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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신 :  각 언론사 기자

제    목 :  군인권센터 창립 10주년 기념 인권콘서트 개최 보도자료

일    시 :  2019. 10. 04

담    당 :  기획정책팀장 김형남

<보도자료>

군인권센터, 창립 10주년 기념 인권콘서트 ‘군인이 만난 인권의 시간’ 개최

- 10월 8일 오후 7시, 이은미, 권해효, 변영주, 김현성, 정민아 출연 -

□ 2009년 설립된 군인권센터가 창립 10주년을 맞이하였습니다. 군인권센터는 인권의 불모지, 

사각지대로 여겨지던 군대에도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권리와 인권 기준이 당연히 적용되

어야 한다는 마음이 모여 시작되었습니다. 구타와 가혹행위로 신음하던 대한민국 군대에 인

권의 씨앗을 뿌렸고, 시민의 힘으로 군대를 바꿀 수 있다는 굳건한 믿음으로 지난 10년을 

달려왔습니다. 

□ 병사 월급 87.8% 인상, 병사 핸드폰 사용 허용, 평일 외출 도입, 군 복무 중 학자금 대출 이

자 면제, 전 장병 입대 시 뇌수막염 예방접종 실시, 공관병 폐지, 기무사 해편, 위수령 폐

지, 「군인복무기본법」 제정, 군사법원 개혁, 여군 보직 제한 폐지, 의경 집회·시위 전면 

투입 금지, 부설 군성폭력상담소 설립.......

더디지만 꾸준히, 매 순간 한 걸음씩 내딛은 결과입니다. 

故 윤 일병 구타․가혹행위 사망 사건, 故 노우빈, 이재연, 정희택 훈련병 사망 사건, 故 신성

민 상병 뇌종양 사망 사건, 故 육군 15사단 여군 성추행 사망 사건 지원, 육군 성소수자 군

인 색출 사건, 박찬주 대장 공관병 갑질 사건, 해병대 마린온 상륙헬기 추락 사건.....



- 2 -

군인권센터가 지원했던 수많은 안타까운 인권침해 사건들, 시간이 가고 세월이 흘러도 언제

나 마음에 새기고 기억해야 할 일들입니다. 

□ 군인이 만난 인권의 시간, 10년. 함께 해주신 시민의 참여와 지지가 만든 값진 성과입니다. 

군인권센터는 10년 간 시민들께서 보내주신 성원과 격려에 감사의 뜻을 전하고 축하를 나

누기 위한 자리를 갖고자 합니다. 행사의 개요는 아래와 같습니다.

<행사개요> 

      1) 행사명 : 군인권센터 창립 10주년 기념 인권콘서트 『군인이 만난 인권의 시간』

      2) 일  시 : 2019년 10월 08일 (화) 저녁 7시  

                 - 18:00 ~ 19:00 : 간단한 식사 및 등록 

                 - 19:00 ~ 20:40 : 인권콘서트

      3) 장  소 :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공연장 (1호선 종각역 2번출구, 3호선 안국역 6번출구)

      4) 출  연 

                 - 진행 : 영화감독 변영주, 배우 권해효

                 - 출연 : 가수 이은미, 가수 김현성(‘이등병의 편지’ 작사, 작곡), 가야금연주가 정민아

□ 티켓 판매 등을 통한 콘서트 수익금은 전액 국군 장병 인권 침해 피해 지원을 위한 사업에 

사용됩니다. 

[별첨] 행사 포스터

2019. 10. 06.

군인권센터

소장 임태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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