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 신 각 언론사 담당기자 

제 목 군인권센터, 「군, 인권열외」 북 콘서트 개최 

담 당 조규석 기획정책팀 간사 

※ 조선미디어그룹, 채널A, 아시아경제, 한국경제의 본 보도자료 인용을 불허합니다 

[취재요청서] 

군인권센터, 「군, 인권열외」 북콘서트 개최 
 

□ 군인권센터는 2022. 12. 7. (수) 19:00, 청년문화공간JU동교동 1층 카페에서 「군, 인권열외」 북

콘서트를 개최합니다. 

 

□ 「군, 인권열외」는 군인권센터에서 활동하며 군대의 병폐를 가까이서 목격하고 이를 바꾸어나

가는 데 함께해 온 김형남 사무국장의 신간입니다. 네 사람, 여덟 걸음, 세 질문으로 구성된 이 

책은 우리가 잃은 네 군인의 소중한 이름을 기억하고, 군인권센터가 이끌어 온 중요한 변화 여

덟 가지를 돌아보고, 앞으로 우리 군대가 나아가야 할 방향 세 가지를 꼽았습니다. 사건이 터진 

후 아파하고 분노하는 것이 아니라 동료 시민으로서 군대에 내재한 문제를 진지하게 인식하고, 

함께 해결해가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만들어진 책입니다. 

 

□ 북콘서트는 저자와 패널의 대담 형식으로 이루어집니다. 넷플릭스 드라마 <D.P.>와 원작 웹툰 

<D.P 개의 날>의 김보통 작가, 故변희수 하사 전역처분 취소소송의 법률대리인 김보라미 변호

사, 2017년 군의 진료 지연으로 병명 진단도 받아보지 못하고 안타깝게 백혈병으로 사망한 故

홍정기 일병의 어머니 박미숙 님이 패널로 참석합니다. 각자의 경험을 통해 저자가 책을 통해 

전하고자 했던 메시지를 풀어내는 자리가 될 것입니다. 

 

□ 책을 매개로 군인의 인권과 더 나은 군대의 모습을 시민들과 함께 고민하는 자리를 마련하오

니 각 언론사의 많은 관심과 취재를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끝)  

 

[첨부1] 행사 기획안. 

[첨부2] 행사 포스터. 

2022. 12. 5. 

 
군인권센터 

소장 임태훈 



 

[첨부1] 행사 기획안 

 

<군, 인권열외> 북토크 기획 

 

 일 시: 2022. 12. 7. (수) 19:00~20:30 

 장 소: 청년문화공간JU동교동 1층 카페 (서울특별시 마포구 월드컵북로2길 49) 

 

 북토크 진행 

책과 관계된 4명의 패널을 무대로 모시고 저자가 사회자를 겸하여 대담을 진행, 패널은 군에서 피해를 직접 경

험한 분, 피해자를 대리하고 조력하며 군을 상대한 분, 군 인권문제에 관심을 갖고 인식을 개선하기 위한 활동

을 만들어 온 분으로 섭외하여 각자의 위치와 관점에서 군 인권 이슈에 대한 의견을 이야기하는 자리를 마련

하고자 함 

 

- 대담 패널 

1) 김 형 남 (저자) 

2) 박 미 숙 (故홍정기 일병 어머니) 

3) 김보라미 (故변희수 하사 전역처분취소소송 담당 변호사)  

4) 김 보 통 (드라마 ‘D.P.’, 웹툰‘D.P개의날’ 작가) 

 

 식순 

- 19:00~19:10 여는 말 및 내빈 소개 

- 19:10~19:20 축사  

- 19:20~20:00 패널 대담 

- 20:00~20:20 청중과의 대화 

- 20:20~20:30 마무리 

 

 



 

[첨부2] 행사 포스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