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사법개혁세미나 프로그램(안)
※ 세미나 진행 순서는 일정과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박주민의원실 내선 6521)

1) 법원 개혁 (6월 18일 예정)
▶ ‘사법농단’ 이후 지금까지 진행된 법원의 개혁과제를 평가하고,
이번 국회에서 반드시 통과되어야 하는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포함
하여 사법부의 독립성과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개혁입법
과제를 제안.
※ 발제 : 임지봉 교수, 토론 : 서선영 변호사
※ 좌장 : 국회의원 박주민

2) 국민의 재판청구권 확대 (6월 25일 예정)
▶ 악의(고의) 불법행위를 엄단하기 위해 가습기 살균제 사건, 하도
급·가맹점·대리점 거래, 신용정보보호 등 분야에 도입된 징벌적
손해배상을 재판실무에 정착시키기 위한 사법행정개혁과 징벌적 손
해배상의 확대, 증권분야에만 도입되어 있는 집단소송제를 소비자,
환경, 노동 등 집단소송이 필요한 분야로 확대, 국가의 예산 낭비를
방지하기 위한 국민소송제 도입 등 국민의 재판청구권을 확대하는
현대형 소송제도 도입을 모색하는 주제와 반대로 국민의 재판청구
권 행사를 방해하는 공익소송에 대한 과다한 소송비용 청구, 국가
또는 기업에 의해 자행되는 국민의 기본권 행사를 봉쇄하는 괴롭힘
소송 방지, 부실한 법률구조 체계의 정비(형사 공공변호인 제도) 등
의 주제를 다룸
※ 발제 : 김제완 교수, 토론 : 김남근 변호사
※ 좌장 : 국회의원 김남국

▶ 지금까지 진행된 검찰개혁 진행상황을 점검하고, 지난 20대 국회
에서 통과된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와 검경수사권 조정 이후 남아있
는 검찰개혁 과제와 검찰 권력에 대한 민주적 통제방안을 제안.
※ 발제 : 김인회 교수, 토론 : 김지미 변호사
※ 좌장 : 국회의원 김용민

4) 경찰 및 정보기관 개혁 (7월 9일 예정)
▶ 수사권 조정으로 인하여 비대해진 경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방안
및 국정원, 안보지원사령부, 정보경찰 등 정보기관의 인권침해 문제
에 대한 개혁입법과제를 제안.
※ 발제 : 황문규 교수, 토론 : 장유식 변호사
※ 좌장 : 국회의원 진선미

5) 표현의 자유와 언론의 책임 그리고 정보인권 (7월 16일 예정)
▶민주주의 핵심 권리인 표현의 자유와 집회의 자유의 두터운 보장과
함께 언론의 책임성을 강화하며, 최근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정보인권의 보호강화를 위한 개혁입법과제를 제안
※ 발제 : 이호중 교수, 토론 : 서채완 변호사
※ 좌장 : 국회의원 이재정

6) 국회 개혁 (7월 24일 예정)
▶헌법에서 정하고 있는 입법기관인 국회가 국민의 위임 권한을 제대
로 사용하는 일하는 국회로 거듭날 수 있도록 국회법 개정을 포함
한 국회개혁과제를 제안.
※ 발제 : 서복경 교수, 토론 : 김준우 변호사
※ 좌장 : 국회의원 박주민

7) 종합토론회 : 7월 말 예정 (※ 좌장 : 국회의원 이탄희)
3) 검찰 개혁 (7월 2일 예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