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1 -

문서번호 : 17-센터-12-01
수    신 : 제 언론사

발    신 :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공익인권변론센터, 과거사청산위원회

제    목 :
[보도자료]“국가범죄와 가해자의 책임-가해자의 면책 법리의 확대, 무엇이 

문제인가 토론회 개최”
전송일자 : 2017. 12 13 (수)
전송매수 : 총2매

서울 서초구 법원로4길 23 양지빌딩 2층 

전화 02) 522-7284, 팩스 02)522-7285 

웹페이지 http://minbyun.org 
전자우편 admin@minbyun.or.kr

[보도자료]

“국가범죄와 가해자의 책임-가해자의 면책 법리의 확대, 
무엇이 문제인가 토론회 개최“

1. 민주언론을 위한 귀 언론사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지난 박근혜 정부 하에서는 특히 과거사 분야의 반인권적이고 법리적으로 타당하지 않
은 판결이 양산되었고 그중에는 소멸시효와 위자료, 지연이자의 기산점에 관한 판례변경이 
있었으며, 이러한 법원의 태도는 가해자의 면책 내지 책임 최소화로 이어져 피해자에게 이
중의 고통을 안겨주었습니다.

최근 있었던 유서대필 조작사건 1심 민사판결에서도 이러한 문제점이 재확인되었는데, 법
원은 검사의 위법수사를 인정하면서도 밤샘, 폭행수사, 진술거부권 침해 등의 위법수사가 
개별적인 위법행위라 보고 검사와 국가의 배상책임을 부정하였습니다.

이에 이번 ‘국가범죄와 가해자의 책임’ 토론회를 통해 국가범죄로 인한 과거사 사건에서 가해자
의 면책법리 문제를 집중 분석하고, 사회적 논의 확산 및 입법적 대안을 논의하려 합니다.

3. 각 언론사의 많은 참석과 취재 부탁드립니다.

※ 토론회 세부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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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범죄와 가해자의 책임

-가해자 면책 법리의 확대, 무엇이 문제인가

□ 일시/장소

- 12월 14일(목) 오후2시 국회도서관 소회의실

- 주최 :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인재근, 홍익표, 금태섭, 소병훈, 이재정 

- 주관 :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과거사청산위원회, 공익인권변

론센터)

□ 사회 : 장완익 변호사(법무법인 해마루, 민변 과거사청산위원회)

□ 발표 1: 과거사 사건에서의 가해자 책임 제한 판결 현황(서중희 변호사, 민변 과거사

청산위원회 위원장, 긴급조치 대리인단)

-세부 사례: 유서대필, 진도간첩단 사건, 긴급조치, 인혁당 사건 등

□ 발표 2: 국가범죄와 소멸시효, 현행 판결 법리의 문제점(김제완 교수, 고려대학교 법

학전문대학원)

-세부쟁점: 과거사 사건에서 현행 판결상 (1) 소멸시효 배제 신의칙 유형의 확장 필요성,

(2) 객관적 장애사유 해석의 문제점, (3) 총체적 불법행위로서의 조작사건의 본질, 유죄의 

인과관계에서 수사기관의 행위별 분리판단의 문제 (4) 가해 공무원의 소멸시효 항변의 

문제, (5) 재심 무죄 확정후 권리행사기간 6개월

□ 발표 3: 과거청산과 소멸시효 배제, 국제적 기준(이재승 교수,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

학원)

□ 피해자 발언: 전영순(인혁당 피해자 故 전재권님 장녀), 박해전(아람회 사건 피해자)

□ 종합토론: 황필규 변호사(민변 국제연대위원회), 서선영 변호사(유서대필 조작사건 손

해배상 대리인단), 조승현 교수(방송통신대학교), 이사랑 간사(진실의 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