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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보도자료]

유엔 아동권리협약 대한민국 제5-6차 본심의 생중계 모니터링 개최 안내

-2019. 9. 19.(목) 17:00, 국제아동인권센터 변화룸

1. 민주언론을 위한 귀 언론사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유엔 아동권리협약(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CRC’) 대한민국 5-6

차 국가보고서에 대한 본심의가 2019년 9월 18일 오후 10시(한국 시간), 2019년 9월 

19일 오후 5시(한국 시간)에 양일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번 본심의는 지난 2011년 있

었던 대한민국의 유엔 아동권리협약 이행 제3-4차 국가보고서에 대한 유엔아동권리위

원회의 심의 이후 약 8년만에 이루어지는 심의로 한국의 아동인권보장 현황에 대한 

심도 있는 평가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3. 시민사회단체들은 지난 2018년 11월 유엔아동권리위원회의 제3·4차 국가보고서에 

대한 권고사항 이행 현황과 2017년 12월 제출된 대한민국의 제5-6차 유엔아동권리협

약 이행 국가보고서에 대한 의견을 담은 연대보고서 및 개별보고서를 제출한바 있습

니다. 또한 보고서를 제출한 시민단체들은 2019년 2월 이루어진 비공개 사전심의에 

참여하여 대한민국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아동 인권 침해 현황을 유엔 아동권리위원회

에 전달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번 본 심의는 유엔 아동권리위원회 위원들이 대한민국 

정부가 제출한 국가보고서에 대해 질의를 하고, 국가 대표단이 답변하는 형태로 이루

어질 예정입니다. 한국의 시민사회단체들도 이번 본심의에 참여하여 아동인권이 침해

되는 현실을 국가가 외면하지 않도록 하고, 보다 정확한 실태 점검을 통한 구체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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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가 제시될 수 있도록 본심의 전반을 모니터링할 예정입니다. 

 

4. 국제아동인권센터, 민주사회를 위한변호사모임 아동인권위원회, 사단법인 두루, 촛

불청소년인권법제정연대 등 시민단체는 국가의 답변이 이루어지는 2019년 9월 19일 

오후 5시 국제아동인권센터 변화룸에서 생중계 함으로써 시민사회단체, 아동 당사자, 

언론사 등과 함께 본심의를 방청하고 국가 답변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는 자리를 

마련할 예정입니다.  본심의 현장에 직접 참여하는 시민단체들과도 소통할 예정이며, 

본심의에서 확인되는 여러가지 사실을 통해 참여하는 많은 분들과 함께 한국 사회의 

아동 인권보장 실태를 고민하고 논의하고자 합니다.

 

<UN 아동권리위원회 대한민국 제5-6차 본심의 생중계 함께보기>

 

-시간: 2019년 9월 19일 오후 3시 30분(중계는 5시부터 시작)

-장소: 국제아동인권센터 변화룸 (서울시 종로구 사직로 10길 17 인왕빌딩 102호)

-참가신청(사전등록): https://c11.kr/9xxl

* 공간의 한계 및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참가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 현장에 참여하지 못하는 분들을 위한 방송링크도 곧 공개할 예정입니다.

*** 문의: 02-522-7283(서채완 변호사)

 

5. 이번 유엔 아동권리협약 대한민국 제5-6차 본심의 생중계 모니터링과 더불어 시민

사회단체는 유엔 아동권리위원회 최종견해 이행 모니터링 등 다양한 활동을 이어나갈 

예정입니다. 아동이 권리의 주체자로서 진정 권리를 실현할 수 있는 대한민국 사회를 

만들어 가기 위한 좋은 자리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 참고자료: 유엔 아동권리협약 제5-6차 정부보고서 심의 관련 자료 

 

2019년 9월 10일

 

국제아동인권센터, 민주사회를 위한변호사모임 아동인권위원회, 

사단법인 두루, 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연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