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취재요청서

 수     신 언론사 사회부 담당

 발     신

토론회 공동주최단체(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다산인권센터, 민주사회를 위

한 변호사모임, 민주주의법학연구회, 인권운동공간 활, 인권운동사랑방, 전국민주노동조

합총연맹,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담     당 강성준 (천주교인권위원회 활동가, 02-777-0641, chrc@hanmail.net)
 제     목 차기정부 필수개혁과제 "경찰개혁“ 각 정당 초청 정책토론회 개최

 발 송 일  2017년 4월 7일(금)

각 정당에 제안하는 차기 정부의 경찰개혁과제

중앙집권형 조직, 민주주의적 통제는 전무한 경찰조직의 민주적 재편

무분별한 개인정보 수집 및 사찰권한에 대한 통제장치 마련

1. 경찰의 개혁을 요구하는 인권시민사회단체는 2017년 4월 10일(월) 오후 2시, 국회의원회

관 1세미나실에서 각 정당에 차기정부의 과제로 경찰개혁에 대한 제안과 토론을 진행합니

다.

2. 대통령의 탄핵을 이끌어낸 국민의 민주사회에 대한 열망은 차기정부의 중요한 개혁과제

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탄핵 이후의 차기 정부는 민주주의의 진전에 대한 사회적 요구라는

의미에서 공안기구의 개혁이 중요한 과제가 되어야 합니다.

3. 민주주의와 인권에 바탕을 둔 사회의 시작은 공안기구의 개혁으로부터 이루어집니다.  
경찰, 검찰, 국정원은 각각의 역할을 하는 동시에 공조를 하면서 권력을 유지하고 비판을

잠재우며 사회를 통제해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 기관의 개혁뿐만 아니라 공안기구들을

총체적으로 개혁해야할 필요가 있습니다. 

4. 이에 최근 제기되고 있는 검찰과 국가정보원의 개혁에 따라 자칫 과도한 권력을 가지게

될 경찰의 권한 분산과 기구 개편은 빼놓을 수 없는 과제임을 제기하는 토론회는 진행하고

자 합니다. 이번 토론회를 통해서 경찰의 거대한 권력을 분산시키고 시민의 직접참여에 의

한 민주주의적 통제장치를 도입하는 방향에서 경찰개혁과제를 제안하고자 합니다.

5. 언론인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취재바랍니다. 끝.

<붙임> 토론회 개요



차기정부 필수개혁과제 "경찰개혁“
각 정당 초청 정책토론회

● 일  시 : 2017년 4월 10일(월) 오후 2시 ~ 5시
● 장  소 : 국회의원회관 1세미나실
● 주  최 :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다산인권센터,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주주의법학연구회, 인권운동공간 활, 인권운동사랑방,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진보네트워
크센터, 참여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 좌장
한상희(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발제 1. 경찰권한분산과 기구개편
이호중(서강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발제 2. 개인정보수집에 대한 통제
이은우(변호사)

○ 토론
표창원(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조성복(국민의당 전문위원)
윤재설(정의당 정책위원회 정책연구위원)
장여경(진보네트워크센터 활동가)
신인수(민주노총 법률원 변호사)
양홍석(참여연대 공익법센터 소장, 변호사)
김준우(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무차장, 변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