춘삼

5년재적패	 송기진,	이종호,	나기석

	 김광대,	이영주

자원봉사협의회장상	 이경노,	전찬훈

경기지구우수사무국장상	 임종훈

�2007년

15년	재적패	 류한택,	이수철

10년	재적패	 정용욱,	심상현,	사권환

	 홍태화

5년	재적패	 정찬웅,	류한준,	임종훈

	 구본형,	심정석,	나건태

	 김대복,	김효식

<대내표창	수상자명단>

최우수회원상	 차윤석

우수회원상	 최병덕

	최우수신입회원상	 허성환

우수신입회원상	 김태광

최우수분과위원장상	 김동하

우수분과위원장	 이호석

부인회장상	 정준

특우회장상	 구본형

최우수부인회원상	 이선애

우수부인회원상	 신현정

명예회원상	 김형필	시의회시의장

우정패	 의정부JC					김기홍

	 동두천JC					문석균

	 고			양JC					이해욱

�2008년

최우수회원	 전찬훈											

우수회원	 이종호,	이경노

최우수분과위원장상	 장원

우수분과위원장상	 홍석범

부인회장	표창	 김용회

최우수신입회원	 민상운

우수신입회원	 박윤희,	손명신

최우수부인회원	 김복희

우수부인회원	 신혜정,	임현정	

특우회장상	 김광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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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대상

									중앙회장	특별표창	:	최병덕,	이호석

									지구회장	특별표창	:	이제성,	김태광,	백용현

5년재적	 	김대환,	김동하,	조도행,	

류양상,	김용하,	이호석,	

박영진

10년재적	 	윤여원,	전광구,	윤성현,	

박우영,	김기중,	주정민,	

어문환

대외표창	 국회의원상	:	전찬훈,	김대복　

		 시장상	:	안광성,	우경인

	 시의회의장상	:	김대환,	김정호

										 소방서장	:	김용화,	나기석

											 경찰서장상	:	심상현

											 교육장상	:	차윤석　　　　　　　

우정패								의정부청년회의소	/		손진환

																		동두천청년회의소	/		황수현

																		고		양청년회의소	/		이상철

�2009년

최우수회원상	 백용현

우수회원상	 이호석

최우수분과위원장상	 정준

우수분과위원장상	 장원

최우수부인회원상	 김애경

우수부인회원상	 신정희

우수부인회원상	 김복희

최우수신입회원상	 인병춘

우수신입회원상									 강덕희

특우회장특별표창							 나건태

부인회장특별표창							 우상준	

연차대상								

			중앙회장	특별표창	 우경인,	임종훈

			지구회장	특별표창	 민상운,	손명신,	박윤희

15년재적	 박호철

10년재적		 김용성,	박명화

대외표창　

			국회의원상	 김광대,	차윤석

			시장상	 장면섭

			시의회의장상	 김정호

			경찰서장상	 심재윤

								교육장상	 홍석범　

우정패								의정부청년회의소	/	박찬진

																	동두천청년회의소	/	안현철

																	고양청년회의소	/	원재진

�2010년

최우수회원	 이호석

우수회원	 김태광

최우수분과위원장상	 김용회

우수분과위원장상	 이상준

부인회장	표창	 박윤희

특우회장상	 최병덕

최우수신입회원	 이승주

우수신입회원	 이승철

최우수부인회원	 이선애

우수부인회원	 황윤경

연차대상

				중앙회장	특별표창	 김대환,	우상준,	전찬훈,

				지구회장	특별표창	 인병춘,유지훈

15년재적	 우일환,	성춘삼

10년재적	 	양동웅,안광성,허재준,지

형배,김동규,이승하,김남

주,송기진

5년재적	 	김정호,이경노,전찬훈,정

준,이규창,차윤석,우경인,

김진현

대외표창　

								국회의원상	 장면섭,정준

								시장상	 임종훈

								시의회의장상	 차윤석

								경찰서장상	 백용현

								소방서장상	 민상운

								교육장상	 홍석범　

우정패　	의정부청년회의소	/		최정원

														동두천청년회의소	/		서광식

														고양청년회의소			/		박용배

�2011년

최우수회원	 박윤희						

우수회원	 이창현,	우상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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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주년

최우수분과위원장상	 유지훈	

우수분과위원장상				 김태광	

부인회장	표창							 유동근	

최우수신입회원							 천정현

우수신입회원									 이윤희

최우수부인회원							 이선애

우수부인회원									 박성금

특우회장상										 조우석

				

연차대상

								중앙회장	특별표창	:	홍석범

								지구회장	특별표창	:	이승주,박영선,이상호	

5년재적	 	장원,	김용회,	장면섭,	

	 심재윤,	우상준,	최병덕

15년재적						 사권환

10년재적						 	송기진,이종호,나기석,

	 김광대,이영주

대외표창　

								국회의원상	:	박윤희

								경찰서장상	:	인병춘

								시장상	:	차윤석

								소방서장상	:	유지훈

								시의회의장상	:	장면섭

								교육장상	:	김정호

자랑스런	선배상	 김용주,	권혁주

우정패　

								의정부청년회의소	/		정상긴

								동두천청년회의소	/		임병기

								고양청년회의소			/		김민교

�2012년

최우수회원											 인병춘

우수회원													 조이현

최우수분과위원장상			 유동근

우수분과위원장상					 박영선

부인회장	표창								 유동근			

최우수신입회원							 최창화

우수신입회원									 김동환

특우회장상											 조우석				

대외표창

								윤후덕국회의원	:		양대석

								황진하	국회의원	:		인병춘

								파주시장상	:			김대환

								파주시의장	:			이종석

								파주경찰서장:		이승철

								파주소방서장	:	이상준

								파주교육장	:			민상운

연차대상

								중앙회장	특별표창	:	이호석,			

								지구회장	특별표창	:

15년재적		 	정용욱,	심상현,	박우영,	

김기중

10년재적	 	류한준,임종훈,	구본형,	

	 나건태,	김대복

5년재적	 	조우석,	허성환,	김태광,	

강종협,	백용현

�2013년

최우수회원											 유동근

우수회원													 장원

최우수분과위원장상			 이종석

우수분과위원장상					 박영선

부인회장	표창								 최창화

특우회장상											 박영진

최우수신입회원							 김창용

우수신입회원									 최동열

우수신입회원									 황선환

최우수부인회원							 이지현

우수부인회원									 신홍진

연차대상

								중앙회장	특별표창:	조이현,	이상호

								지구회장	특별표창:	김동환,	이재표

10년재적		 	김대환,	김동하,	조도행,	

류양상,	김용화,	이호석,	

박영진

대외표창

								황진하	국회의원상:	이종석,	이윤

								윤후덕	국회의원상:	조도행,	유동근

								파주시장상:	양대석

								파주시의장상:	천정현

								경찰서장:	인병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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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방서장:	김대환

자랑스런	선배상		 허재준

우정패　

									의정부청년회의소/회장	김정영

									동두천청년회의소/회장	김동하

									고양청년회의소/회장	이병학

�2014년

최우수회원										 최원순

우수회원												 김동환	

최우수분과위원장상			 김대원

우수분과위원장상					 황선환

부인회장	표창								 최원순

특우회장상											 이호석

최우수신입회원							 방정빈

우수신입회원									 최용석

최우수부인회원							 안지현

우수부인회원									 정소연

대외표창

								윤후덕국회의원	:		백용현	

								황진하국회의원	:		박영진

								파주시장상	:						이승철

								파주시의장	:						이정석

								파주경찰서장:					이상호

								파주소방서장	:				장원

								파주교육장	:						양대석

연차대상

								중앙회장	특별표창	:	박영진,	이종석			

								지구회장	특별표창	:	김창용,	최동렬

15년재적						 지형배

10년재적						 	이제성,	원형제,	홍석범,	

이창현,	김성민,	

5년재적						 인병춘,	조이현,	유동근

자랑스런	선배상				 김동규,	안명규,	박찬일

우정패			의정부청년회의소:	김유신

												동두천청년회의소:	박규동

											고양청년회의소:			정승안

�2015년

최우수회원											 방정빈

													

최우수분과위원장상			 최용석

우수분과위원장상					 김대원

부인회장	표창								 천정현

최우수신입회원							 고현철

우수신입회원									 송재우

최우수부인회원							 정소연

우수부인회원									 이미경

대외표창

								윤후덕국회의원	:		최동열

								황진하국회의원	:		양대석

								파주시장상	:		이종석

								파주시의장	:		김창용

								파주경찰서장:	박상현

								파주소방서장	:	황선환

								파주교육장	:	유동근

연차대상

								중앙회장	특별표창	:		김용회,	장원		

								지구회장	특별표창	:		김동환,	박영선

10년재적			 전찬훈,	정준,	김진현,	

우정패			의정부청년회의소:	김재우

													동두천청년회의소:	이상걸

													고양청년회의소:		조영욱

�2016년

최우수회원		 김동환

우수회원														 송재우,	고현철

최우수분과위원장상				 방정빈

우수분과위원장상						 박상현

부인회장	표창									 박영선

최우수신입회원								 김주용

우수신입회원										 한영희

최우수부인회원								 박수경

우수부인회원										 정소연

대외표창

								윤후덕국회의원	:	김태광	

								박정	국회의원	:	이상호	

								파주시장상	:	최용석,	김동환	

								파주시의장	:	유동근	

								파주경찰서장:	김대원

								파주소방서장	:	김창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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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주청년회의소 

연도별 포상현황

40주년

								파주교육장	:		

연차대상

								중앙회장	특별표창	:	김용화,	백용현			

								지구회장	특별표창	:	손명신,	최동열	

5년재적	 이윤,	김진선,	천정현

10년재적			 장원,	김용회,	심재윤,	

	 우상준

15년재적			 임종훈

자랑스런	선배상		 박정

우정패			의정부청년회의소:	차유진

													동두천청년회의소:	김준태

													고양청년회의소:	송동호

�2017년

최우수회원											 이상호

우수회원													 김주용

최우수분과위원장상				 박상현

우수분과위원장상						 안효영

부인회장	표창									 전병일

최우수신입회원								 최현중

우수신입회원										 박주영

최우수부인회원								 정소연

우수부인회원										 윤나리

대외표창

								윤후덕국회의원	:	최동열	

								박정	국회의원	:	최용석	

								파주시장상	:		방정빈

								파주시의장	:	고현철	

								파주경찰서장:	송재우

								파주소방서장	:	한영희

								

연차대상

								중앙회장	특별표창	:	천정현	양대석			

								지구회장	특별표창	:	박영선,	황선환	

5년재적									 김동환

10년재적								 허성환,	김태광,	백용현

우정패			의정부청년회의소:	정재훈

												고양청년회의소:	신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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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JCI 임원현황

직                 위 소속국가 성명 비고

회 장 미국 Dawn Hetzel

법제상임부회장 한국 배상우

상 임 부 회 장 필리핀 Marc brian Lim

부 회 장 인도 Rajshree Bhaje

부 회 장 한국 김공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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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주년

역대 JCI 임원

연도 직책 성명

1970 JCI 부회장 용을식

1973 JCI 부회장 남정규

1977 JCI 부회장 이태호

1978 JCI 부회장 이우진

1981 JCI 부회장 이홍경

1985 JCI 부회장 함영필

1986 JCI 부회장 박담회

1987 JCI 상임부회장 박담회

1989 JCI 부회장 김왕식

1990 JCI 재정담당상임부사장 김왕식

1991 JCI 회장고문 김왕식

1992

JCI 회장상임고문 김왕식

JCI 부회장 전용준

JCI 회장 특별보좌관 최용석

1994 JCI 부회장 최용석

1996 JCI 상임부회장 최용석

1997 JCI 재정고문 최용석

1997 JCI 부회장 안기환

1999
JCI 회장고문 이경훈

JCI 회장 최용석

2000 JCI 이사장 최용석

2001
JCI 부회장 오창희

JCI APDC 카운셀러 김경미

2002

JCI APDC 카운셀러 김시범

JCI APDC 오피서 신준섭

JCI APDC 오피서 고재욱

JCI APDC 오피서 최종현

2003

JCI 상임부회장 오창희

JCI 부회장 이경호

JCI 재정특별보좌관 김시범

JCI 비즈니스 커미셔너 정승원

JCI APDC 카운셀러 김용우

2004 JCI 회원국개발위원회
상임의장 이경호

2004
JCI 전략기획위원회

상무위원 김시범

JCI 재정특별보좌역 전찬민

2005

JCI 부회장 심욱선

JCI APDC 의장 전찬민

JCI 재정보좌역 신준섭

2006

JCI 부회장 신준섭

JCI APDC 카운슬러 이정민

JCI 세계회장B지역
상임보좌

전찬민

JCI 재정보좌역 황인재

2007

JCI 상임부회장(아.태지역 담당) 신준섭

JCI APDC 카운슬러 정병주

JCI 재정보좌 황인재

JCI 사업위원 이정민

2008 JCI부회장 전재범

2009
JCI 세계회장 신준섭

JCI 부회장 이태건

2012 JCI 부회장 신승섭

2014 JCI 부회장 배상우

연도 직책 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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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대회 아태대회 개최현황

연도 차수 세계대회 차수 아태대회

67
2016 71 퀘벡 캐나다 66 카오슝 대만
2015 70 가나자와 일본 65 코타키나발루 말레이시아
2014 69 라이프치히 독일 64 야마가타 일본
2013 68 리우데자네이루 브라질 63 광주 대한민국
2012 67 타이페이 대만 62 홍콩 홍콩
2011 66 브뤼셀 벨기에 61 마닐라 필리핀
2010 65 오사카 일본 60 싱가폴 싱가폴
2009 64 하마멧 튜니지아 59 나가노 일본
2008 63 뉴델리 인도 58 부산 대한민국
2007 62 안탈야 터키 57 중리 대만
2006 61 서울 대한민국 56 다카마츠 일본
2005 60 비엔나 오스트리아 55 마카오 마카오
2004 59 후쿠오카 일본 54 페낭 말레이시아
2003 58 코펜하겐 덴마크 53 세부 필리핀
2002 57 라스베가스 미국 52 센다이 일본
2001 56 바르셀로나 스페인 51 대구 대한민국
2000 55 삿포로 일본 50 카오슝 대만
1999 54 칸느 프랑스 49 발리 인도네시아
1998 53 마닐라 필리핀 48 마카오 마카오
1997 52 하와이 미국 47 파타야 태국
1996 51 부산 대한민국 46 가나자와 일본
1995 50 글래스고우 스코틀랜드 45 제주 대한민국
1994 49 고베 일본 44 싱가포르
1993 48 홍콩 43 양명산 대만
1992 47 마이애미 미국 42 키타큐슈 일본
1991 46 헬싱키 핀란드 41 세부 필리핀
1990 45 푸에르토리코 40 치앙마이 태국
1989 44 버밍햄 영국 39 요코하마 일본
1988 43 시드니 호주 38 마카오
1987 42 암스텔담 네덜란드 37 싱가포르
1986 41 나고야 일본 36 부산 대한민국
1985 40 카르타헤나 콜롬비아 35 고웅 중화민국
1984 39 몬트리올 캐나다 34 쿠알라룸푸르 말레이시아
1983 38 대북 중화민국 33 크라이스트처지 뉴질랜드
1982 37 서울 대한민국 32 미야자키 일본
1981 36 베를린 독일 31 메트로마닐라 필리핀
1980 35 대판 일본 30 싱가포르
1979 34 고트보로그 스웨덴 29 홍콩
1978 33 마닐라 필리핀 28 대북 중화민국
1977 32 요하네스버그 남아프리카 27 방콕 타이
1976 31 세인트루이스 미국 26 서울 대한민국
1975 30 암스텔담 네덜란드 25 삿포로 일본
1974 29 오클랜드 뉴질랜드 24 대중 중화민국
1973 28 니스 프랑스 23 케숀 필리핀
1972 27 대북 중화민국 22 홍콩
1971 26 호놀룰루 미국 21 싱가폴
1970 25 더블린 아일랜드 20 복강 일본
1969 24 포트오브스페인 트리니다드,토바코 19 고웅 ROC
1968 23 말델브러타 아르헨티나 18
1967 22 토론토 캐나다 17 서울 대한민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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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주년

한국청년회의소 역대 중앙회장

성명 대수 재임연도 소속JC

강건원(故) 초대,2대 1952~53년도 평택

서정빈 제3대 1954년 서울

유일희(故) 제4대 1955년 서울

심종섭 제5대 1956년 수원

장철영(故) 제6,7대 1957~58년 서울

박승찬(故) 제8대 1959년 서울

민충식(故) 제9대 1960년 서울

윤인석(故) 제10대 1961년 서울

오세중(故) 제11,12대 1962~63년 서울

황우겸 제13대 1964년 서울

연일수(故) 제14대 1965년 서울

임홍규(故) 제15대 1966년 서울

강신호 제16대 1967년 서울

김의한 제17대 1968년 서울

황위섭 제18대 1969년 대구

조중근 제19대 1970년 서울

신동욱 제20대 1971년 전주

남정규(故) 제21대 1972년 서울

김충수 제22대 1973년 서서울

용을식 제23대 1974년 서울 중구

윤국노(故) 제24대 1975년 서울

김진익 제25대 1976년 서울 영등포

이정무 제26대 1977년 동대구

신동열 제27대 1978년 서울 영등포

전재욱 제28대 1979년 서울 성동

이우진 제29대 1980년 서울 남산

김정태(故) 제30대 1981년 북부산

이홍경 제31대 1982년 서울

민만기 제32대 1983년 인천

조종성 제33대 1984년 서울 동대문

문희상 제34대 1985년 의정부

전재기 제35대 1986년 서울 광진

윤정표 제36대 1987년 전주

지성경 제37대 1988년 서서울

박원흠 제38대 1989년 김해

김광철 제39대 1990년 서대전

성명 대수 재임연도 소속JC

조충훈 제40대 1991년 순천

김덕배 제41대 1992년 고양

송진수 제42대 1993년 서울 강서

김봉진 제43대 1994년 남인천

이경훈 제44대 1995년 서울 양천

홍성태 제45대 1996년 봉화

강신성 제46대 1997년 서울 동대문

김진우 제47대 1998년 서광주

염동열 제48대 1999년 대관령

최용준 제49대 2000년 순천

송석중 제50대 2001년 인천

박대삼 제51대 2002년 경주

양승재 제52대 2003년 남대구

박상용 제53대 2004년 한림

최범진 제54대 2005년 양주

표현철 제55대 2006년 청주

손인석 56대 2007년 청주

이용대 57대 2008년 인천남동

주지홍 58대 2009년 포항

문석균 59대 2010년 의정부

이영훈 60대 2011년 광주무등

이태건 61대 2012년 서울

이기철 62대 2013년 팽성

김태호 63대 2014년 동울산

안영학 64대 2015년 부산

권신원 65대 2016년 증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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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청년회의소 조직기구표

부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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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
관
리
위
원
회

전남지구
경남울산지구
해외지구
광주지구

서울지구
강원지구
충북지구
인천지구

부산지구
충남	세종지구

경북지구
대전지구

경기지구
전북지구
대구지구
제주지구

총무위원회
회의운영위원회
기록포상위원회
임원활동지원위원회

훈련원
회원연수위원회
임원연수위원회
연수운영위원회

정관규칙위원회
법률위원회
LOM정관관리위원회

대외협력위원회
대외협력위원회
대외협력위원회

기획사업위원회
연구지원위원회
사업개발위원회

의전위원회
의전운영위원회
의전지도위원회

조직강화위원회
조직관리위원회
회원관리위원회

통일교류위원회
통일홍보위원회
미래통일위원회

JCI관계위원회
국제교류위원회
국제포상위원회
국제연수위원회
국제대회위원회
세네타위원회
APDC지원위원회
국제홍보기획위원회

해외사업위원회
해외교류위원회
해외협력위원회
해외지원위원회
해외개발위원회

재정위원회
재정자립위원회

부회장

부회장

부회장

총	무	실

법	제	실

재	정	실

대외정책실

연	수	원

기획조정실

국	제	실

홍	보	실

의	전	실

조직관리실

해외사업실

여성청소년	정책실

미래정보실

통일정책실

출판위원회
홍보위원회

청소년사업위원회
여성사업위원회

미디어위원회
인터넷관리위원회

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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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회원수 48,883 49,419 46,814 46,243 44,691 42,128 43,074 40,773 35,783

연도 2006 2005 2004 2003 2002 2001 2000 1999 1998 1997 1996 1995 1994

회원수 17,263 17,973 18,345 18,611 19,509 20,129 20,824 21,068 21,199 23,308 23,689 23,268 24,440

연도 1993 1992 1991 1990 1989 1988 1987 1986 1985 1984 1983 1982 1981

회원수 25,518 26,704 26,084 25,441 18,611 22,241 19,353 18,792 18,612 18,243 16,506 17,876 18,563

연도 1980 1979 1977 1972 1967 1962 1957

회원수 17,624 16,216 10,583 4,256 690 180 150

지 구
현 회 원 특우회원 부인회원 유스JC

LOM수 회원수 LOM수 회원수 LOM수 회원수 LOM수 회원수

서 울 31 818 31 1,485 31 827 - -

부 산 20 852 17 834 19 437 - -

경 기 39 1,370 37 1,388 33 711 - -

강 원 23 731 23 793 18 337 - -

충 북 16 600 17 643 17 614 3 65

충남세종 25 942 24 877 23 476 2 146

전 북 21 1,021 21 1,179 21 571 - -

전 남 30 1,199 31 810 31 584 1 20

경 북 35 1,553 36 1,744 34 1,035 3 80

경남울산 35 1,829 36 1,727 35 1,076 4 143

제 주 14 467 14 494 14 288 1 35

해 외 3 143 5 143 - - - -

대 구 15 728 15 665 14 498 - -

인 천 7 275 7 238 7 199 - -

광 주 12 702 9 291 11 305 1 12

대 전 9 230 7 217 7 245 3 91

계 335 13,460 330 13,528 315 8,203 18 592

총 회원수 : 35,783명

한국청년회의소 연도별 회원현황





제5장 파주청년회의소

회원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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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년월일:	760515
입 회 일: 2003-05-21
직장:	한성모터스(밴츠)
H.P:	010-5000-5300
JC경력:	
2012		정보화운영이사류양상

생년월일:	760410
입 회 일: 2003-10-15
직장:	수입차오토갤러리
H.P:	010-3421-9000
JC경력:	
2008		지역사회개발분과위원장	
2009		친목활동분과위원장	
2010		진행이사	
2011		내무상임이사		
2012		재정이사					
2016		감사

김용화

생년월일:	760904
입 회 일: 2003-10-15
직장:	
H.P:	010-5100-2567
JC경력:	
2005		국제활동분과이사		
2006		홍보활동분과이사		
2007		청소년활동분과이사		
2008		지도력개발분과이사
2009		상담센터지원팀		
2010		사무국장		
2011			총무이사		
2012			35주년특별사업팀		
2013			상담복지센터지원사업팀장		
2014			특우회담당이사

이호석

생년월일:	760421
입 회 일: 2003-11-19
직장:	까망돼지
H.P:	010-9731-3387
JC경력:	
2005	 사무차장		
2006	 부인회	담당이사		
2007	 30주년	특별사업이사	
2010	 경기지구이사		
2011	 진행이사		
2012	 내무상임이사		
2013	 특우회담당이사		
2014	 상임부회장		
2015	 회장

박영진

생년월일:	751216
입 회 일: 2004-10-06
직장:	(주)반구정	나루터집
H.P:	010-9996-0871
JC경력:	
2006	 지역사회개발분과위원장	
2007		정책이사	
2015		연수원장

원형제

생년월일:	761130
입 회 일: 2004-10-06
직장:	(주)정범개발
H.P:	010-8876-0829
JC경력:	
2006		국제활동분과이사		
2007		기록표창분과이사		
2008		회원확충분과이사		
2009		외무상임이사		
2010		의전이사		
2011		외무부회장		
2012		내무부회장		
2013	 회장

홍석범

생년월일:	790831
입 회 일: 2004-11-24
직장:	파주축산업협동조합
H.P:	010-9804-0831
JC경력:	
2006		국제활동분과위원김성민

생년월일:	760115
입 회 일: 2005-05-13
직장:	전찬훈	측량설계사
H.P:	010-5264-1215
JC경력:	
2006	 사무차장		
2007	 홍보활동분과위원장		
2008		사무국장		
2009		선거관리위원회간사		
2010	 총무이사		
2010		한국청년회의소전문위원		
2011		회원확충이사		
2012		35주년기념사업팀장		
2013		내무부회장		
2014		회장	
2015	 경기지구	상임부회장	

전찬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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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년월일:	750722
입 회 일: 2005-05-13
직장:	두산사료
H.P:	010-6312-4241
JC경력:	
2006		사무차장		
2007		부인회담당이사		
2008	 정책개발이사	
2009	 지도력개발분과위원장	
2010	 외무상임이사
2011	 경기지구이사		
2012	 외무부회장		
2013	 상임부회장

정  준

생년월일:	780809
입 회 일: 2006-04-12
직장:	(주)윤건설측량설계사
H.P:	010-3227-1279
JC경력:	
2007	 사무차장
2008	 청소년활동분과위원장
2009	 지역사회개발분과위원장
2010	 상담센터지원부팀장	
2011	 상담센터지원팀장
2012	 35주년특별사업이사
2013	 회원확충이사
2014	 기획조정이사
2015	 내무상임이사
2016	 청소년상담센터	상무이사

장  원

생년월일:	78년	7월	13일
입 회 일: 2006-04-12
직장:	중앙로	정보통신
H.P:	010-9930-6010
JC경력:	
2008	 부인회	담당이사	
2010	 국제활동분과위원장
2011	 지도력개발분과위원장
2012	 35주년특별사업이사
2014		의전이사		
2015	 외무상임이사
2016	 청소년상담센터	상무이사

김용회

생년월일:	77년	5월	10일

입 회 일: 2006-07-28

직장:	파주연천축협

H.P:	010-9185-2331

JC경력:	
2009	 정책개발분과위원장
2010		지도력개발분과위원장		
2011		재정이사		
2012		경기지구이사		
2014		경기지구이사		
2016	 40주년	특별사업팀	상무

심재윤

생년월일:	75년	10월	14일
입 회 일: 2006-07-28
직장:	삼성화재	서울대리점
H.P:	010-3340-4184
JC경력:	
2009	 부인회담당이사		
2010		친목활동분과위원장		
2011		회원확충이사	
2012		외무상임이사		
2013		지구이사		
2015		감사

우상준

생년월일:	750801
입 회 일: 2007-03-22
직장:	한국유통
H.P:	010-3412-3565
JC경력:	
2009	 국제활동분과위원장
2010	 연수교육분과위원장
2016	 연수원장

허성환

생년월일:	76년	12월	30일
입 회 일: 2007-03-22
직장:	ING	자산운용회사
H.P:	010-7272-7799
JC경력:	
2008		사무차장
2011		친목활동이사		
2012		의전이사		
2014		지구부실장		
2016		특우회	담당이사

김태광

생년월일:	76년	12월	8일
입 회 일: 2007-07-12
직장:	기아자동차
H.P:	011-391-0234
JC경력:	
2008		사무차장		
2009		사무국장	
2010		총무이사		
2011		의전이사	
2012		청소년상담지원팀장		
2014		경기지구이사		
2016		감사

백용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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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년월일:	75년	6월	21일
입 회 일: 2008-03-21
직장:	세무사
H.P:	010-3438-3097
JC경력:	
2009		사무차장	
2010		청소년분과위원장		
2011		연수분과위원장	
2012		지도력개발분과위원장	
2013		지구이사		
2015		감사

민상운

생년월일:	75년	8월	16일
입 회 일: 2008-10-16
직장:	종로떡집
H.P:	010-9090-9690
JC경력:	
2009		사무차장		
2010		부인회담당이사		
2011		 사무국장		
2012		 총무이사		
2015		지구이사		
2017		연수원장

박윤희

생년월일:	76년	3월	11일
입 회 일: 2008-10-16
직장:	대아렌트카
H.P:	010-8795-3299
JC경력:	
2009	 사무차장		
2010		지역사회개발분과위원장		
2011	 국제활동분과위원장		
2016		지구이사

손명신

생년월일:	77년	1월	18일
입 회 일: 2008-10-16
직장:	서울우유
H.P:	010-4442-4441
JC경력:	
2010		홍보활동분과위원장		
2011	 기록표창분과위원장		
2012	 지역사회분과위원장		
2013		재정이사		
2015		지구이사

이상준

생년월일:	78년	8월	25일
입 회 일: 2008-10-16
직장:	(주)성진솔루션&티에스제이
H.P:	010-3763-0418
JC경력:	
2012	 기록표창분과위원장		
2013			친목활동분과위원장		
2015		회원확충이사		
2017		40주년	특별사업위원장

양대석

생년월일:	75년	3월	15일
입 회 일: 2009-06-19
직장:	현대자동차	교하대리점
H.P:	010-8745-5671
JC경력:	
2010		사무차장		
2011		홍보활동분과위원장		
2012		사무국장		
2013		총무이사		
2014		회원확충이사		
2017		감사

인병춘

생년월일:	76년	2월	5일
입 회 일: 2009-06-19
직장:	꽃향기	플라워
H.P:	010-8921-0213
JC경력:	
2011		청소년분과위원장	
2012		홍보활동분과위원장	
2013		외무부회장	
2015		상담센터팀장

조이현

생년월일:	82년	1월	1일
입 회 일: 2009-10-27
직장:	동진종합기계
H.P:	010-4899-4231
JC경력:	
2011		부인회담당이사		
2012		국제활동분과위원장		
2013		사무국장	
2014		총무이사		
2015		의전이사	
2016		지구부실장

유동근

생년월일:	76년	6월	3일
입 회 일: 2010-05-19
직장:	
H.P:	010-2545-8883
JC경력:	
2011		사무차장	
2012		35주년특별사업이사

이승주

생년월일:	84년	4월	18일
입 회 일: 2010-10-07
직장:	꽃뜨락
H.P:	010-9386-2228
JC경력:	
2011		사무차장		
2012		 부인회담당이사		
2013		체육활동분과이사		
2014		사무국장		
2015		총무이사	
2016		총무·회원확충이사		
2017		재정이사

이상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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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년월일:	79년	12월	5일
입 회 일: 2010-10-07
직장:	낙원공원
H.P:	010-8746-4939
JC경력:	
2012		친목활동이사		
2013		국제활동이사		
2014		외무부회장		
2015		내무부회장		
2016		상임부회장	
2017		회장

이종석

생년월일:	76-03-03
입 회 일: 2010-10-07
직장:	(주)보광솔라텍
H.P:	010-5261-0069
JC경력:	
2012	 연수분과	위원장	
2013		지도력개발	이사	
2014			내무부회장	
2015		상임부회장		
2016	 회장

이승철

생년월일:	81-05-17
입 회 일: 2010-11-22
직장:	박영선세무회계사무소
H.P:	010-2036-8322
JC경력:	
2011	 사무차장
2012	 청소년분과위원장	
2013	 기록표창분과위원장	
2014	 지도력개발분과위원장	
2015	 재정이사
2016	 부인회담당이사
2017		지구이사

박영선

생년월일:	85-10-01
입 회 일: 2011-05-18
직장:	임진상사
H.P:	010-8949-1985
JC경력:	
2012	 사무차장	
2013	 청소년분과위원장	
2015		부인회담당이사	
2017	 특우회담당이사

천정현

생년월일:	75-09-24
입 회 일: 2011-11-09
직장:	가이드	치과
H.P:	010-5244-7528
JC경력:	
2012	 사무차장	
2013	 지역사회이사	
2015	 40주년특별사업팀장	
2017	 감사

이   윤

생년월일:	75-03-14
입 회 일: 2011-11-09
직장:	연후알미늄
H.P:	010-6486-5970
JC경력:	
2012	 사무차장
2013	 홍보활동분과위원장
2014	 기록표창분과위원장	
2015	 특우회담당이사

김진선

생년월일:	82-12-10
입 회 일: 2012-09-27
직장:	하나텔레콤
H.P:	010-8933-1048
JC경력:	
2013	 사무차장
2014	 홍보활동분과위원장	
2015	 연수이사
2016	 사무국장
2017	 총무이사

김동환

생년월일:	79-01-24
입 회 일: 2013-06-19
직장:	법무사	장동호사무소
H.P:	010-4640-6131
JC경력:	
2014	 친목활동분과위원장	
2015	 홍보활동분과위원장	
2016	 재정이사	
2017	 회원확충	및	연수이사

황선환

생년월일:	79-12-21
입 회 일: 2013-06-19
직장:	주)	평강
H.P:	010-5542-3956
JC경력:	
2014	 사무차장	
2015	 지도력개발분과위원장	
2016	 연수지도력분과위원장	
2017	 의전이사

김창용

생년월일:	82-09-20
입 회 일: 2013-06-19
직장:	베스트스타	대표
H.P:	010-6370-5259
JC경력:	
2014	 사무차장	
2015	 기록표창분과위원장	
2016	 외무부회장	
2017	 내무부회장

최동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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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년월일:	83-10-08
입 회 일: 2013-09-25
직장:	
H.P:	010-9152-6514
JC경력:	
2014	 국제활동분과위원장	
2015	 친목활동분과위원장	
2016		기록표창분과위원장	
2017		외무부회장

김대원

생년월일:	83-07-17
입 회 일: 2014-03-20
직장:	VIVIAN	PILATES	&	EMS		
H.P:	010-9933-9906
JC경력:	
2015		사무차장	
2016		홍보	및	국제활동분과위원장	
2017		사무국장

방정빈

생년월일:	85-02-15
입 회 일: 2014-05-07
직장:	P	&	K	건설,	유)동성주류
H.P:	010-7711-1294
JC경력:	
2016	 체육	및	친목활동분과위원장	2.		
2017		국제활동분과위원장박상현

생년월일:	77-11-21
입 회 일: 2014-07-02
직장:	예은	F&D
H.P:	010-9339-2222
JC경력:	
2015	 국제활동분과위원장	
2016	 내무부회장	
2017	 상임부회장

최용석

생년월일:	81-02-15
입 회 일: 2015-08-12
직장:	태양법률사무소
H.P:	010-4145-2831
JC경력:	
1.		2016		사무차창	2.		2017		지도력개
발분과위원장송재우

생년월일:	84-09-01
입 회 일: 2016-03-17
직장:	P	&	K	건설
H.P:	010-6875-6667
JC경력:	
2017	 사무차장

김주용

생년월일:	82-11-29
입 회 일: 2015-08-12
직장:	현대자동차	교하대리점
H.P:	010-8967-9890
JC경력:	
2016	 사무차창	
2017	 홍보	및	친목활동분과위원장고현철

생년월일:	84-01-09
입 회 일: 2016-03-17
직장:	(주)유한소방
H.P:	010-4010-9104
JC경력:	
2017	 부인회담당이사

전병일

생년월일:	84-04-08
입 회 일: 2016-03-17
직장:	국대포차
H.P:	010-8933-4062
JC경력:	
2017	 체육활동	및	청소년분과위원장

안효영

생년월일:	78-10-15
입 회 일: 2016-03-17
직장:	PC방
H.P:	010-4766-4187
JC경력:	
2017	 기록표창분과위원장

한영희

생년월일:	85-07-03
입 회 일: 2016-04-14
직장:	캠프	예그리나
H.P:	010-3160-1973
JC경력:	
2017	 사무차장

신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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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년월일:	86-11-21
입 회 일: 2016-04-14
직장:	박애재단
H.P:	010-2277-6239
JC경력:	
2017	 사무차장

박신성

생년월일:	83-06-10
입 회 일: 2017-03-16
직장:	케이티씨
H.P:	010-8599-0610
JC경력:	
신입회원

박주영

생년월일:	83-07-16
입 회 일: 2017-03-16
직장:	상구비어
H.P:	010-8909-9898
JC경력:	
신입회원

이동하

생년월일:	86-04-03
입 회 일: 2017-03-16
직장:	태원세무법인
H.P:	010-4725-3360
JC경력:	
신입회원

최현중

생년월일:	87-04-20
입 회 일: 2017-03-16
직장:	단미한의원,	운정마디의원
H.P:	010-5008-9587
JC경력:	
신입회원

윤영우

이지훈

생년월일:	84-08-10
입 회 일: 2017-06-22
직장:	신설통닭
H.P:	010-3110-5145
JC경력:	
신입회원

생년월일:	840202
입 회 일: 2017-06-22
직장:	동글사다리차
H.P:	010-2228-2786
JC경력:	
신입회원

윤재섭

생년월일:	89-04-12
입 회 일: 2017-09-20
직장:	카페미쁘다,	파주장어타운
H.P:	010-9197-3573
JC경력:	
신입회원

김학연





제6장
[특우회 역대회장]

[2017년 현재의 파주JC특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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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
  우회 역대회장 

파주JC특우회

초대회장 유해운

파주JC특우회

제10대 회장 박승도

파주JC특우회

제4대 회장 민흥기

파주JC특우회

제7대 회장 임병윤

파주JC특우회

제2대 회장 차주철

파주JC특우회

제11대 회장 전경연

파주JC특우회

제5대 회장 황능주
파주JC특우회

제8대 회장 故 이범선

파주JC특우회

제3대 회장 조성덕

파주JC특우회

제12대 회장 이송민

파주JC특우회

제6대 회장 마원일

파주JC특우회

제9대 회장 손한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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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JC특우회

제13대 회장 목상균
파주JC특우회

제16대 회장 故 이원모

파주JC특우회

제20대 회장 전문영

파주JC특우회

제23대 회장 유한섭

파주JC특우회

제27대 회장 류한철

파주JC특우회

제14대 회장 이재만

파주JC특우회

제17대 회장 장용석

파주JC특우회

제21대 회장 이호범

파주JC특우회

제24대 회장 정창호

파주JC특우회

제15대 회장 기상선

파주JC특우회

제19대 회장 이종수

파주JC특우회

제23대 회장 이석희

파주JC특우회

제26대 회장 권영환

파주JC특우회

제18대 회장 안대성

파주JC특우회

제22대 회장 노기영

파주JC특우회

제28·29대 회장 이수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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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JC특우회

제30대 회장 이태무
파주JC특우회

제31대 회장 신동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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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
  우회 현역회원

생년월일:	1940년	4월	10일
직장:	파주여자공등학교	전교장
H.P:	010-5285-6467
JC경력:	
1977년	9월	27일	입회	
1977년	청소년문제이사	
1978년	청소년문제이사	
1979년	내무부회장	
1980년	운영협의회	
1988년	특우회	2대회장

차주철

생년월일:	1940년	10월	11일
직장:	노니파주총판
H.P:	017-361-2632
JC경력:	
1977년	9월	27일	입회	
1977년	감사
1979년	재정이사	
1980년	운영협의회	
1987년	특우회	1대회장

유해운

생년월일:	1941년	8월	25일
직장:	㈜세화도시개발
H.P:	010-5251-4632
JC경력:	
1979년	7월	14일	입회	
1991년	특우회	5대회장

황능주

생년월일:	1941년	10월	20일
직장:	
H.P:	019-9725-2022
JC경력:	
1977년	8월	15일	입회	
1978년	외무부회장	
1979년	감사	
1980년	4대	회장

황홍연

생년월일:	1942년	5월	17일
직장:	성원농장
H.P:	011-9905-4648
JC경력:	
1977년	9월	24일	입회	1977년	지도역량
개발이사	1978년	지도역량개발이사	1979
년	지역사회개발이사	1980년	감사	1981
년	운영협의회	1989년	특우회	3대회장

조성덕

생년월일:	1943년	6월	8일
직장:	현대모비스부품대리점
H.P:	019-220-2561
JC경력:	
1977년	9월	24일	입회	
1979년	국제분과이사	
1980년	상임부회장	
1981년	감사	
1982년	6대	회장

송규범

생년월일:	1943년	6월	24일
직장:	개성실업
H.P:	010-8959-6475
JC경력:	
1977년	9월	23일	입회	
1977년	상임부회장	
1978년	2대	회장	
1980년	운영협의회	
1981년	운영협의회	
1982년	운영협의회	
1983년	연수원장

박홍수

생년월일:	1943년	3월	14일
직장:	
H.P:	010-3754-2103
JC경력:	
1977년	9월	14일	입회	
1978년	국제분과이사	
1981년	운영협의회	
1983년	운영협의회	
1991년	특우회	부회장

김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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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년월일:	1943년	2월	15일
직장:	
H.P:	010-4813-4383
JC경력:	
1977년	11월	24일	입회	
1990년	특우회	4대회장

민흥기

생년월일:	1944년	11월	10일
직장:	탄현우체국
H.P:	010-4410-0122
JC경력:	
1977년	9월	24일	입회	
1977년	내무부회장	
1979년	감사	
1980년	운영협의회	
1983년	운영협의회	
1984년	운영협의회	
1991년	특우회	부회장	
1992년	특우회	감사

차익준

생년월일:	1945년	2월	16일
직장:	용수빌딩
H.P:	010-5382-2701
JC경력:	
1977년	9월	24일	입회	
1977년	재정이사	
1978년	재정이사	
1980년	감사	
1981년	5대	회장	
1982년	경기지구상무위원	
1983년	연수원장	
1984년	연수원장

김준수

생년월일:	1945년	12월	10일
직장:	골드뱅크
H.P:	010-4264-3571
JC경력:	
1977년	11월		24일	입회		
1982년	국제분과이사		
1983년	내무부회장		
1984년	운영협의회		
1989년		특우회부회장		
1990년	특우회부회장	
1992년	특우회	6대회장		
1993년	경기지구특우회	부회장

마원일

생년월일:	1946년	6월	10일
직장:	문산낚시점
H.P:	010-2308-2154
JC경력:	
1981년	10월	18일	입회		
1983년	친목분과위원		
1984년	감사		
1985년	운영위원		
1986년	회관건립위원

이재일

생년월일:	1947년	2월	25일
직장:	새마을금고	이사장
H.P:	010-3364-2917
JC경력:	
1977년	9월	24일	입회		
1979년	홍보분과이사		
1981년	총무의전분과이사		
1982년	감사		
1983년	법률위원	
1984년	운영협의회	
1992년	특우회	부회장	
1993년	특우회	7대회장

임병윤

생년월일:	1947년	3월	25일
직장:	파주보육원
H.P:	010-8731-0359
JC경력:	
1982년	4월	22일	입회	
1983년	국제담당이사	
1984년	국제담당이사	
1985년	상임이사	
1986년	친목분과위원장	
1987년	친목분과위원장

김정현

생년월일:	1947년	7월	14일
직장:	고려동물병원
H.P:	010-3723-2422
JC경력:	
1979년	12월	15일	입회	
1982년	회원확충분과위원장	
1983년	재정분과위원	
1996년	특우회	10대회장

박승도

생년월일:	1947년	7월	22일
직장:	삼성화재해상보험
H.P:	010-7305-3100
JC경력:	
1982년		7월		12일	입회	
1983년	국제활동분과위원장	
1984년	회원확충분과위원장	
1985년	감사	
2012년	특우회	26대회장

권영환

생년월일:	1947년	10월	25일
직장:	(재)일산공원
H.P:	010-3718-6577
JC경력:	
1977년	11월	24일	입회	
1981년	포상분과위원장	
1982년	내무부회장	
1983년	운영협의회	
1984년	운영협의회	
1991년	특우회	부회장	
1992년	특우회	9대회장

손한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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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년월일:	1948년	2월	3일
직장:	애린배농원
H.P:	010-2931-2245
JC경력:	
1977년	11월	24일	입회	
1981년	포상분과위원장	
1982년	내무부회장	
1983년	운영협의회	
1984년	운영협의회	
1991년	특우회	부회장	
1992년	특우회	11대회장

전경연

생년월일:	1951년	3월	6일
직장:	㈜석진
H.P:	010-5334-4800
JC경력:	
1949년	4월	8일	입회	
1982년	재정분과이사	
1983년	총무분과이사	
1984년	지구재정부실장	
1988년	내무부회장	
1989년	감사	
1990년	운영위원	
1998년	특우회	12대회장

이송인

생년월일:	1952년	3월	10일
직장:	파주웨딩문화원
H.P:	010-5261-3403
JC경력:	
1980년	4월		22일	입회	
1981년	사무국장	
1982년	포상분과이사	
1983년	교육분과이사	
1983년	의전문제전문위원(중앙)	
1984년	외무부회장	
1985년	운영위원,중앙회장특별보좌	
1990년	법률위원							
1992년	연수원장	
2013년	특우회	27대회장

류한철

생년월일:	1952년	5월	5일
직장:	㈜삼진건설
H.P:	010-3285-7233
JC경력:	
1982년		11월	15일	입회	
1986년	교육분과이사	
1993년	환경통일문제분과위원장	
1998년	특우회	부회장	
1999년	특우회	13대회장

목상균

생년월일:	1952년	12월	13일
직장:	MG새마을금고	이사장
H.P:	010-3285-7233
JC경력:	
1981년		2월	18일	입회	
1983년	사무국장	
1984년	재정이사	
1985년	내무부회장	
1986년	법률위원	
1988년	상임부회장
								한국JC재정담당전문위원	
1989년	법률위원	
1990년	14대	회장

김용주

생년월일:	1953년	7월	10일
직장:	샤인샷시/북부대리점
H.P:	010-5305-1725
JC경력:	
1986년	4월	16일	입회	
1987년	지역사회개발분과이사	
1988년	사무국장	
1989년	내무상임이사	
1990년	재정이사	
1991년	중앙전문위원	
1993년	감사	
2000년	특우회	14대회장

이재만

생년월일:	1953년	11월	27일
직장:	청만목장
H.P:	010-3389-1822
JC경력:	
1978년	2월	4일	입회	
1989년	국제담당이사
1990년	친목담당이사	
1991년	중앙전문위원	
1992년	선거관리위원

김태영

생년월일:	1954년	11월	18일
직장:	기우지하수
H.P:	010-5248-9090
JC경력:	
1984년	9월	12일	입회	
1986년	지역사회개발분과이사	
1987년	내무부회장	
1989년	한국JC전문위원	
1990년	운영위원	
2001년	특우회	15대회장

기상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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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년월일:	1955년	3월	7일
직장:	㈜두일건설산업
H.P:	010-9972-1186
JC경력:	
1983년	11월	1일	입회	
1985년	회관건립분과이사	
1986년	교육분과이사	
1987년	홍보분과이사	
1988년	회원확충분과이사	
1989년	외무상임이사	
1990년	외무부회장	
1991년	상임부회장	
1992년	16대회장	
1993년	직전회장	
1994년	연수원장

류천형

생년월일:	
직장:	문일주택산업개발
H.P:	010-8653-5606
JC경력:	
1989년	04월	11일	입회

김지용

생년월일:	1956년	1월	20일
직장:	프로스펙스금촌대리점
H.P:	010-3352-1158
JC경력:	
1987년	11월		9일	입회		
1990년	회원확충분과위원장
								선거관리위원	
1991년	총무이사	
1992년	외무부회장	
1993년	상임부회장	
1994년	18대회장	
1995년	직전회장	
1995년	경기지구	감사

이경복

생년월일:	1956년	11월	4일
직장:	형제중기파주시건설기계협회㈜
H.P:	010-3733-2884
JC경력:	
1988년	11월	15일	입회	
1990년	기록표창분과위원장	
1995년	운영위원방종천

생년월일:	1956년	4월	2일
직장:	전우사
H.P:	010-6266-3211
JC경력:	
1989년	8월	14일	입회	
1994년	기록표창분과위원장	
1995년	운영위원	
2003년	특우회	17대회장

장용석

생년월일:	1956년	4월	2일
직장:	새우일농장
H.P:	010-6258-8300
JC경력:	
1990년	6월	8일	입회	
1995년	기록표창분과위원장	
1996년	운영협의회윤석건

생년월일:	1956년	12월	14일
직장:	㈜광탄식품	수입쇠고기전문점
H.P:	010-5355-5071
JC경력:	
1990년	11월	20일	입회	
1992년	지역사회개발분과위원장	
1993년	내무부회장	
1994년	감사	
1995년	중앙위원	
1996년	운영협의회

양광규

생년월일:	1956년	6월	19일
직장:	월드하우스
H.P:	010-6392-2910
JC경력:	
1991년		4월	16일	입회	
1995년	국제활동분과위원장	
1996년	감사이석훈

생년월일:	1957년	6월	4일
직장:	거북정
H.P:	010-8347-7461
JC경력:	
1990년	2월	27일	입회	
1992년	사무국장	
1993년	총무이사	
1994년	지구연수담당이사	
1995년	중앙사업담당위원	
1996년	운영협의회	
1997년	연수원장	
2004년	특우회	18대회장

안대성

생년월일:	1957년	9월	18일
직장:	KT문산지사
H.P:	010-2779-3056
JC경력:	
1988년	11월	15일	입회	
1990년	교육연수담당분과위원장	
1991년	지도력개발분과위원장	
1992년	외무상임이사	
1992년	선거관리위원	
1993년	중앙전문위원	
1997년	운영위원

허경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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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년월일:	1959년	4월	1일
직장:	자유로	자동차학원
H.P:	010-4180-5212
JC경력:	
1985년	9월	13일	입회	
1987년	사무국장	
1988년	친목분과위원장	
1989년	특우회	담당이사	
1990년	내무상임이사	
1992년	기획이사	
1993년	외무부회장	
1994년	상임부회장	
1995년	19대회장

윤정용

생년월일:	1959년	7월	28일
직장:	1급	동진자동차
H.P:	010-5252-8116
JC경력:	
1987년	2월	24일	입회	
1988년	사무차장	
1989년	체육활동분과위원장	
1990년	사무국장	
1991년	경기지구연수이사	
1992년	특별사업이사	
1995년	훈련담당이사	
1996년	법률위원	
1997년	21대회장

장건경

생년월일:	1959년	9월	3일
직장:	백두독서실
H.P:	010-6735-8933
JC경력:	
1992년	3월	26일	입회	
1993년	체육활동분과위원장	
1994년	지도력개발분과위원장	
1995년	지구이사	
2005년	특우회	19회장

이종수

생년월일:	1959년	9월	4일
직장:	유성운수㈜
H.P:	010-5355-7127
JC경력:	
1987년	2월	4일	입회	
1989년	지도력개발분과위원장	
1992년	내무상임이사	
1993년	재정이사	
1994년	중앙위원	
1995년	내무부회장	
1996년	상임부회장	1997년	법률위원

이용성

생년월일:	1959년	11월	17일
직장:	전문영법률사무소
H.P:	010-5275-1699
JC경력:	
1991년	10월	25일	입회	
1996년	법률위원		
1997년	법률위원	
2006년	특우회	20대회장

전문영

생년월일:	1960년	5월	27일
직장:	삼성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H.P:	010-7706-3808
JC경력:	
1989년	4월	11일	입회	
1995년	사업담당이사	
1997년	중앙위원권영완

생년월일:	1960년	9월	9일
직장:	도상목장
H.P:	010-3777-9120
JC경력:	
1991년	10월	25일	입회	
1994년	지역사홰개발분과위원장	
1995년	회원확충분과위원장	
1996년	섭외이사	
2007년	특우회	21대회장

이호범

생년월일:	1960년	2월	7일
직장:	주성종합건설㈜
H.P:	010-5265-9897
JC경력:	
1992년	5월	7일	입회	
1993년	청소년지도분과위원장	
1994년	홍보활동분과위원장	
1995년	재정이사	
1996년	외무부회장	
1997년	상임부회장	
1998년	22대회장

권혁주

생년월일:	1961년	6월	21일
직장:	
H.P:	010-4077-1172
JC경력:	
1990년	6월	8일	입회	
1992년	지도력개발분과위원장	
1993년	기획이사	
1994년	내무상임이사	
1996년	특우회담당이사	
1997년	20주년특별사업이사	
1998년	중앙위원	
1999년	중앙위원	
2000년	연수원장	
2001년	운영위원

김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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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년월일:	1961년	8월	15일
직장:	파주시의원
H.P:	010-5248-3646
JC경력:	
1992년	3월	1일	입회	
1994년	사무국장	
1995년	총무이사	
1996년	내무부회장	
1997년	감사	
1998년	상임부회장	
1999년	회장

안명규

생년월일:	1961년	1월	28일
직장:	임진강힐링카라반
H.P:	010-9705-9704
JC경력:	
2016년	특우회	30대회장

이태무

생년월일:	1961년	6월	15일
직장:	태화유통
H.P:	010-3925-3112
JC경력:	
1994년	4월	19일	입회	
1998년	의전이사	
1999년	경기지구이사	
2000년	운영위원	
2001년	감사		
2008년	특우회	22대회장

노기영

생년월일:	1962년	7월	5일
직장:	학산산업개발
H.P:	010-8806-8592
JC경력:	
1990년	7월	5일	입회	
1992년	체육활동분과위원장	
1993년	친목활동분과위원장	
1994년	특우회담당이사	
1995년	조직관리이사	
1997년	의전이사
2001년	경기지구회장

노영만

생년월일:	1962년	10월	26일
직장:	(주)조은엔터테인먼트
H.P:	010-9736-0770
JC경력:	
1991년	10월	25일	입회	
1993년	의전이사	
1994년	교육연수분과위원장	
1997년	내무상임이사	
2009년	특우회	23대회장

이석희

생년월일:	1962년	12월	23일
직장:	(주)어반스페이스
H.P:	010-2352-3022
JC경력:	
1993년	6월	17일	입회	
1995년	지역사회개발분과위원장	
1996년	사무국장	
1997년	총무이사	
1998년	외무부회장	
1999년	내무부회장	
2000년	상임부회장	
2001년	25대회장	
2017년	특우회	31대회장

신동철

생년월일:	1962년	10월	20일
직장:	동화속어린이집
H.P:	010-4747-2068
JC경력:	
1994년	2월	25일	입회	
1995년	지도력개발분과위원장	
1996년	청소년활동분과위원장	
1997년	기획이사	
1998년	내무상임이사	
1999년	재정이사	
2000년	법률위원

우종복

생년월일:	1962년	11월	19일
직장:	국회의원
H.P:	010-3786-1119
JC경력:	
1997년	4월	4일	입회	
1999년	특별사업이사	
2000년법률위원	
2002년연수원장

박   정

생년월일:	1963년	5월	16일
직장:	탄현농협
H.P:	010-4381-0199
JC경력:	
1989년	3월	1일	입회	
1992년	부인회담당이사	
1997년	감사	
2001년	법률위원	
2010년	특우회	24대회장

유한섭

생년월일:	1963년	8월	30일
직장:	문산에너지
H.P:	010-4775-8181
JC경력:	
1991년	4월	10일	입회	
2000년	감사	
2001년	중앙위원	
2002년	법률위원

이광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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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년월일:	1963년	9월	7일
직장:	파주시의원
H.P:	010-8943-2383
JC경력:	
1991년	4월	16일	입회	
1993년	부인회담당이사	
1995년	청소년활동분과위원장	
1996년	회원확충분과위원장	
1997년	교육연수분과위원장	
1998년	특우회담당이사	
1999년	기획이사	
2000년	중앙위원	
2001년	법률위원	
2002년	법률위원

박찬일

생년월일:	1963년	7월	18일
직장:	모가떡방앗간
H.P:	010-2355-2532
JC경력:	
1994년	4월	19일	입회	
1996년	체육,경제분과위원장	
1997년	홍보활동분과위원장	
1998년	친목활동분과위원장	
1999년	특우회	담당이사	
2000년	재정이사

김영세

생년월일:	1963년	5월	11일
직장:	다음공인중개사
H.P:	010-2438-3060
JC경력:	
1994년	10월	18일	입회	
1996년	사무차장	
2000년	의전이사	
2001년	중앙위원

신병식

생년월일:	1963년	6월	26일
직장:	평화상회
H.P:	010-4701-5555
JC경력:	
1995년	6월	23일	입회	
1997년	회원확충분과위원장	
1998년	체육활동분과위원장	
1999년	외무상임이사	
2000년	감사	
2001년	내무상임이사	
2002년	운영위원

김광일

생년월일:	1963년	1월	12일
직장:	재성전기(주)
H.P:	010-9246-2215
JC경력:	
1990년	6월	8일	입회	
1992년	경제활동분과위원장	
1993년	지도력개발분과위원장	
1997년	청소년활동분과위원장	
1998년	국제활동분과위원장	
1999년	감사	
2000년	법률위원	
2002년	운영위원

류한성

생년월일:	1964년	8월	14일
직장:	농업회사법인	파주농산(주
H.P:	010-5337-0164
JC경력:	
1995년	11월	9일	입회	
1997년	지도력개발분과위원장	
1998년	홍보활동분과위원장	
1999년	외무부회장	
2000년	내무부회장	
2001년	상임부회장	
2002년	26대회장

김양한

생년월일:	1965년	11월	6일
직장:	삼성디지털	프라자	금촌점
H.P:	010-6345-1111
JC경력:	
1994년	4월	19일	입회
1999년	환경통일분과위원장	
2001년	외무상임이사
2004년	감사

나기연

생년월일:	1965년	9월	14일
직장:	주)도레미미디어
H.P:	010-5274-2963
JC경력:	
1995년	11월	9일	입회	
1997년	부인회담당이사	
1998년	청소년활동분과위원장	
1999년	사무국장	
2000년	총무이사	
2001년	경기지구이사	
2002년	중앙위원	
2004년	감사

김창환



생년월일:	1965년	11월	28일
직장:	LG25
H.P:	010-3336-9855
JC경력:	
1998년	3월	5일	입회	
2000년	지역사회개발분과위원장	
2001년	체육활동분과위원장	
2002년	특우회담당이사	
2003년	감사

이지영

생년월일:	1966년	10월	30일
직장:	재성전설(주)
H.P:	010-4322-4646
JC경력:	
1992.03.26		(입회)	
1996년	지도력개발분과위원장
2000년	외무부회장
2001년	내무부회장
2002년	상임부회장
2003년	27대	회장
2004년	경기지구	재정실장
2006년	한국JC	중앙회원연수위원장
2007년	한국JC	여성사업위원장

류한택

생년월일:	1966년	3월	1일
직장:	삼화목장
H.P:	010-9727-1326
JC경력:	
1992.09.29		(입회)
1994년	사무차장
1995년	부인회담당이사
1997년	경제활동	분과위원장
1998년	지역사회개발분과위원장
1999년	회원확충분과위원장
2000년	경기지구이사
2003년	내무상임이사
2007년	감사
2014년	특우회	28대회장

이수철

생년월일:	1966년	6월	4일
직장:	㈜봉성기아자동차파주대리점
H.P:	010-9219-9995
JC경력:	
1995년	9월	1일		(입회)
1997.	사무차장
2000.	청소년활동분과위원장
2001.	홍보활동분과위원장
2002.	25주년특별사업이사
2003.	경기지구이사

박호철

생년월일:	1966년	2월	2일
직장:	법무사	문복주	사무소
H.P:	010-7737-8769
JC경력:	
2005년	입회		
2008년	감사
2012년	특우회	부회장김진호

생년월일:	1967년	9월	1일
직장:	광흥건재
H.P:	010-8882-0140
JC경력:	
1996년	10월	09일		입회
1998.	부인회담당이사
1999.	청소년활동분과위원장
2000.	친목활동분과위원장
2001.	기록표창분과위원장
2002.	내무부회장
2003.	기획이사
2004.	경기지구재정부실장
2005.	감사
2006.	30대회장
2007.	경기지구연수원장

백창환

생년월일:	1967년	5월	15일
직장:	법무사	문복주	사무소
H.P:	010-2208-1050
JC경력:	
2000년	04월	20일		입회
2001.	경기지구이사
2002.	기획이사
2003.	국제활동분과위원장
2006.	감사

박명화

생년월일:	1968년	5월	9일
직장:	신성교통주식회사
H.P:	010-5573-2200
JC경력:	
1996년	4월	2일
1998.	사무국장
1999.	총무이사
2000.	경기지구이사
2001.	연수이사
2002.	외무부회장
2003.	상임부회장
2004.	28대회장

우일환

생년월일:	1968년	2월	1일
직장:	㈜파주서원종합건축사사무소
H.P:	010-8707-7219
JC경력:	
1996년	10월	09일
1999년	지역사회개발분과위원장
2000년	환경통일분과위원장
2001년	회원확충분과위원장
2002년	경기지구이사

성춘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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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년월일:	1968년	1월	5일
직장:	진선미왕족발＊보쌈
H.P:	010-9014-1222
JC경력:	
1998년	03월	05일		입회
1999.	국제활동분과위원장
2000.	회원확충분과위원장
2001.	의전이사
2002.	경기지구이사
2003.	특우회담당이사
2007.	감사

윤여원

생년월일:	1968년	10월	23일
직장:	한라콘크리트㈜
H.P:	010-5213-9403
JC경력:	
2000년	01일	01일	입회
2002.	지역사회개발분과위원장
2003.	기록표창분과위원장
2005.	특우회	담당이사
2007.	내무상임이사
2008.	감사

양동웅

생년월일:	1968년	8월	11일
직장:	경기도의원
H.P:	010-5255-8369
JC경력:	
2000년	04월	20일		입회
2001.	경기지구의전이사
2002.	청소년활동분과위원장
2009.	감사

김동규

생년월일:	1969년	1월	5일
직장:	현대리싸이클링
H.P:	010-5347-7044
JC경력:	
1998년	03월	05일	입회
2000.	부인회담당이사
2001.	특우회담당이사
2003.	재정이사

윤성현

생년월일:	1969년	12월	17일
직장:	문산귀뚜라미보일러
H.P:	010-5294-9552
JC경력:	
2002년	08월	21일		입회
2003.	부인회담당이사
2004.	회원확충분과위원장
2005.	특별사업이사
2006.	재정이사

심정석

생년월일:	1969년	7월	3일
직장:	오두산막국수
H.P:	010-5286-7022
JC경력:	
2000년	04월	20일		입회
2001.	경기지구의전실장
2002.	지도력개발분과위원장
2003.	내무부회장
2004.	상임부회장
2005.	29대회장
2008.	파주시청소년상담센터이사장

이승하

생년월일:	1970년	3월	13일
직장:	가야축산
H.P:	010-3308-0640
JC경력:	
1998년	03월	05일
1999.	사무차장
2000.	경제활동분과위원장
2001.	사무국장
2002.	총무이사
2003.	지구이사
2004.	내무부회장
2007.	30주년	기념사업팀장
2012.	연수원장

박우영

생년월일:	1970년	4월	28일
직장:	동문기회인쇄
H.P:	010-4242-9665
JC경력:	
1998년	03월	05일		입회
2000.	사무차장
2002.	홍보활동분과위원장
2004.	외무상임이사
2005.	재정이사
2006.	기획이사
2007.	내무상임이사
2008.	경기지구부실장
2011.	감사

김기중

생년월일:	1970년	12월	19일
직장:	서울사진관
H.P:	010-3294-5643
JC경력:	
2001년	03월	27일		입회
2002.	부인회담당이사
2005.	지역사회개발분과위원장
2006.	특별정보화이사
2011.	감사

송기진

생년월일:	1970년	9월	20일
직장:	법률사무소
H.P:	010-3322-9920
JC경력:	
2007년	07월	12일	입회
2009년	법률자문이사

강종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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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년월일:	1970년	6월	2일
직장:	SK텔레콤	금촌대리점
H.P:	010-9060-0309
JC경력:	
2007년	부인회장

오순란

생년월일:	1971년	1월	18일
직장:	알리안츠생명
H.P:	010-9402-4321
JC경력:	
2000년	02월	25일			입회
2001.	경기지구의전부실장
2003.	회원확충분과위원장
2004.	사무국장
2005.	총무이사
2006.	특우회담당이사
2007.	내무부회장
2008.	상임부회장
2009.	33대회장

안광성

생년월일:	1971년	4월	17일
직장:	델피
H.P:	010-2848-1235
JC경력:	
2002년	08월	21일			입회
2004.	사무차장
2005.	홍보활동분과위원장
2006.	내무상임이사
2007.	진행이사
2008.	내무부회장

김대복

생년월일:	1971년	6월	7일
직장:	현대상가
H.P:	010-3734-2636
JC경력:	
2000년	02년	25일		입회
2001.	사무차장
2002.	국제활동분과위원장
2003.	홍보활동분과위원장
2004.	기록표창분과위원장
2005.	외무부회장
2006.	내무부회장
2007.	상임부회장
2008.	32대회장

허재준

생년월일:	1971년	4월	28일
직장:	㈜멀티프라자(SK텔레콤)
H.P:	010-6355-1111
JC경력:	
2001년	03월	27일	입회
2002.	홍보활동분과위원장
2003.	지도력개발분과위원장
2007.	외무부회장	/	
2008.	한국jc여성사업이사	/	2012.	감사

나기석

생년월일:	1971년	3월	5일
직장:	기아자동차교하판매점
H.P:	010-5355-3469
JC경력:	
2005년	05월	13일	입회
2007.	지구이사
2008.	기획이사
2009.	재정이사
2010.	감사

이경노

생년월일:	1971년	8월	9일
직장:	늑대와	여우컴푸터문산점
H.P:	010-9969-2800
JC경력:	
2005년	05월	13일	입회
2007.	조직강화이사
2008.	연수이사
2012.	감사

이규창

생년월일:	1972년	8월	2일
직장:	영글나라	어린이집
H.P:	010-9581-1061
JC경력:	
2001년	03월	27일		입회
2002.	기록표창분과위원장
2008.	특우회담당이사
2009.	감사

김광대

생년월일:	1968년	12월	23일
직장:	광탄방앗간
H.P:	010-6341-0141
JC경력:	
2002년	03월	20일		입회
2003.	체육활동분과위원장
2004.	홍보활동분과위원장
2005.	경기지구이사
2006.	감사

정찬웅

생년월일:	1972년	9월	7일
직장:	선도농협김치
H.P:	010-8800-0147
JC경력:	
2007.	국제활동분과이사
2008.	외무부회장
2009.	상임부회장
2010.	34대회장

우경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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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년월일:	1972년	9월	19일
직장:	통일로골프연습장
H.P:	010-8999-1300
JC경력:	
2000년	02월	25일		입회
2001.	경기지구의전이사
2002.	사무차장
2006.	회원확충분과위원장

지형배

생년월일:	1972년	12월	18일
직장:	CJ프레시웨이
H.P:	010-4100-5455
JC경력:	
1997년	04월	04일		입회
1998년	사무차장
1999년	부인회담당이사
2005년	회원확충	분과	위원장
2006년	지도력개발	분과위원장
2007년	30주년	이사
2008년	진행이사
2009년	상담센테	지원팀
2013년	연수원장2014년	감사

심상현

생년월일:	1973년	10월	23일
직장:	㈜대한전기
H.P:	010-3240-6560
JC경력:	
2006년	01월	01일2007년	사무차장
2008년	기록표창분과이사
2009년	외무부회장
2010년	내무부회장
2011년	상임부회장
2012년	회장

장면섭

생년월일:	1971년	4월	5일
직장:	㈜리빙정보통신(KTF대리점)
H.P:	010-7441-7777
JC경력:	
2002년	08월	21일	입회
2008년	친목활동분과이사
2009년	특우회담당이사나건태

생년월일:	1973년	2월	6일
직장:	캐피탈
H.P:	010-5100-9226
JC경력:	
2003년	03월	12일		입회
2007.	30주년	특별사업이사
2008.	지구이사
2009.	진행이사
2013.	감사

김대환

생년월일:	1973년	2월	20일
직장:	아이세상이벤트
H.P:	010-4941-4968
JC경력:	
2003년	05월	21일		입회
2005.	체육활동분과위원장
2006.	기록표창분과위원장
2007.	특별정보화이사
2010.	경기지구이사
2013.	감사

조도행

생년월일:	1972년	11월	4일
직장:	필	인터내셔널
H.P:	011-216-3461
JC경력:	
2002년	06월	19일		입회
2003.	사무차장
2004.	부인회담당이사
2007	특우회담당이사

구본형

생년월일:	1973년	2월	22일
직장:	탄현농협
H.P:	010-8724-7755
JC경력:	
2005년	10월	07일	입회
2007.	지역사회개발분과이사
2008.	체육활동분과이사
2009.	지구이사

생년월일:	1973년	11월	7일
직장:	위드위즈
H.P:	010-8948-9197
JC경력:	
2002년	03월	20일		입회
2004.	사무차장
2005.	지도력개발분과위원장
2006.	사무국장
2007.	총무이사
2008.	재정이사
2009.	내무부회장
2010.	상임부회장
2011.	35대회장

김진현

임종훈

생년월일:	1973년	10월	14일
직장:	두주시스템
H.P:	010-9174-2580
JC경력:	
2002년	03월	20일		입회
2004.	지도력개발분과위원장
2005.	사무국장
2006.	총무이사
2007.	회원확충분과위원장
2008.	외무상임이사
2011.	경기지구이사
2012.	특우회담당이사

류한준





제7장
파주청년회의소 정관
회의진행법

JC란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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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  관 ]

제 1 장    총 칙

제 1 조(명칭) 
1. 본회는 Junior chamber international korea - paju(jci korea - 파주) (이하본회)라 칭한다(국제행사).
2. 본회는 파주청년회의소 이하 본회라 칭한다.(대내행사)

제 2 조(사무소) 본회의 사무국은 파주시에 둔다.

제 3 조(목적)
본회는 사단법인 한국청년회의소의 일원으로서 국제청년회의소와 사단법인 한국청년회의소의 목적을 받들어 지역사회 및 국가의 
발전과 회원의 지도력 배양을 촉진하며 국제적 이해를 증진시켜 세계의 평화와 인류의 번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4 조(운영의 원칙) 본회는 특정의 개인이나 정당종교 또는 사회단체의 이익을 위하여 활동하지 못한다.

제 5 조(사업) 본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은 사업을 실시한다.
1. 지역사회개발 지도역량개발을 위한 조사 연구 활동
2. 정치, 경제, 문화의 향상에 관한 연구 활동 
3. 국제간의 친선을 증진하기 위한 경제기술 문화의 교류 
4. 국제청년회의소 사단법인 한국청년회의소 국내의 청년회의 소 및 기타 재단체와 제휴하여 상호 이해와 친선을 증진하는 사업

제 6 조(사업년도)  본회의 사업년도는 사단법인 한국청년 회의소 사업년도에 준한다.

제 2 장    회 원

제 7 조(회원의 종류) 본회의 회원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정 회 원 :  정회원은 만20세 이상 만45세까지의 건전한 직업을 가진 인품 있는 청년이어야 하며 정회원으로서 년도 중에 만 45

세에 달한 때에는 그 년도 말까지 정회원의 자 격을 가진다.
2. 특우회원 :  특우회원이라 함은 정회원으로 재적 중 만 45세인 제한 연령을 초과하여 별도로 정하는 특우회에 가입한 자를 말

한다.
3. 명예회원 :  명예회원이라 함은 본회의 발전에 현저한 공로가 있거나 또는 재정적인 후원을 제공한 저명인사 또는 사회단체로서 

이사회에서 추천된 자 및 단체를 말한다.
4. 준 회 원 :  본회의 이사회에서 입회인준을 하였으나 중앙 및 지구에서 실시하는 신입회원 연수를 받지 아니한 자를 말한다. 준

회원도 회원의 의무를 준수하여야 한다.

제 8 조(회원의 권리) 정회원은 정관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본회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에 참여할 권리를 평등이 가진다. 
1. 정회원은 총회에서 의결권을 가진다. 
2. 정회원은 선거 및 피선거권을 가진다.(단, 당해연도 신입회원은 제외한다.) 
3. 준회원, 특우회원 및 명예회원은 발언권은 있으나 표결권은 갖지 못한다.

제 9 조(회원의 의무)  본회의 회원은 본 정관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한 정관 및 제규정을 준수하고 본 회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에 협력하여야 할 의무를 가진다.

1. 총회 및 제반 제이씨 행사에 참여하여야 할 의무 
2. 회비 납부의 의무 
3. 총회 및 이사회의 의결사항 이행



177   

40주년

제 10 조(회원자격의상실) 본회의 회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 그 자격을 상실한다. 
1. 퇴 회 
2. 제 명 
3. 사망 또는 해상 
4. 파산 또는 금치산 및 준금치산의 선고

제 11 조(휴적)  부득이한 사유로 장기간 출석할 수 없는 정회원은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 휴적할 수 있다. 그러나 휴적 기간 
중의 회비는 면제하지 않는다.

제 12 조(퇴회) 퇴회는 다음과 같이 자퇴, 전적으로 구분한다.
1. 자퇴:

1) 회원으로서의 활동을 스스로 포기하려 하는 자로 퇴회신고서를 사무국에 제출, 이사회에서 이를 수리한 경우 
2) 자퇴하고자 하는 정회원은 퇴회 신고서를 제출한 월까지 의 정회비 및 특별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3) 정회비 및 특별회비 미납자는 자퇴로 보지 않고 제명으로 본다. 
4) 자퇴 또는 제명자는 본 회의소에 재가입 신청서를 제출할 수 없다.

2. 전적:
1)  거주를 제출하였을 때까지의 정회비 및 특별회비 납부 의무는 전항(자퇴) 2) 3)과 같다.

제 13 조(제명)  본회의 정회원은 각호의 1에 해당될 때 이사회 의결에 의해 제명할 수 있다. 
1. 본회의 명예를 손상시킨 경우 
2. 본회의 질서문란과 회원상호간에 이간 또는 책임없고 분별없는 언행을 하는 경우 
3. 소집한 집회에 이유없이 계속 4회이상 불참한 경우 
4. 4개월 이상 회비 및 특별회비를 이사회에 정한 날까지 납입하지 않은 경우 
5. 본회의 정관과 규정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부 칙
1. 본 규정은 1989년 2월 19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2. 본 규정은 1991년 2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3. 본 규정은 1994년 2월 20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4. 본 규정은 1998년 1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5. 본 규정은 2005년 2월 23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6. 본 규정은 2017년 2월 27일부터 시행한다. 

제 3 장    총 회

제 14 조(총회의 구성) 본회의 총회는 정회원으로 구성한다. 

제 15 조(총회의 및 소집) 
1.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여 회장이 소집하고 회장이 의장이 된다. 
2. 정기총회는 년 1회 1～2월중에 이를 소집한다. 
3. 임시총회는 다음의 경우에 소집한다.

가)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나) 이사회가 소집의 필요성을 의결할 때 
다) 1/2이상의 정회원이 회의에 부의할 사항을 명기하여 서 면으로 소집 요구할 때 
라) 전항호에 규정하는 총회는 이의 요구를 접수한 때로부터 30일 이내에 소집 절차를 밟아야 한다.

4. 총회를 소집함에는 회의의 목적되는 사항과 서면으로 기 재하여 회의 개최 10일전까지 총회 구성원에게 통지해야 한다. 
5. 본 항에 정하여 있지 아니하는 한 감사는 총회소집의 필요성을 인정할 때는 이를 소집할 수 있다.

제 16 조(총회의성립및의결) 총회의 성립 및 의결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총회의 성립은 재직․정회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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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의결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출석 정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하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3. 본회의 준회원, 특우회원 및 명예회원은 총회에서 발언할 수 있으나 표결권을 가지지 못한다.

제 17 조(총회의 의결사항) 
1. 다음 각호에 사항은 총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가) 정관의 개정 
나) 임원의 선임과 해임 
다)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의 승인 
라) 사업보고 및 결산의 승인 
마) 가입금 및 회비의 액수와 납기일의 결정 
바) 본회의 해상 또는 법적 지위 변경 
사) 해산시의 잔여재산의 사항 
아) 기타 특수 중요한 사항

2.  총회에서는 회의 소집통지서에 기재된 안건에 대해서만 심의를 행한다. 다만 총회 출석 정회원의 1/2이상이 긴급하다고 인정
하여 의안으로 채택한 것은 이를 심의할 수 있다.

제 18 조(총회의 특별의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은 총회에서 출석한 정회원수의 2/3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1. 정관의 개정 
2. 본회의 해상 또는 법적지위 변경 
3. 해산시의 잔여 재산의 처분방법 결정 
4. 선거직 임원의 해임 및 개명

제 19 조(총회의의사록)  
총회의사에 관여하는 총회의 종료 후 즉시 의사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제 20 조(총회의의결사항의통지)  
회장은 종료 후 즉시 총회의 의결사항을 서면으로 총회 구성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 4 장    임 원

제 21 조(임원의 종류와 수) 
1. 본회의 임원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가) 회 장 : 1인 
나) 직전회장 : 1인 
다) 부 회 장 : 3인 
라) 이 사 : 15인이상 33인이하(사무국장, 사무차장 포함) 
마) 감 사 : 2인

2. 감사는 다른 임원을 겸하거나 분과위원회의 구성원이 될 수 없다.
제 22 조(임원의 자격) 본회 임원의 자격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본회의 선거직 임원이나 임명직 임원은 정회원 이어야 한다. 
2. 회장은 선거직 임원을 역임한자로 정관 제 13조에 저촉하지 않는 자라야 한다. 
3. 부회장 및 감사는 이사(분과위원장)를 역임한 자로 정관 제13조에 저촉하지 않는 자라야 한다. 
4. 사무국장을 1년간 수행한자는 선거직 임원을 역임한 것으로 하며, 정관 제 13조에 저촉하지 않는 자라야 한다.

제 23 조(임원의 선임 및 해임) 본회의 임원의 선임 및 해임의 방법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정·부회장 및 감사는 선거직 임원으로서 총회에서 선출 하고 해임한다. 제명 또한 같다. 
2. 직전회장은 전년도의 회장이 취임하되 그 임기는 1년이라 야 한다.
3. 이사는 회장이 임명하며 정기총회에서 임명장을 수여하여 야 하고 또한 회장이 해임 할 수 있다. 
4. 사무국장은 회장이 임명하며 정기총회에서 임명장을 수여 하여야 하고 또한 회장이 해임 할 수 있다. 
5. 본회의 임원선출 방법은 별도 임원선임에 관한 규정이 정 하는 바에 따른다. 

[ 파주 청년회의소 정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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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본회의 임원은 임원의 제반 의무금을 당해연도 말까지 납입하지 않을 경우 임원으로서의 경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제 24 조(임원의임기) 본회 임원의 임기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본회의 임원임기는 매년 1월1일부터 동년 12월 31일까지 하고 동일직에 1차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 
2. 증원 또는 보임된 임기는 전항의 임기와 동시에 종료된다.

제 25 조(임원의보임) 본회 임원의 보임은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임하여야 한다.
1.  임기 도중 선거직 임원이 결원되었을 경우에 임시총회에 서 이를 선출한다. 다만 보궐 임원의 잔여 임기가 6개월 미만이 될 경

우에는 이사회에서 선출 할 수 있다.
2. 임기 도중 임명직 임원이 결원되었을 경우에는 회장이 이를 임명하여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 26 조(임원의임무) 본회 임원의 임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회         장 :  회장은 본회의 최고 책임자로서 본회를 대표하며 회무 전반에 관한 사항을 통괄하고 모든 회의에 의장이 된다. 

단, 회장이 유고시에는 상임부회장, 내무부회장, 외무 부회장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2. 직 전 회 장 : 직전회장은 회장의 자문에 응하여야 하고 선거 관리위원회에 관한 제반업무를 관장한다.
3. 상임부회장 : 수석 부회장으로서 회장을 보좌하며 대내외 업무를 보좌한다. 
4. 내무부회장 : 내무분과위원회를 관장하고 내무에 관한 사 항에 대하여 회장을 보좌한다. 
5. 외무부회장 : 외무분과위원회를 관장하고 외무에 관한 사 항에 대하야 회장을 보좌한다. 
6. 감         사 :  감사는 본회의 업무 및 재산상황을 감사하고 총회에 출석하여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감사는 이사회에 참

석하여 발언 할 수 있으나 표결권은 없다. 단, 감사 는 별도 운영규정에 의한 감사를 하여야 한다.
7. 이사(분과위원장) :  이사는 이사회의 구성원으로서 회장과 부회장을 보좌하며 본회의 운영에 관한 회무를 분담 처리 한다. 또한 분과

위원장은 담당분과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8. 사 무 국 장 :  사무국장은 회장, 상임부회장 및 부회장을 보좌하며 이사회에 출석하여 회의록을 작성하며 회무를 처리 하고 사

무국을 통괄한다.
9. 사 무 차 장 : 사무차장은 사무국장의 임무를 보조하며 유고 시 대행한다.

제27 조(상무위원회 회의) 상무위원회 회의는 회장이 
임명하여 구성하고 다음사항을 의결한다. 
1. 총회 및 이사회에 상정할 의안 
2. 총회 및 이사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 
3. 총회 및 이사회 의결사항에 속하지 않은 모든 사항

제 5 장    이 사 회

제 28 조(이사회의 구성) 
1. 본회의 이사회는 회장, 직전회장, 부회장, 중앙임원, 지구 임원 이사로 한다.

제 29 조(이사회의소집및종류)  
이사회는 정기 이사회와 임시 이사회로 구분하고 다음 각호에 해당될 때 회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1.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2. 이사회 구성원의 2/3 이상이 회의 목적되는 사항을 서면 으로 명기하여 이사회 소집을 요구할 때
3.  전항 제 2호의 요구가 있을 때 회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소집 요구를 접수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

야 한다.
4. 정기 이사회는 매월 1회 회장이 소집한다. 
5. 임시 이사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와 제 2항의 요구가 있을 때 이를 소집한다. 
6. 회장은 이사회 소집을 하여할 때 이사에게 회의 2일전 까지 안건과 회의장소 일자를 명시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제 30 조(이사회의 의결) 본회 이사회의 의결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이사회는 그 구성원 2/3출석으로 성립되고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출석구성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정관 13조 제

명의건은 출석구성원 2/3이상의 찬성을 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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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총회의 특별의결, 사항에 속하는 안건을 의결할 때는 출석 구성원의 2/3이상의 찬성을 요한다. 
3. 부득이한 사정으로 출석할 수 없는 이사가 위임하였을 경우는 출석으로 본다.

제 31 조(이사회의 의결사항) 본회의 이사회는 다음의 사항을 의결한다. 
1. 이사회는 아래 각호의 사항을 심의 처리한다.

가) 총회에 제출할 의안 
나) 총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 
다) 분과위원회에 제출하는 건의 안 
라) 정회원의 퇴회 및 제명 
마) 회원 및 사회 인사에 대한 표창에 관한 사항 
바) 사무국 운영에 필요한 사항 의결 
사) 기타 본회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사항 
아) 사업계획 및 예산승인의 일부 변경사항 
자) 특별위원회 사항

2. 이사로서 이사회에 계속 3회 이상 출석하지 않을 시에는 자동으로 이사직을 상실한다. 
3. 이사회에서는 회의소집 통지서에 기재된 안건에 대하여서 만 심의를 행한다. 
4. 다만 출석 이사의 2/3이상이 긴급하다고 인정하여 의안으로 채택된 것은 심의할 수 있다.

제 32 조(이사회의의사록)   이사회의 의사에 관하여 결정된 사항을 이사회 종료 후 즉시 사무국은 의사록을 작성하고 회장은 작성
된 의사록을 차기 이사회에서 승인받아 보관하여야 한다.

제 6 장    월례회 및 분과위원회

제 33 조(월례회) 
1. 본회는 매월 월례회를 개최할 수 있다. 
2. 월례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에서 정한다.

제 34 조(분과위원회의설치)  본회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항을 조 사 연구심의 및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에 따라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 35 조(분과위원회의 구성) 
1. 분과위원회는 분과위원장 1인, 분과부위원장 1인 및 분과 위원 약간인으로 구성한다. 
2. 분과위원장 및 분과부위원장은 회장이 임명하고 총회에 서 인준 받는다. 
3. 회장, 직전회장, 부회장, 감사를 제외한 모든 회원은 원칙 적으로 분과위원의 구성원이 된다.

제 36 조(특별위원회)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이사회에서 승인을 얻어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 7 장    재 정

제 37 조(회계년도) 본회의 회계연도는 사업년도와 동일하다.

제 38 조(수입) 본회는 다음의 수입으로서 그 지출을 충당한다. 
1. 입회비 
2. 회비 및 특별회비 
3. 찬조금 
4. 사업 수익금 
5. 회장 및 부회장, 감사 입후보 등록금 
단, 등록금은 회관 건립추진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특별회계로 귀속한다.

[ 파주 청년회의소 정관 ]



181   

40주년

제 8 장    관 리

제 39 조(정관등의비치)  회장은 정관 및 제규정과 회원명부 총회 및 이사회의 의사록을 항시 사무국내에 비치하여야 한다.

제 40 조(보고서류의 제출)
1.  직전회장은 매년 1～2월중에 개최되는 정기총회 개최일자 로부터 10일전까지 회장 재임 사업년도(이하 전년도라 한다)에 대

한 다음 각호의 서류를 작성하여 전년도 감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가) 사업보고서 
나) 재무보고서

2.  전항에 규정한 서류를 접수한 전년도 감사는 엄밀하게 감사하여 당해 정기총회의 개최 5일전까지 의견서를 작성하여 직전회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직전회장은 전항의 의견서가 첨부된 전 1항의 서류를 당 해 정기총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 41 조(서류의 관람) 
1. 회원은 제 39조 및 제 40조의 서류를 관람할 수 있다. 
2. 회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전항의 관람을 거절할 수 없다.

제 42 조(제출)  회장은 정기총회의 종료 후 지체없이 제 40조 제 1 항의 서류를 지구회의소를 경유하여 사단법인 한국청
년회의 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 43 조(사무국) 
1. 본회는 그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파주시에 사무국을 둔 다. 
2. 사무국은 직원 약간인을 둔다. 
3. 사무국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에서 정한다.

제 9 장    보 칙

제 44 조(잔여재산의 처분)  본회가 해산될 때에는 잔여 재산은 총회 의 승인을 받아 본회와 유사한 목적을 가진 공익법인 또는 
사회단체에 기증

제 45 조(시행규칙)
1. 본 정관의 시행에 관한 필요한 세칙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사회에서 정하기로 한다.
2. 본 정관 또는 규정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국제청년회의소의 정관 지구회의소 정관 및 제규정을 준용한다.

제 46 조(정관개정의 신고)  본회의 정관에 변경이 있을 때는 변경될 부분을 명시하여 지구회의소를 경유사단법인 한국청년회
의소에 신고하여야 한다.

부 칙

1. 본 정관은 1977년 9월 20일부터 시행한다. 
2. 본 정관은 1982년10월 16일부터 시행한다. 
3. 본 정관은 1984년 2월 16일부터 시행한다. 
4. 본 정관은 198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5. 본 정관은 1989년 2월 19일부터 시행한다. 
6. 본 정관은 1991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7. 본 정관은 1992년 2월 19일부터 시행한다. 
8. 본 정관은 1996년 9월 18일부터 시행한다. 
9. 본 정관은 1993년 2월 18일부터 시행한다. 
10. 본 정관은 1994년 2월 20일부터 시행한다. 
11. 본 정관은 1995년 2월 12일부터 시행한다. 
12. 본 정관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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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주 청년회의소 정관 ]

13. 본 정관은 2002년 2월 24일부터 시행한다. 
14. 본 정관은 2007년 2월 24일부터 시행한다.

제 1 장    총 칙

제 1 조(목적)  본 규정은 파주청년회의소(이하 본회의소라 칭한다) 정관 제 22조 1항에 따라서 선거직 임원에 관한 사항
을 구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임원선거를 위한 총회의 구성) 
본회의 차기년도 선거직 임원을 산출하기 위하여 늦어도 차기 회계연도 개최 1개월전까지 총회를 구성하여야 한다.

제 3 조(선거관리위원회) 선거직 임원 선거에 관한 사무를 관리하기 위하여 선거관리 위원회를 둔다.

제 2 장    선거관리위원회

제 4 조(구 성)
1. 관리위원회의 위원은 관리위원장을 포함하여 5인으로 구성 한다. 
2.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은 직전회장이 되며 위원은 정회원 증에 위원장이 임명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관리위원장과 위원회의 임기는 당해연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4. 사무국장은 관리위원회에 참석하여 회의록을 정확히 작성 하여야 한다. 

제 5 조(직 무)
1.  관리위원장은 관리위원회를 대표하여 관리위원회의 업무를 통괄하고 총회 및 이사회에 출석하여 선거에 관한 제반 사무를 보

고하고 의견을 진술해야 한다.
2. 관리위원장이 유고시는 현 회장이 대행한다.
3. 관리위원회 위원은 관리위원장을 보좌하여 공정한 선거관리를 하여야 한다.
4. 선거관리위원장 및 위원이 공정한 선거관리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그 직위를 박탈할 수 있다.

제 6 조(의결사항) 관리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의결 시행한다.
1. 입후보자 자격심사 
2. 유효 투표수 확인 
3. 투·개표관리 
4. 투표권자의 명단 접수 및 확인 
5. 선거홍보 발행 
6. 당선자 확정 발표 
7. 기타 선거에 관한 제반사항

제 7 조(의 사)  관리위원회의 의결은 재적위원 2/3이상 출석과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일 
때는 관리위원장이 결정한다.

제 3 장    선거권 및 피선거권

제 8 조(선거권) 본회의소 정회원은 각 1표씩 선거권을 갖는다.(단, 당해연도 신입회원은 제외한다.)

[ 선거관리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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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 조(선거권 및 피선거권의 제약) 선거직 임원의 자격에 관하여는 
1. 회장은 본회의소 4년이상 회원 활동을 한자. 
2. 부회장 및 감사는 본회의소 3년이상 회원활동을 한자.
3.  회계연도말기(12월 31일)까지의 제반 의무금을 완납하지 아니한 회원은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가질 수 없다. (단, 보궐 선거시

에는 제외한다.)

제 10 조(입후보자 등록서류 및 등록) 
1. 선거직 임원 후보자는 다음 각호의 서류 및 등록금을 관리 위원회에서 의견되어 공고된 날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가) 등 록 신 청 서 1통 
나) 이 력 서 1통 
다) 반명함판사진 2통 
라) 입후보소견서 1통 
마) 주민등록초본 1통 
바) 제이씨경력서 1통 
사) 추 천 서 1통(5인이상) 
아) 등 록 서 1통 
자)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1통 
차) 기타 관리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 선거직 임원의 등록금액은 임시총회에서 결정한다. 
3. 등록금은 일체 반환되지 아니한다. 
4. 등록금은 관리위원회에서 관장하여 선거관리에 사용하고 선거 후 잔여금액에 대하여는 회관 건립 기금에 접수한다.

제 4 장 선 거 운 동

제 11 조(선거운동기간) 선거운동 기간은 당해 입후보자의 등록이 끝난 때로부터 선거일까지로 한다.

제 12 조(선거운동방법) 
1.  선거운동은 관리위원회 공영제를 원칙으로 하여 소신 및 기타 선거자료를 기재한 유인물을 선거전일까지 전회원에 게 배부하

여야 한다.
2.  입후보자나 지지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선거운동 을 하였을 때는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그 입후보자의 자격을 박탈할 

수 있다.
가) 과다한 향응의 제공
나) 회비의 대납 등 금품수수 행위 
다) 기타 본회의 명예를 손상시키고 질서 문란과 상호간의 불신을 유발하는 행위

제 5 장 투표와 개표

제 13 조(투표와 개표) 
1. 투표와 개표는 관리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총회에서 실시 한다. 
2. 투표는 무기명 비밀투표로 한다. 
3. 후보자가 단일일 경우는 투표권자 1인이라도 원하면 신임 투표를 하여야 한다.

제 14 조(재투표)  동점자가 2인 이상일 경우 동점자에 대하여 유효 투표수의 과반수 투표자가 없을 경우 1위와 2위에 대하
여 재 투표를 실시한다.

제 15 조(직접선거)   입후보자가 없는 경우에는 당 총회에서 직접 선 거하여 당선자는 선거관리위원회의 제반 결정에 따라야 한
다.

제 16 조(참관인) 투표와 개표 과정에서 후보자는 1인의 참관인을 둘 수 있다. 단, 선거관리위원장은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 17 조(당선자 결정) 
1. 선거직 입후보자는 총회에서 총 유효 투표수의 과반수를 얻어야 한다. 
2. 단일 입후보자인 경우에도 전항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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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8 조(재투표시 당선자 결정) 
1. 재투표의 경우는 다수 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 
2. 재투표에서는 동점일 경우 본 제이씨 재직 기간이 오래된 입후보로 한다. 
3. 전 2항의 경우 재직 기간이 같은 때에는 연장자로 한다.

제 19 조(당선자발표) 당선자가 확정되면 관리위원장은 지체없이 회 장에게 통고하고 당선자를 발표한다.

제 20 조(준용)  본 규정이외의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본 회의 소 정관 및 제규정에 의하고 한국 청년회의소 정관 및 
선거 관리 규정도 준용한다.

부 칙
1. 본 규정은 1981년 10월 10일부터 시행한다. 
2. 본 규정은 1982년 10월 16일부터 시행한다. 
3. 본 규정은 1991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4. 본 규정은 1996년 9월 18일부터 시행한다. 
5. 본 규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6. 본 규정은 2017년 2월 27일부터 시행한다.

제 1 조(목적) 본 규정은 유능하고 참신한 청년을 회원으로 입회케하여 제이씨 발전을 도모하는데 그 목적을 둔다.

제 2 조(회원자격) 
1. 정관 제 8조에 의거하여 20세 이상 만 45세 이내인 자로서 인품 있고 건실한 직업을 가진 청년이어야 한다.
2. 본 회의소 행사(이사회 및 기타행사)에 2회 이상 옵서버로 참석을 하여야 입회자격이 주어진다.

제 3 조(추천 및 보증)
1.  추천자는 월 회비 기타 회비를 완납한 회원으로서 만 1년 이상 회원 활동을 하고 출석률 70%(월례회 및 기타모임)이 상이라

야 함.
2. 추천자는 이사회에 필히 참석하여 입회 희망자에 대한 신 상 문제를 설명하여야 한다. 
3. 추천자 및 보증인은 입회 승인된 회원에 대하여 정관 제 9 조의 의무이행에 관하여 1년간 (최대한의 성의로서) 책임진다.

제 4 조(가입신청) 입회희망자는 다음 각회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회원 입회원서 및 서약서 각 1통(별도양식) 
2. 회원기록카드 2매 
3. 반명함판사진 10매 
4. 최종학교졸업증명서 1통 
5. 주민등록등본 1통

제 5 조(면 담) 
1. 회원확충분과위원장은 입회원서를 제출한 입회 희망자를 면담하여야 한다. 
2. 회원확충분과위원장은 면담 후 의견서를 첨부하여 이사회 에 입회 승인 안을 상정한다.

제 6 조(이사회의 승인) 
1. 입회 승인은 무기명 투표로 출석이사 2/3이상 찬성이 있어 야 한다. 

[ 입회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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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승인이 있은 후 5일 이내 사무국은 본인에게 통지로서 통보하여야 한다. 
3. 입회규정 제3조 2항, 제4조, 제5조 2항에 위배된 사항은 이 사회에 상정할 수 없다.

제 7 조(입회비등 제의무금 납부) 
1. 입회 승인된 회원은 통보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입회비 등 제반 의무금을 납입해야 한다. 
2. 전항의 기일까지 특별한 사유없이 납입하지 않을 때에는 입회 승인은 자동으로 무효가 된다.

제 8 조(선 서)
1.  회장은 입회 절차가 완료된 회원에 대하여 입회선서를 하 게 하고 회원증, 뺏지 당해연도 사업계획서 예산서 및 정관 등을 전

달하여야 한다.

제 9 조(연수의무)  신입회원 가입 후 6개월 이내에 중앙 훈련원에 입소 연수를 필하여야 하며 만약 연수를 필하지 아니하였
을 때는 정회원 자격과 권리를 부여하지 않고 준회원으로서 남는다.

제 10 조(전입회원) 
1. 타 제이씨 회원이 본회에 전입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사무국에 제출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가) 제 4조에 의한 제반서류 
나) 전입 신청서 
다) 전 회의소 제회비 완납증명서

2. 전 회원은 입회금을 제외한 제반 의무금을 완납하여야 한다.

부 칙 
1. 본 규정은 1981년 10월 10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2. 본 규정은 1984년 2월 25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3. 본 규정은 1990년 2월 17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4. 본 규정은 1994년 2월 20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5. 본 규정은 1998년 1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6. 본 규정은 2002년 2월 24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제 1 조(여행 중 품위 유지 의무)   해외여행자는 해외여행 중 파주청년회의소 회원으로서의 품위를 유지하여 국위선양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부 칙
1. 본 규정은 1981년 10월 10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2. 본 규정은 1984년 2월 25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3. 본 규정은 2008년 2월 29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 해외여행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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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조(목적)  본 규정은 본 회의소 회원 또는 타 회의소 회원 및 외 부인사를 선정하여 본 회의소 이념 및 목적에 모범이 
됨을 인 정하여 본 회의소 회장이 포상하여 그 뜻을 높이 평가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 2 조(포상의 종류) 본 회가 수여하는 포상의 정류는 각 항과 같다. 
1. 년차표창 : 당해연도 창립 기념식 또는 이임식때에 수여하 며 종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가) 최우수 회원패상 
나) 우수 회원패상 
다) 최우수 분과위원장패상 
라) 우수 분과위원장패상 
마) 최우수 신입회원패상 
바) 우수 신입회원패상 
사) 최우수 부인회원패상 
아) 우수 부인회원패상
자) 직전회장패상

2. 특별표창 : 당해연도 정기총회, 임시총회에서 수여하는 종 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가) 최우수 참가상 
나) 회원 확충상 
다) 공로상 
라) 기 타

3. 대외포상 : 본 회가 대외적으로 포상할 경우 창립 기념식에 서 한다.

제 3 조(대상자 및 기록작성) 
1. 년차 표창자는 본 회의소에 정회원으로 입회한지 만 1년이 경과된 회원이라야 한다. 다만, 특별표창과 대외포상은 예외로 한다. 
2. 기록표창 분과위원장은 당해연도 회원활동에 관한 기록표 를 작성하여 전 회원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한다.

제 4 조(평점의 기준) 기록표의 평점 기준은 다음과 같다. 
1. 임원연수 및 이사회참석(3점) 옵서버 참석도 동일함 
2. 중앙 및 지구에서 주관하는 행사(10점) 
3. 외부행사 및 타 회의소 방문횟수(5점) 
4. 월례회 및 각종 행사참석, 각종행사 준비참석(10점) 
5. 회비납입 관계(월별 2점) 
6. 외국자매JC방문 및 외국개최 각종대회참석(20점) 
7. 스폰서, 기타 행사 준비관계 등을 고려, 회장단 협의 가점 (개인별 월1～10점)

제 5 조(포상자료제출)  기록표창분과위원장은 공정한 포상 평점 기 준표에 따른 포상자료를 작성하여 이사회에 포상 신청안을 
상정한다.

제 6 조(수상자의 결정) 
1. 이사회는 회장단 회의 및 운영위원회 협의를 거친 후 당해 연도 수상자를 심의 결정한다. 
2. 전항의 경우 본 규정 제 4호에 의한 평점을 충분히 참작하 여야 함. 
3. 외부의 추천 의뢰에 의하여 본 회의소 회원이 표창을 받게 된 때에도 전1) 전 2항을 준용하여 회장이 상신하다.

부 칙 
1. 본 규정은 1981년 10월 10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2. 본 규정은 1994년 2월 20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3. 본 규정은 1995년 2월 12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4. 본 규정은 2002년 2월 24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 포상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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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본 규정은 2003년 11월 2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제 1 조(목적) 본 규정은 파주청년회의소 회관기금을 조성 관리하는데 목적을 둔다.

제 2 조(기금관리위원회 구성) 
1. 본 규정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기금 관리위원회(이 하 관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2. 관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현 회장, 역대회장으로 한다. 
3. 관리위원장은 직전회장이 된다. 
4. 선임된 위원의 임기는 본회 임원과 같다.

제 3 조(직무)
1.  관리위원장은 관리위원회를 대표하여 회무와 기금관리를 통괄하고 총회 및 이사회에서 기금에 관한 결산보고와 의견을 진술

하며 기금에 관한 인장을 관리한다.
2. 위원은 위원장을 보필하여 기금조성과 공정관리에 연구 참여한다.
3. 위원회 간사(사무국장)는 관리위원회의 제반 서류를 작성 기록 보관하며 기금에 관한 통장을 관리한다.

제 4 조(보존) 관리위원회 조성되는 기금 내역과 조성되는 기금 내역 과 찬조금 기탁자 명단을 영구 보존한다.

제 5 조(기금조성) 관리위원회는 기본 목적으로 조성되는 기금은 다 음의 수입으로 한다. 
1. 선거직 임원등록금 
2. 회원 입회비 
3. 특별사업 수입 
4. 기타 찬조금

제 6 조(기금사용) 조성된 기금은 회관건립 및 사무국의 이전에 사용할 수 있다.

제 7 조(결산 및 회계) 
1. 관리위원회는 별도 계정을 두고 감사 후 총회에서 결산 보 고한다. 
2. 회계연도는 본회 사업회계년도와 같다.

제 8 조(개정) 본 규정은 개정의 필요로 느낄시에는 관리위원 회의심의를 거쳐 이사회이 의결을 득한뒤,총회에서 개정을 받는다.

부 칙
1. 본 규정은 1983년 2월 23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2. 본 규정은 1984년 2월 25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3. 본 규정은 1991년 2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4. 본 규정은 1992년 2월 19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5. 본 규정은 2007년 2월 24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 회관기금관리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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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조(설치및목적) 파주청년회의소(이하 본 회의소라고한다) 
부인회원 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하고 본 회의소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본 회의소에 부인회를 둔다.
제 2 조(자격) 
1. 본 회의소 정회원의 부인은 자동적으로 부인회의 회원이 된다. 
2. 부인회원의 권리 및 의무와 회원 자격의 상실 및 휴적에 관한 사항은 본 회의소 정관의 회원에 관한 조항을 준용한다.

제 3 조(기구 및 임원) 
1. 부인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임원을 두고 임기는 1년으로 한다. 
2. 임원은 남편의 직위와 동일하게 한다. 
3. 회장은 본 회의소 회장의 부인으로 하고 본 회의소부인회를 대표하여 부인회업무를 총괄한다. 
4. 감사는 부인회의 재정을 감시하고 그 결과를 정기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5. 부인회의 활동상 필요할 때는 고문, 운영위원 등 약간의 특별기구를 총회의 의결을 거쳐 설치 할 수 있다.

제 4 조(재정) 
1. 부인회는 매월 1회 정기월례회를 개최하고 당해연도 첫월 례회를 정기총회로 한다. 
2.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임시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제 5 조(담당)
1.  부인회와의 원활한 협조를 위하여 본 회의소 회장은 본 회 의소 회원 중 이사 급에서 1인의 부인회 담당이사를 임명 하여야 한

다.
2. 담당이사는 부인회 활동을 적극 협력하고 그 상황을 회장 및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 6 조(준용) 본 규정 이외의 필요한 사항은 본 회의소 정관 및 제 규정을 준용한다.

부 칙
1. 본 규정을 1998년 1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제 1 조(목적)  청년회의소 기본이념 및 지역사회개발 목표를 구현시 키기 위하여 지역사회발전에 헌신적으로 노력한 모
범청년을 시상하기로 하고 그 수상과정을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운영하기 위 하여 본 규정을 둔다.

제 2 조(수상자격)   청년대상의 수상자격은 파주시 일원에 거주하거 나 근무처를 둔 만 20세 이상 만 40세 미만의 남녀로서 
파주 시 발전에 탁월한 공로가 인정되는 자로 한다.

제 3 조(수상부문) 
1. 수상부문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공무원부문 : 각 1명 
가) 행정공무원 부문 
나) 교육공무원 부문 
다) 경찰공무원 부문 

[ 부인회운영규정 ]

[ 청년대상에 관한 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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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소방공무원 부문 
(2) 근로자 부문 : 1명 
(3) 농민 부문 : 1명

2. 각 부문별 수상자 중 가장 현저한 공적이 있는 자 1명에게 종합 청년대상을 시상한다.

제 4 조(추천) 
1. 해당부문 수상 자격자는 소정 양식에 의거 추천자의 복수 또는 단인 추천에 따라 본 청년 회의소에 신청할 수 있다. 
2. 각 부문별 추천자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행정공무원부문 : 파주시장 
(2) 교육공무원부문 : 파주시교육장 
(3) 경찰공무원부문 : 파주경찰서장 
(4) 소방공무원부문 : 파주소방서장 
(5) 농민, 근로자부문 : 파주청년회의소 당해연도 회장

제 5 조(심사) 
1. 추천된 수상 자격자는 청년대상 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 회라한다)의 심사에 따라 수상자로 결정된다. 
2. 심사위원회는 다음 각호로 구성한다.

(1) 파주청년회의소 직전회장 
(2) 파주청년회의소 특우회장 
(3) 파주청년회의소 당해연도 회장

3. 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현 회장이 되며,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4. 심사위원회는 해당부문에 적격자가 없다고 판단될 때는 수 상자가 없는 것으로 할 수 있다.

제 6 조(시상) 시상에 관한 사항(시상 및 부상)은 이사회의 결정에 따른다.

부 칙
1. 본 규정은 1989년 2월 19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2. 본 규정은 1991년 2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3. 본 규정은 1998년 1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제 1 조(목적)  본 규정은 파주청년회의소가 창립 25주년을 맞이하여 숭고한 JC 이념을 추구하는 뜻으로 지역사회를 위
한 사회환원사업을 관리하는데 목적이 있다.

제 2 조(기금관리위원회 구성) 
1. 본 규정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기금 관리 위원회를 둔다. 
2. 관리위원회는 위원은 당해연도 회장단, 사무국장, 담당이사 와 운영위원들로 한다. 
3. 관리위원장은 회장으로 한다. 
4. 선임된 위원의 임기는 본회 임원의 임기와 같다.

제 3 조(직무)
1.  관리위원장은 관리위원회를 대표하여 회무와 기금관리를 통괄하고 총회 및 이사회에서 기금에 관한 결산보고와 의견을 진술

한다.
2. 위원은 위원장을 보필하여 기금조성과 공정관리에 연구 참여한다. 
3. 위원회 간사는 관리위원회의 제반서류를 작성 기록 보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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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기금에 관한 통장은 관리위원장이 기금에 관한 인정은 직 전회장이 관리한다.

제 4 조(기금조성)  사회 환원 기금은 특별 회계 부분인 회관건립기 금과 20주년 부지마련기금을 합산한 금액(기금조성원금)
으로 하고 그 기금조성원금에서 전년도 12월 31일까지 발생하는 이 자로 사회 환원사업을 한다. (기금조성
원금은 절대로 사회 환 원사업을 할 수 없다.)

제 5 조(운영과 책임)  관리위원회의 운영은 위원회에서 정하며 총회 에서 승인되지 않은 기금의 사용에 대해서는 민법상의 책임
을 진다.

제 6 조(결산 및 회계) 
1. 관리위원회는 별도 계정을 두고 감사 후 총회에서 결산 보고한다. 
2. 회계연도는 본회 사업 회계연도와 같다.

제 7 조(개정 및 해체) 
1. 본 규정은 개정의 필요를 느낄 때는 이사회와 관리위원회 에서 발의하여 총회에서 개정 받는다. 
2. 파주청년회의소 회관을 건립할 때는 기금조성원금을 해체하여 원상태로 회관건립기금 및 부지마련기금으로 활용한다.

부 칙
1. 본 규정은 2002년 11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 1 조 (목적) 본규정은 본회의 수탁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수탁 관리 위원회 구성) 
1. 수탁관리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수탁시설 관리위원회(이하 관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2. 관리위원회의 구성은 현 회장, 역대회장으로 한다. 
3. 관리위원회의 장은 현 회장으로 한다.

제 3 조 (수탁시설의 조직 및 운영)  
1. 수탁시설에 회원 중에 이사장 1인을 두고, 수탁시설의 재정 및 홍보를 관장한다.
2.  수탁시설에 상근 또는 비상근 소장 1인을 두고, 수탁시설의 제반적인 업무 및 운영을 수행하며 상근 소장의 경우 반드시 이사

회에 참석하여 보고의 의무를 진다.

제 4 조(고용) 수탁시설의 소속직원의 임용은 관리운영 위탁협의서에 의한다. 

제 5 조(재정) 수탁시설 재정에 관한 사항은 사회 환원 기금 관리규정에 의한다.

제 6 조(결산 및 회계) 
1. 관리위원회는 별도 계정을 두고 감사 후 총회에 결산 보고한다. 
2. 회계연도는 본회 사업 회계연도와 같다.

제 7 조(개정) 본 규정은 관리 위원회와 이사회의 승인을 거쳐 총회에서 결의하여 개정한다.

부칙 
1.본 규정은 2008년 2월 29일부터 시행한다. 

[ 수탁시설의 운영에 관한 관리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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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회의 진행법이란?
  한 집단의 총회를 결정하려고 할 경우 일정한 원칙을 바탕으로 하여 다수의 횡포를 예방하고 소수의 지배를 막으면서 전

체의사의 합리적 공통분모를 찾는 가장 편리한 방법을 말한다.
※3대 정신 : 예의, 질서, 참여

2. 회의규칙의 원칙
 ① 회의 공개의 원칙
     회의는 공개된 가운데 행하여짐을 원칙으로 한다. 그러나 절대적인 것은 아니다.
 ② 정족수의 원칙
     정족수의 실수엔 재적수와 법정의 정족수 둘이 있다. JC는 전자에 속한다,
 ③ 일 의제의 원칙
     회의에서는 언제나 한 의제씩 만을 다루어야 한다.
 ④ 발언자유의 원칙
     언론의 자유는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적 인권이다. 그러나 악용 또는 남용해서 의사진행을 방해해서는 안된다.
 ⑤ 폭력의 부정
     폭력은 어떠한 경우라도 용납될 수 없다.
 ⑥ 회원평등의 원칙
     남펴노소 빈부귀천을 막론하고 그 회의의 일원인 이상 어떠한 차별도 있을 수 없는 것이 회원평등의 원칙이다.
 ⑦ 과반수 또는 다수결의 원칙
     가부동수일때는 불편을 드는게 아량있는 처사이나 JC정의에는 의장이 결정권을 가진다.
 ⑧ 소수의견의 존중
     다수의결의 원칙은 소수의 의견을 존중한다는 정신이 선행되어야 비로소 힘을 발휘할 수 있다.
 ⑨ 일사부재리의 원칙
     일단 부결이 된 의안은 그 회기 중엔 다시 상정시키지 않는다.

3. 동의가 표결까지 진행되는 순서
 A. 발언권을 얻는다.
 B. 동의(의견)를 제출한다.
 C. 동의를 재청한다.
 D. 의장이 그 동의를 선포한다.
 E. 토론한다. 제안설명, 질문, 토론, 수정(개의), 재수정안(재개의), 토론종결
 F. 표결에 부친다.
 G. 의장이 표결의 결과를 발표한다.
     위의 A,B,C는 의안(동의)이 회의전에 미리 제출되어 의사일정에 올라올 경우는 생략한다.

4. 회의용어 해설
 ① 회기
      개회에서 폐회될 때까지 수개월이 걸리는 경우도 있고 몇 분간에 끝나는 수도 있다. 개회에서 폐회까지의 기간을 회기

라 한다.
 ② 개회와 개의
     국회와 같이 회기가 수개월이나 될 때 첫 회의를 개회라고 매일 회의를 시작할 때의 개회를 개의라고 한다.
 ③ 폐회와 산회
     회기가 장시간일때 그날 그날 회의를 마치는 것을 산회라 하고, 한 회기가 다 되어서 끝나는 것을 폐회라 한다.
 ④ 휴회와 휴게
     한 회기중에 며칠 쉬는 것을 휴회라 하고, 하루 회의중 잠깐 쉬는 것을 휴게라 한다.
 ⑤ 독회
      회칙안이나 예산안 따위처럼 그 조항으로 되어 있을 뿐더러 그것을 분할해서 심의할 수 없는 복잡하고 신중을 기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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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의안을 심의할 때는 이 방법을 쓰는 것이 좋다.
     •제일독회 : 제안자의 설명을 듣고 대체적인 질문과 토의를 함 제이독회에 넘기느냐의 여부를 결정함.
     •제이독회 : 각 조항을 축안적으로 심의하고 수정해야 전조항을 제삼독회에 넘긴다. 
     •제삼독회 : 제이독회에서 넘어온 그 안 전체에 대한 가부를 최종적으로 결정한다.

5. 동의의 분류와 순위
※제안성립 3조건 : 행동으로 옮길 수 있는 안건, 처리할 수 있는 안건, 그리고 반드시 긍정적 안건이어야 한다.
 (1) 원동의
     재청필요, 토론가능, 수정가능 1/2이상 찬성필요, 부결되면 같은 회기중에 재심의 불가능
 (2) 보조동의
      원동의가 이미 상정되어 있을 때 그 동의에 관해서 수정이라던지 특별한 조치를 요구하여 그 동의를 목적한 방향으로 

능률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제출되는 동의
     ① 무기연기의 동의 :  목적은 원동의를 실질적으로 부결시켜 버리려는 것이나 동일함, 재의필요, 재청필요, 토론가능, 

수정가능 1/2이상 찬성필요, 번안 동의를 제출하여 재심의 가능.
     ② 수정동의 : 원동의의 일부를 삭제하거나 첨가하거나 어구를 삽입하거나 해서 수정하는 것이 이 동의의 목적 
     ③  위원회 회부와 재회부동의 : 이 동의는 위원회로 하여금 더욱 심의를 계속시켜 신중을 기하고 싶을때 재청필요, 수

정가능, 토론가능, 1/2이상 찬성필요
     ④  기한부 연기의 동의 : 원동의에 대한 충분히 생각해 볼 시간을 부여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동의 다음 회기 이후로 

연기불가능, 재심의 가능, 재청필요, 기한에 국한하여 토론 수정가능
     ⑤  토론제한 연장의 동의 : 시간을 유효하게 쓰자는데 목적이 있음. 재청필요, 토론불가, 수정불가, 재심의가능, 2/3이

상 찬성필요
     ⑥ 토론종결의 동의 : 재청필요, 토론불가, 수정불가, 2/3 찬성요, 재심불가
     ⑦  보류동의 : 원동의를 더욱 편리한 시기까지 연기초자 할때나 더욱 긴급한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재청필요, 토론

불가, 수정불가, 1/2 찬성요
     ⑧ 보류되었던 동의의 재상정 : (7)을 부활시키는데 목적이 있음.
     ⑨ 질문시간 제한연장동의 : 재청필요, 토론무, 수정없음, 2/3 찬성필요
     ⑩ 질문시간 종결동의 : 재청필요, 토론무, 수정없음, 2/3 찬성필요
     
 (3). 부수의 동의 : 임시동의
      의사의 순서며 절차에 관한 동의로서 회의중 다른 동의가 존재하고 있을 때 우연히 일어난 사항에서 발생해 오는 동

의, 우선 순위는 없다.
     ①  규칙일시 정지의 동의 : 회의체가 스스로의 규칙을 위반하지 않고서는 할 수 없는 어떤일을 희망할 때, 재청필요, 

토론불가, 수정불가, 재심의불가, 2/3이상 찬성요
     ② 동의철회 :  요구할 수 있는 사람은 동의의 제안자 뿐이다. 재청불가, 토론불가, 재심의 가능, 1/2이상 필요, 부결 후

에는 정.부가능, 
     ③ 심의 반대의 동의 :  원동의를 매장해 버리자는 목적, 동의에 대해서만 제출할 수 있으며 재청불가, 발언권을 얻지 

않고도 가능, 토론불가, 수정불가, 재심의불가, 2/3 찬성 필요
     ④ 서류낭독의 요구 : 재심필요, 토론불가능, 재심불가능, 1/2 찬성필요
     ⑤ 문제 분할의 동의 : 재청불가, 수정가능, 토론불가, 재심불가, 1/2 찬성필요
     ⑥ 표결방법에 관한 동의 : 재청필요, 수정가능, 토론불가, 재심불가, 1/2 찬성필요
     ⑦ 의사진행에 관한 이의 :  회의가 규칙대로 행해지지 않을 경우 그것을 바로잡기 위해서 발언 중에도 가능, 발언권 

없어도 가능, 의장은 우선권을 주어야 함, 재청불가, 토론불가, 항소가능
     ⑧ 의장의 결정에 대한 항소 :  승인필요, 재청필요, 수정불가, 토론가능, 의장은 한번만 의견진술 가능, 1/2 찬성필요, 

동수일대 자동가결
     ⑨ 표결재심의의 동의(번안동의) : 재청필요, 수정불가, 토론가능, 1/2찬성필요
     ⑩ 청원서 제출 : 재청가능, 토론가능, 수정불가, 다수가결
     ⑪ 보고 접수승인 : 재청가능, 토론가능, 수정불가, 다수가결
     ⑫ 선거방법 : 재청가능, 토론가능, 수정가, 다수가결
     ⑬ 추천중지 : 재청가능, 토론불가, 수정불가, 2/3 찬성필요
     ⑭ 심의방법(불활) : 재청없고 토론불가, 수정불가, 다수가결



193   

40주년

     ⑮ 재표결요규 : 재청없고 토론없고 수정없고 의장결정
 (4) 우수동의 : 특수동의
      회원의 권리, 특권에 관한 것으로서 다른 동의에 구애됨이 없이 독립적으로 제출할 수 있다. 이처럼 우선 순위가 정해

있다.
     ①  일정변경의 동의 : 재청필요, 토론불가, 수정불가, 재심불가, 2/3 이상 필요, 부결 후에도 사정의 변함에 따라 재상

정 가능.
     ②  일정촉진의 동의 : 재청불가, 의사 진행중에도 제출가, 토론불가, 2/3요. 가결되면 그때까지의 의사는 중지되고 다

음 회의에 시의만료된 의사때에 심의한다.
     ③ 특권문제에 관한 요구(특청) : 회원의 권리가 부당하게 침해되었을때 재청불가, 수정불가, 토론불가, 1/2 찬성필요
     ④ 휴게동의 : 재청필요, 정족수 미달일 경우도 제출가능, 재심불가능
     ⑤  폐회 또는 산회의 동의 : 재청필요, 수정불가능, 토론불가능, 재심불가능, 정족수 미달시 제출가능, 1/2 찬성필요, 

다음 경우는 이 동의를 제출할 수 없다. 다른 사람 발언 중, 이 동의가 부결된 직후 다음회 일시장소가 미결한 경우.
     ⑥ 다음번 회의의 일시와 장소 : 재청필요, 재심가능
     ⑦ 규칙상 질문 : 재청없고, 토론없고, 표결없다.
      ※ 가부결정되지 않는 것을 미결이라고 한다.
          세번째까지 가부결정 - 다음 회기로 미루든 폐기하든 - 제한 미결없음 - 선거는 당선될 때까지 미결
      ※ 나쁜회의 : 모이되 토론하지 않고 토론하되 결정하지 않고 결정하되 시행하지 않고, 시행하되 책임지지 않는 회의
      ※ 좋은회의 : 모여서 토론하고, 토론하며 결정하고, 결정하여 시행하고, 시행하고 책임을 진다.
      끝말 : 회의 진행방법은 누구나 잘 익혀두면 언제고 한번 꼭 자랑할 때가 있게 됩니다.

6. 폐회또는 산회
  폐회시간이 되어서 회원 가운데서 회의 시간을 연장하자는 동의가 나오거나 의장이 회원에게 의논하는 경우도 있다. 만

일 다음번 회의의 일시를 정하고 싶을 때에는 회원의 동의로서 결정한다.

 표결방법에 관하여
 1. 점낙에 의한 방법(만장일치의 법칙)
 2. 발성에 의한 방법

 3. 거수또는 기입에 의한 방법
 4. 점호에 의한 방법
 5. 투표에 의한 방법
    ① 기명투표
    ② 무기명 투표
    각 회원의 의사를 기록에 남겨 그 책임을 명백히 할 필요가 있을 때 하는 투표 방법

7. 의장이 알아야 할 사항
 ①  발언자는 의장의 허가를 필요로 한다.
     의장은 찬반 우열에 공평하게 발언권을 주어야 하고 발언자의 발언은 평가, 공격, 감정적으로 대응해서는 안된다.
 ②  토론을 의안에서 벗어나지 않게 할 것
 ③  재청된 동의는 반드시 토론 표결되어야 하지만 불법적인 제안을 거절할 수 있다.
 ④  같은 회기내의 회의에서 한번 표결에 부친 의안은 번안 동의가 없는 한 재상 정하지 않는다.
 ⑤ 소수인에게 발언을 독점시켜서는 안된다.
 ⑥ 토론중지의 찬반을 토론중지 동의 없이도 회원에게 물을 수 있다.(의장의 권한)
 ⑦ 동의가 성립되면 의장은 일어나서 동의의 전문을 다시 낭독해야 한다.
 ⑧  의장이 동의를 제출하거나 토론에 참여하고 싶을 때에는 부의장에게 사회권을 넘기고 의장석에서 물러나서 회원의 자

격으로 의장에게 발언권을 얻어 발언해야 되며 문제의 표결이 끝날때까지 의장석에 돌아갈 수 없다.
 ⑨ 의사 진행 방해자에게 퇴장을 명할 수 있다.
 ⑩ 회의장이 혼란에 빠졌을 때 의장은 폐회를 선언할 수 있다.
 ⑪ 가부동수일때는 의장이 자유의사에 의해서 결정권을 행사한다. 결정하여야 할 의무는 없다.
 ⑫ 의장이 직권을 남용하여 회의에 부쳐 표결하지 않고 독단적 결정을 내렸을 경우 회원은 그 결정에 대하여 항소할 수 있다. 
 ⑬ 의안이 결정된 것을 선포 발표할 때는 의사봉을 3번 쳐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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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회원이 알아야 할 사항
 ①  JC 이념과 목적을 이해하고 정관 및 제규정과 회의진행법을 알아야 한다.
 ②  자기의 발언에 대하여 책임을 가져야 한다.
 어떤 문제에 대하여서나 명확한 판단을 하여 분명한 태도를 취해야 한다.

9. 발언의 요령
 (1)  발언을 할 때 주의할 점
     (가) 남이 발언하고 있을때는 발언하지 말 것.  
     (나) 발언은 의안의 범위내에서 할 것
 (2) 제안설명을 할때의 요령
     (가) 자기의 제안을 무엇을 어떻게 하고 싶다는 목적을 분명히 인식시킨다.
     (나) 이 안을 제안하게 된 동기를 실제 근거를 제시하면서 설명한다.
     (다) 그러한 단점은 이러이러하게 함으로서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점까지 지적한다.
          이러한 요령으로 제안 설명을 하고나서 자기의 안을 지지해 줄 것을 호소하고 제안설명을 마친다.
 (3) 의견을 진술할 때의 요령
      회원들은 발언자가 찬성쪽이냐 반대쪽이냐를 먼저 알고 싶어한다. 발언을 할 때 결론부터 말하고 그 이유를 설명해  나

가는 역사법을 쓰는 것이 효과적이다.
     (가) 발언은 의장을 향해서 할 것(한국청년회의소는 예외)
     (나) 감정에 흐르지 말것.
     (다) 메모를 이용한다.
     (라) 의안에 대하여 사전에 연구한다.

10. 회의진행순서 해설
     ①  정원수의 확인과 개회선언
         의장은 서기한테서 회원이 정족수에 달하였다는 보고를 받으면 개회를 선언함.
     ② 의사록 회의록 통과
          개회선언이 끝나면 전회원의 의사록을 기록서기가 낭독한다. 의장은 정정여부를 물어보고 의사승인을 선포한다. 

정정요구가 타당할 경우에는 받아들이고 타당하지 않을 경우에는 거부한다. 이 거부를 받아 들이지 않을 때는 동
의를 내고 표결에 부쳐 정정여부를 결정한다.

     ③ 특별일정
          특별히 중요한 문제는 그 자리에서 당장 심의하지 않고 동의(기한부 연장의 동의)를 내어서 다음 회기로 미룰수 있

다. 이동의는 반드시 시간을 명시하기로 되어있다. 예) 차회 의사록 통과 직후 따위로
     ④ 의장(회장) 인사
          의장은 동의를 낼 수도 토의를 할 수도 없지만 의장 인사로서 자신이 희망감상을 회원에게 진술할 수 있다. 이 개

회에 회의 사이의 공백기간에 생긴 일을 의장이 독단으로 처리하였을 경우 그것을 보고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⑤ 서기 회계의 보고
         1.  서기가 회에 보내온 모든 서류통신을 낭독하여 하나하나 처리한다. 처리할 수 없는 문제는 위원회에 회부하든지 

보류한다. 
         2. 수입과 지출에 관한 보고이며 그 보고서는 철해두거나 회계 감사위원회에 회부한다.
     ⑥ 위원회보고
        1. 분과위원회보고 :  분과위원회에서 결의된 사항을 분과위원장이 보고한다. 위원회 보고를 통해서 개인적 의견을 

말해서는 안된다.
        2. 특별위원회보고 : 위원회보고가 부결되었을 경우엔 재회부 동의를 낼 수 있다. 분과위원회 보고방식과 같다.

11. 토론의 설명
     1.  제안이유 설명(제안자)
     2. 질문 또는 질의 : 질문의 형식을 빌어서 반대 의견 따위를 말해서는 안된다.
     3. 토론 또는 토의 :  찬성의견을 먼저 요구하는 편이 능률적이다. 제안자가 빠뜨린 좋은 점이 있을 경우 보충되기 때

문이다. 일반적으로 찬성←반대→찬성-반대의 우호로 토론을 진행시킨다.

[ 회의진행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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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수정동의(개의) :  원동의에 대체로 찬성은 하지만 내용을 좀 수정하였으면 좋겠다고 생각될 때 수정동의를 낼 수 있
다. 재청이 있으면 즉시 질문, 토론에 들어간다.

     5. 재수정동의(재겨편) : 개의를 더 수정하고 싶을 경우 제출되는 동의 이상의 수정안은 허용되지 않는다.
     6. 토론종결 :  의장이“토론종결에 이의 없습니까?”라고 물어도 좋고 토론종결 동의를 내어도 좋다. 이 경우의 2/3이

상의 찬성으로서 토론종결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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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C란 무엇인가?

총회란?
  ⊙ 총회는 본회의 최고 의결기관이며 정기 총회와 임시총회로 나눈다.

 정기총회 : 매년 1월에 개최

 임시총회 : ① 회장 및 이사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할때

  ② 정회원 재적 1/3 이상의 총회 소집목적에 따른 이유서를 사무국에 제출하였을 때

 결의사항 : ① 정관개정

  ② 사업계획 채택 및 승인

  ③ 예산 결산 승인

  ④ 회장, 부회장, 감사 선임 및 해임

  ⑤ 임명직 임원의 인준

  ⑥ 본 회의소 해산

 성립 및 의결 : 재적 과반수 회원의 출석으로 성립되며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의

       (정관에 따라 성립의 변화 있음)

 * 가부동수인 경우 의장이 결정

월례회란 무엇인가?
  1. JC의 각종회합

 JCI - 총회, 이사회, 상무위원회, 분과위원회, 세계대회, 지역대회

 NOM - 총회, 이사회, 상무위원회, 분과위원회, 전국회원대회

 ROM - 총회, 이사회, 합동월례회, 체육대회, 지구회원대회

 LOM - 총회, 이사회, 분과위원회, 월례회

  ⊙  JC에서 이념구현의 행동단위는 LOM이며 LOM에서 사업을 위하여 전회원이 모여 어떤 결정을 내릴 수 있는 기회는 총

회와 월례회 뿐이다.

  ⊙  월례회 (Monthly Meeting)에서는 각 분과위원장의 활동이라든지 지방회의소의 전체적인 활동에 대한 보고와 이에 대한 

의견교환을 통하여 그 지방회의소의 활동에 대하여 검토하고 방향의 조성을 꾀하는 가장 중요한 기본적 회합이다.

  ⊙  JC의 모든 활동이 각종 화합을 통하여 이뤄지고 있으며 모든 회원이 그 활동에 참여하는데 큰 의의를 두고 있다고 생

각할 때 월례회의 비중이야말로 가장 크다고 하겠다.

  ⊙ 월례회의 몇가지 형

 ① 연사초빙 월례회

 ② 사업토의 월례회

 ③ 가족동반 야유회

 ④ 봉사회

 ⑤ 운영회

 ⑥ 견학회

의장석

기록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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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회란?
 ① 찹타의 중심기관으로서 모든 활동과 운영을 지도 감독하는데 그치지 않고 그 이상으로 움직여야 한다.

 ② 제반활동이 수행 성취되도록 촉진시키는 촉매적 역할을 하여야 한다.

 ③ 회의의 결과는 창의적이고 전도적이어야 하며 통일된 단체행동을 조정하도록 해야 한다.

 ④  정기적으로 개최되어야 하고 모든 의안이 채택되기 전에 충분히 검토되도록 하기 위해 회의준비와 회의 진행원칙에 

따라 진행한다.

 가. 효과적인 이사회

    ① 회장과 사무국장이 협의하여 의안을 작성, 늦어도 회의개최 ?일전에 회의 구성원들에게 배부

    ② 이사들로 하여금 서면보고서를 제출하게 해야한다.

    ③ 회의가 끝난 뒤 빨리 회의록을 회람시켜 이사들의 자기 책임을 파악할 수 있게한다.

 나. 상무위원회

JC회원 존칭, 호칭에 대하여
 가. 회원 소개시에는 JC직위 다음에 성명으 ㄹ소개하되 다음 요령에 의한다.

     1. 한국청년회의소(JC) 제 x 대 중앙회장을 역임하신 * * * 선배(특별회원이 된 경우)

     2. 한국청년회의소(JC) x x x (중앙회장이하 임원의 직명) * * * 회우

     3. 지구청년회의소(JC) x x x  (직명)  x x x  회우

     4. 청년회의소(JC) x x x  (직명)  x x x  회우

 나. 사무국 또는 JC행사시에 회원 호칭할때? (예. 김복동)

     1. 김복동회장 또는 김회장

     2. 김복동부회장 또는 김부회장

     3. 김복동이사 또는 김이사

     4. 김복동위원장 또는 김회우

     5. 김복동회우 또는 김회우

     6. 김복동회우부인 또는 김회우부인

     7. 김복동특우회 선배님

회원복장 및 뺏지
 A. 복장의 종류 및 착용시기

    1. 정복 : 곤색 상의, 회색 하의 (넥타이 착용)

       1)  착용시기 : 찹타의 월례회, 총회, 창립기념식, 지구JC회원대회 및 창립기념식, 총회, 전국회원대회, 한국JC의 날 

기념행사, 총회, 이사회 및 특별히 착용을 요청하는 회의 또는 행사시 착용

    2. 평상복 : 넥타이 착용의 양복(상하의 색 구분없음0

       2) 착용시기 : JC정복 착용시기를 제외한 모든 JC행사 또는 회의시 착용

    3.  JC부인 복장 어느 경우에도 특별한 제한은 없으나 가급적 찹타 또는 지구별로 통일복장 (한복 또는 양장) 착용을 

권장함.

 B. 뺏지

    1.  JC 회원은 (정회원 및 특별회원) 모든 JC행사 및 회의시에는 반드시 중앙에서 제작한 소정 뺏지(중앙회장, 회장, 

JC) 쎄네타 (특별회원, 일반회원 구분)를 상의 좌측 깃에 부착해야 한다.

    2. JC 부인은 부인용 브롯지(JC뺏지 부착된 것)를 상의에 착용해야 한다.

JC란 무엇인가?
 JC(Jaycees)란 인종, 국적, 신앙, 성별, 직업에 관계없이 건실한 사상을 가진 만 20세부터 40세까지의 젊은이로 구성된 

청년단체이다. JC는 전세계 자유우방 90여 회원국으로 조직되어 있는 세계 최대의 순수한 국제적 민간사회단체이며, 전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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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에 1만2천5백여개에 달하는 챕터가 있으며 50만여 회원으 포용하고 있다.

 JC는 젊은이들이 그들의 지역사회와 그들 자신을 개선하고 발전시키기 위해 우정을 가지고 함께 노력하는 단체이다. 각

기 자기가 속해있는 지역사회에서 복지사회로의 발전에 기여하고 나아가 세계평화와 번영에 이바지하며, 특히 이러한 활동

에 참여함으로써 자신의 숨은 지도력을 스스로 개발하여 장래 지도자로서의 훈련을 쌓는데 그 목적이 있다.

 JC는 젊은이들에게 위원회의 장으로서, JC의 임원으로서의 책임을 가르친다. JC는 젊은이들에게 책임감, 판단력, 결단력, 

효과적인 화술, 경영관리 능력을 길러주는 귀중한 경험을 쌓을 기회를 제공한다. 한마디로 말해 지도자로서의 역량을 쌓게

해 준다.

 그들은 JC의 프로젝트나 각종 회의에 참여함으로써 효과적인 인간관계를 배우고 구성원으로서의 연대의식을 배우게 된다.

 JC를 통해 개인은 변화를 받는다. 상대를 이해할 줄 모르는 아집과 독선을 버리고 대화속에서 서로 어울리고 우정의 참

뜻을 이해하며 필요에 따라서는 타협할 줄도 알게 된다.

 

 JC속에서 외로움을 불식하며 사회에 적응하는 나 자신이 만인에게 융화되어 변화된 참다운 자아를 발견하게 된다.

 JC는 또한 성격과 직장, 학력이 서로 다른 인격체들이 모였기 때문에 의론이 분분한다. 그러한 곳에서 자신의 잘못된 인

격을 개선하고 남의 좋은 인격을 배울 수 있기 때문에 JC는 인격도야의 수련장이라고도 할 수 있다.

 JC는 모든 것을 민주주의 방식에 의해 운영하기 때문에 각종 회의와 토론에 참여할 기회가 많다. 따라서 잠재된 능력과 

발표력을 발휘할 기회가 주어진다. 또한 JC가 벌이는 사업은 합리성, 타당성을 갖추고 명분있는 사업을 추진하기 때문에 자

기 스스로 모든 회의에 적극 참여하고 JC사업을 추진할 때에 자신도 모르게 자기발전을 갖게 되므로 JC는 지도역량 개발의 

교실이기도 하다.

 JC는 기회를 제공하는 곳으로써 개인능력 개발 및 경영훈련의 기회, 훈련과 경험을 쌓을 기회, 자기가 살고 있는 지역사

회를 위해 보람있는 일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 수백명의 젊은 남녀들과 만나서 새로운 친구를 사귈 수 있고, 우의에 

넘친 분위기 속에서 건설적인 일을 함께 할 수 있다. 게다가 정치, 사회, 경제계 지도자들과 접촉할 수도 있고, 여행을 함께 

하고 편지를 쓰며 즐거운 시간을 가질 수 있다. 다른 사람의 과오를 거울삼아 많은 것을 배우고 봉사와 사랑을 통한 사랑의 

진리를 터득할 수 있으며, 결단성과 판단력을 기를 수 있는 등 뭇 기회를 통해 자기를 성장시키는 도장이기도 하다.

 JC는 먼저 나 자신을 위한 JC이며, 나의 발전을 위한 JC로서 따사로운 우정을 꽃피울 수 있는 곳이고 생에 있어 고귀한 

봉사 정신을 함양하는 곳이다. 

 스스로 인생을 성공적으로 개척한 선배들을 만나면 "나는 JC철학으로 인생을 후회없이 살아왔다"라고 하는 말을 자주 듣

는다. 그리고 국가와 민족에 대한 충성심과 애국심을 JC운동을 통해 터득했고 사이를 버릴 줄 아는 마음 또는 JC를 통해 배

웠다고 자신있게 말하는 밝은 얼굴은 분명 JC회원이다.

 JC란 자신을 위하고 나아가 이웃 동료와 사회 및 국가를 위한 톱니바퀴 역할을 하는 단체로서 세계에서 가장 젊고, 그리

고 이기적이며 박력있는 이념단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JC활동을 통하여 무엇이 청년의 힘을 기다리고 있는가를 우리 청

년세계를 실제로 경험하게 된다.

 예의없는 자를 예의바르게 길들이고, 자기만을 아는 이기주의자를 봉사자로 만들며 인정없는 자를 인정의 샘이 흐르게 

하고, 이웃을 모르는 자에게 협동심을 주며, 평범한 인간을 지도자로 만드는 것이 JC가 아닌가 생각한다.

 JC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항상 바빠야 하며 항상 서둘어야 하고 항상 분석하고 의논하고 시작해야 한다. 그래서 더 시들

기 전에 보이거나 보이지 않는 가능성을 보여 주어야 한다.

 내가 선할 때 악한자도 선해지며, 내가 부지런할 때 게으른 자도 부지런해지며 내가 솔선수범할 대 누구든지 협조하며, 

내가 줄때 남도 도와준다는 마음으로 조용히 그러나 힘차게 활동하는 것은 결코 헛되지 않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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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C란 말 속에는 항상 감사와 사랑이 서려있고 땀과 피와 그리고 가장 순수한 의로움이 깃들어 있다.

 JC는 내고장, 내사회, 내조국의 동맥이요, 심장인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JC는 곧 내 고장, 내 사회, 내 조국 자체를 이

름하며, 그것은 둘이 아니고 하나이다. 따라서 내 고장, 내 사회, 내 조국에 감사하고 사랑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의 안전과 

번영을 위해서 노력하고 기원하는 것은 JC의 당연한 의무요 권리이다. 그러므로 내고장, 내사회, 내 조국이 나를 필요로 할

때에는 언제라도 눈물과 땀, 피까지도 흘릴 것을 주저하지 않는다.

 그것은 누구나 강요나 명령에 의해서가 아니라 가장 순수하고 자발적인 행동에 의해 의로움이 작용하게 되는 것이다. 

부수를 원하지 않고 즐겁고 기쁜 마음으로 도우며 스스로 만족감을 느끼는 것이 JC의 봉사정신이다.

 나의 고통을 인내하며 자신을 희생하여 훌륭한 일을 하는 것이 JC의 살신성인의 정신이다. 따라서 타인에게 자애로운 

눈길을 주며 따뜻한 대화를 나누고 다정한 미소를 보내며 열과 성을 다할 때 JC생할은 기쁨으로 충만되고 새로운 자기능력

을 발견하게 된다.

 요약하여 JC에 대한 정의를 내려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JC란 무엇인가? 그 답은 청년들의 지도력 개발 및 지역사회 개발단체이다.

 둘째,  JC는 어째서 필요한가. 지도자가 되려고 꿈꾸는 젊은이들을 훈련시킬 뿐 아니라 개인능력을 개발하고 지역사회

를 개발하기 위해서다.

 셋째, JC는 몇 개나 있는가. 세계 1만여 지역사회에 JC가 존재한다.

 넷째, JC회원은 어떤 사람인가. 자기 자신을 개발하고 지역사회를 개선하고자 하는 일단의 청년들이다.

 다섯째, JC모임은 어떻게 열리는가. 대개의 챕터는 한달에 한번 이상 모임을 갖는다.

 여섯째, JC는 어떻게 일하는가? 이론상의 훈련을 실제의 사업에 적용시켜서 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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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일반적인 경우

나. 국제회의의 경우

원형

자형

정방형

수석대표

수석대표

   

   

장방형

타원형

원형

자형

정방형

수석대표

수석대표

   

   

장방형

타원형

*	2개국	회의시 *	다수찹타	회의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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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도시는 경기도 파주시 문발동 일대 48만평에 조성되고 있는 국가문화산업단지이다. 
파주출판도시의 가장 큰 목표는 출판기획, 편집에서부터 인쇄, 물류, 유통 등에 이르기까지 
전과정을 하나로 묶어  대한민국의 출판문화산업 발전을 이루어 내는 것이다. 또한 이 
도시는 출판산업 뿐만 아니라 자연과 호흡하는 친환경적인 문화공간이자, 아름다움을 
세계에 내보일 수 있는 건축물들로 관광객이 끊이지 않고 있다.

Paju Book City is a national cultural industrial complex occupying an area of 
1600,000 m2 in Munbal-dong, Paju City, Gyeonggi-do. Its main goal is to develop 
a publication cultural industry in Korea which integrates the entire processes, ranging 
from publication planning and editing to printing, logistics and distribution. This city 
has been made for both the publication industry and tourists, and it is also an 
environmentally-friendly cultural space and has beautiful buildings.

경기도 파주시 회동길 145(문발동 524-3) 
145, Hoedong-gil, Paju-si, Gyeonggi-do 
031-955-0050
www.pajubookcity.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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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니정원 Honey Land Garden▼하니랜드 입구 Honey Land Entr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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