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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제13대 민변 회장 및 감사 선출

1. 정론직필을 위해 노력하는 귀 언론사에 경의를 표합니다.

2. 2018. 3. 12. (월) 18:00, 제13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이하 민변) 회

장 및 감사 투표가 모두 완료되었습니다.

회장 선거에는 김호철 변호사가 단독 출마 하였으며, 감사 2인 선거에는 최영동, 

황정화 변호사가 출마하였습니다.

이번 선거에는 총 선거권자 1020명 중 52%인 536 명이 참여하였습니다.

개표 결과 다수의 찬성으로 김호철 후보자가 회장으로 선출되었으며 최영동, 황정

화 후보자 또한 다수의 찬성표를 얻어 감사로 선출되었습니다.

당선인의 임기는 2년으로 2018. 5. 25. (금)부터 시작되어 2년 동안 그 직을 수행

하게 됩니다.

3. 민변 제13대 회장으로 선출된 김호철 변호사는 사법연수원 20기를 수료하여 변

호사로 출발함과 동시에 민변에 가입했습니다. 그 이후로 여러 공익사건과 시국사

건을 변론해 왔고, 특히 환경보건분야에서 국민의 환경권과 건강권을 위해 수많은 

활동을 해왔습니다.

김호철 변호사는 민변이 촛불 승리와 정권교체의 빛에 가려 여전히 소외당하는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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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 사회 곳곳의 약자와 소수자의 인권을 지켜서 이들이 당당한 사회구성원이 될 수 

있도록 조력할 것과 회원들의 공익변론 참여를 더욱 활성화 하는데 중점을 두겠다

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민변 내 미래 리더십을 발굴하고 세우는 지속가능한 리더십 

창출구조를 마련할 것을 약속했습니다.

4. 이번 선거에 보여준 관심에 감사드리며 앞으로 민변은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 발

전과 인권 옹호를 위하여 주어진 사명을 다할 것을 다시 한번 약속드리는 바입니

다.

2018년 3월 12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정 연 순

◌ 김호철 변호사 주요 약력

- 1991. 2. 제 20기 사법연수원 수료

- 1994. 3. 법무법인동부종합법률사무소 구성원 변호사, 민변 가입

- 2000 ~ 2002. 민변 환경위원회 위원장

- 2002 ~ 2004. 민변 출판홍보위원회 위원장

- 2006 ~ 2008. 군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상임위원

- 2006 ~ 2010.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재정위원

- 2001. 1. 법무법인 한결 구성원 변호사

- 2014 ~ 현재 민변 부회장, 서울중앙지방법원 조정위원, 환경부 환경오염피해구제정책

위원회 위원, 국방부 중앙전공사상심사위원회 위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