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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민변, ‘2017년 한국인권보고대회’ 개최

 한 해 인권상황 돌아보고 디딤돌·걸림돌 판결도 발표

‘권력 및 사법기관 개혁’ 및 ‘성소수자 인권’에 대해 집중 조명하는 시간 가져 

1. 공정한 언론보도를 위해 애쓰시는 귀 언론사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회장 정연순 변호사, 이하 민변)은 세계인권의 날(1

2/10)을 앞두고 ‘2017년 한국인권보고대회’를 개최합니다. 일시와 장소는 아래

와 같습니다.

3. 민변 정연순 회장의 개회사와 최영도 전 민변회장의 축사로 시작되는 ‘2017년 

한국인권보고대회’는 크게 3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4. 먼저 <2017년 인권 현황 : 10대 인권이슈 및 관심이슈 - 오전 9시 50분 ~ 10

시 20분(예정)>로 올 한 해 인권상황을 돌아보려 합니다. 이 후에 <집중조명> 

시간으로 올 한해 우리 사회가 가장 관심 있게 지켜보고, 개선해 나가야 할 주

제에 대해 토론하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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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올 해 집중조명 첫 번째 주제는 ▲ <권력 및 사법기관 개혁의 현황과 과제 - 오

전 10시 30분 ~ 12시 10분(예정)>로 문재인 정부의 법원, 검찰, 경찰과 국정원 

개혁과제를 점검하고, 앞으로 남겨진 과제를 살펴보려 합니다.

 

6. 오후에는 <2017년 디딤돌 · 걸림돌 판결> 선정결과를 발표합니다. 한 해 동안 

선고된 법원 판결들 중 엄선된 디딤돌, 걸림돌 판결과 판결 선정 의미에 대해 

살펴볼 예정입니다. 

7. 이어 집중조명 두 번째 주제로 ▲ <성소수자와 인권 - 오후 2시 ~ 3시 40분(예

정)>으로 성소수자 인권 문제와 관련하여 누구보다 앞장서 활동해 온 학자, 종

교인, 활동가, 법률가들이 한 자리에 모여 그동안 우리 사회에서 진행되어온 성

소수자 인권 운동의 소개와 쟁점, 개선 방향에 대해 토론하는 자리를 마련했습

니다.

 

8. 마지막 3부는 <2017 인권대담 : 광화문 사람들 - 오후 4시 ~ 5시30분 예정>

입니다. 올 한 해 광화문 광장을 지켰던 예술인 블랙리스트, 4.16 세월호 농성

단, 장애부양제 폐지 농성단, 비정규직 노동자들, MBC 노조원들의 목소리를 듣

고 따뜻하게 서로 격려하는 시간을 가져보고자 합니다.

9. 아울러 민변은 ‘2017년 한국인권보고대회’ 개최와 함께 2017년의 인권상황을 

담은 ‘2017년 한국인권보고서’를 발간하였습니다. 이 보고서는 ‘2017년 한국인

권보고대회’ 행사 당일에 배포하며, 관련하여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면 민변 사무

처(02-522-7284)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10. 기자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보도를 요청드립니다. 끝.

*첨부1. 2017년 한국인권보고대회 안내문

2017년 11월 30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정 연 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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