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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쫄지마 형사절차 - 재판편」출판 기념 기자간담회

-2019. 6. 5.(수) 14:00, 민변 대회의실

1. 민주사회를 향한 귀 언론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2.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은 2008년 여름, 미국산 소고기 수입 반대 촛불집회

에 참여한 시민들에 대한 수사와 재판절차를 지원한 경험을 토대로 2009. 12. <쫄

지마, 형사절차> 단행본을 발간하였습니다. 그 후 4.16 세월호 참사와 여전히 계속

되는 경찰의 공권력 남용에 맞서 시민들이 쉽게 찾아볼 수 있는 알기 쉬운 형사절

차 해설서가 필요하다는 생각에서, <쫄지마, 형사절차> 단행본을 ‘수사편’과 ‘재판

편’으로 나누어 집필을 시작하였습니다. 그 중 <쫄지마, 형사절차 - 수사편> 개정

판이 지난 2015년 7월 발간되었고 올 해 나머지 <쫄지마, 형사절차 - 재판펀> 이 

발간되었습니다. 

3. <쫄지마 형사절차 - 재판편>은 초판에서부터 시작된 3대 집필원칙(첫째, 쉬운용

어를 사용한다. 둘째, 실제 사례를 중심으로 설명한다. 셋째, 새로운 유형의 인권침

해 사례와 대응방법도 함께 살펴본다)에 충실하게 집필되었습니다. 나아가, 형사 재

판을 받고 있는 피고인에게 꼭 필요한 내용을 중심으로 법률 전문가가 아닌 일반 

시민들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집필되었습니다. 

4. 출간을 기념하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은 다음과 같이 기자 간담회를 개

최하고자 하오니, 많은 관심과 취재를 요청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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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음

- 일시 및 장소: 2019. 6. 5. (수) 오후 2시, 민변 대회의실

* 주소 : 서울 서초구 법원로4길 23 대덕빌딩 2층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 기자간담회 순서

* 사회 : 송상교 (민변 사무총장)

1) <쫄지마 형사절차 - 재판편> 집필 경과보고 - 조수진 변호사 

2) <쫄지마 형사절차 - 재판편> 총론 및 주요내용 소개 - 이상희 변호사

3) 형사 재판, 이럴땐 이렇게! ; 저자가 알려주는 실전 노하우 - 김종보 변호사

4)  Q & A  ; 참여 집필진과 기자단 사이에 자유로운 질문/답변

  

* 기자간담회 전/후에 집필진 인터뷰가 가능합니다. 사전에 일정 협의 부탁드립니

다. 

– 첨부자료 : 설명자료 1부.  끝.

2019. 6. 3.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공익인권변론센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