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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문재인 정부 1년 평가토론회

‘문재인 정부, 어디까지 왔고 어디로 가는가?’

문서번호 : 18-04-사무-06

수    신 : 각 언론사

발    신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참여연대

제    목 : [보도자료] 문재인 정부 1년 평가토론회 ‘문재인 정부, 어디까지 왔고 어디로 가는가?’ 

전송일자 : 2018. 4. 30.(월)

전송매수 : 총 3매

서울 서초구 법원로4길 23 대덕빌딩 2층 

전화 02)522-7284, 팩스 02)522-72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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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ㅇ 일시 : 2018. 5. 3. (목) 10:00 ~ 18:30

ㅇ 장소 :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

ㅇ 주최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참여연대 (가나다순)

ㅇ 진행순서 

 - 10:00-10:30 등록 

 - 10:30-10;40 인사말 

                사회_조수진│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무차장

                인사말_정연순│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인사말_정강자│참여연대 공동대표

 - 10:40-12:00 1부: 남북관계와 한반도 평화  

                사회_박정은│참여연대 사무처장

                발제_서보혁│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 소장·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

                             ‘문재인 정부 남북관계와 주변국 외교 평가와 전망’

                토론_김남주│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통일위원회 위원  

                토론_이정철│숭실대학교 교수

 

 - 13:00-14:30 2부: 적폐청산과 권력기관 개혁 그리고 개헌  

                사회_김호철│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부회장

                발제_강문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무총장

                             ‘정치개혁과 개헌의 현황과 과제’

                발제_박근용│참여연대 집행위원

                             ‘권력기관(검찰, 국정원, 경찰) 개혁의 현황과 과제’

                토론_김준우│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무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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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민주언론을 위한 귀 언론사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2017년 5월 10일, 헌정 사상 초유의 대통령 탄핵을 맞이하고 치러진 대선에서, 문

재인 정부가 출범하였습니다. 

3. 새 정부는 출범이후 남북관계와 한반도 평화, 적폐청산과 권력기관 개혁, 경제 민

주화, 87년 이후 30년 만에 추진한 개헌, 그리고 전반적인 국정운영의 쇄신을 진

행하고 있으며, 이에 대해 새 정부 출범 1주년을 맞아 새 정부의 개혁을 점검하고 

평가하며, 이후의 방향을 모색하는 토론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4. 이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과 참여연대는 공동으로 문재인 정부 1년 평가토

론회 ‘문재인 정부, 어디까지 왔고 어디로 가는가?’를 개최하여 향후 이루어져야 

할 개혁의 방향과 내용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5. 귀 언론사의 많은 관심과 취재를 부탁드립니다. 

2018년 4월 30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개혁과제 실천과 감시TF

                토론_하승수│비례민주주의연대 대표

                토론_한상희│참여연대 개헌연구모임 단장, 건국대학교 교수

 - 14:45-16:45 3부: 공정과 상생의 사회경제   

                사회_이찬진│참여연대 집행위원장 

                발제_김남근│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부회장

                             ‘재벌개혁과 경제민주화 평가와 전망’

                발제_정세은│참여연대 조세제정개혁센터 소장

                             ‘복지재정과 조세개혁 평가와 전망‘

                토론_김경율│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소장

                토론_주병기│서울대학교 교수 

- 17:00-18:00 4부: 종합토론 – 문재인 정부 국정운영 평가와 개선방향    

               사회_김남근│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부회장

               토론_김호철, 강문대, 최재홍│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토론_박정은, 이찬진, 이태호│참여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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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