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인권선언 71주년 기념

세계인권선언 71주년 기념식
●일시 : 2019. 12. 10.(화) 14:00 ~ 15:00
●장소 : 국가인권위원회 강원인권체험관 2층 (원주시 능라동길 73)

인권특강
인권특강 (성평등으로 가는 같이의 가치)
●주관 : 국가인권위원회 강원인권사무소,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강원인권주간
기념행사

●일시 : 2019. 11. 19.(화) 10:00 ~ 11:30

식순

●장소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본원 2층 대강당 (원주시 혁신로 60)

개회

14:00~14:01
14:01~14:05

국민의례

14:05~14:10

기념사

14:10~14:15

축사

14:15~14:25

세계인권선언문 낭독

14:25~14:30

2019 국가인권위원회 인권공모전 작품 감상

14:30~14:40

축하공연

14:40~15:00

내·외빈 다과회

●강사 : 황금명륜 (같이교육연구소 대표,
젠더교육전문가그룹 청어람 대표)

●내용 : 성별 격차에 대해 이야기 나누고

초대합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한 공감의 장

인권특강 (미술로 이해하는 인권)
●주관 : 국가인권위원회 강원인권사무소, 강원랜드
●일시 : 2019. 12. 12.(목) 10:00 ~ 12:00
●장소 : 강원랜드 그랜드호텔 5층 사파이어룸
(정선군 사북읍 하이원길 265)

●강사 : 김태권 (‘불편한 미술관’ 저자, 청강대학교 강사)
●내용 : 다빈치부터 고흐, 앤디 워홀까지
미술로 알아보고 이해하는 인권

2019. 11. 18. ~ 12. 13.

제3회 강원도인권작품공모전
수상작 전시회
●주관 : 강원도청
●일시 : 2019. 12. 9.(월) ~ 12. 13.(금)

강원도 원주시 능라동길 73(무실동1852-1) 4층

●장소 : 강원도청 신관 달빛카페 (춘천시 중앙로 1)

TEL 033-813-9940

FAX 033-813-9945

www.humanrights.go.kr

강릉인권영화제 조직위원회

초대의 글
올해는 인류의 가장 아름다운 약속인 〈세계인권선언〉이 71주년을 맞아하는 해
입니다.
1948년 12월 10일 파리에서 개최된 유엔총회에서는 5천 만 명을 죽음에 이르게 한
제2차 세계대전의 참혹함과 인권침해의 심각성에 대한 반성으로 세계인권선언
을 채택하였습니다. 세계인권선언은 인권과 기본적 자유가 모든 사람과 장소에
적용된다는 사실을 인정한 인류 최초의 선언이며, 인류가 보장해야 할 공통적인
최소한의 인권기준을 제시한 것입니다.
전문(前文)과 30개 조항으로 이루어진 세계인권선언은 250개에 달하는 언어로
번역되어 각종 국제조약과 선언의 기준이 되고 있으며, 우리나라를 포함한
전 세계의 헌법과 법률의 근간을 이루고 있습니다.

인권사진전

인권영화제

장애인인권 사진전

원주인권영화제

●주관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주관 : 원주시민연대

●일시 : 2019. 11. 18.(월) ~ 11. 22.(금)

●일시 : 2019. 12. 10.(화) ~ 12. 11.(수)

●장소 : 건강보험심사평가원(본원 1층) (원주시 혁신로 60)

●장소 : 원주영상미디어센터 모두(4층) (원주시 원일로 139)

●내용 : 편견을 넘어선 장애인들의 이야기

●내용 : 영화 ‘가버나움’과 다큐멘터리 영화 ‘김복동’ 상영

※ 사진 : 김중만 (한국), 마르쿠스 마리세틱(스웨덴) 사진 28점 전시

선감학원 사진전

강릉인권영화제

●주관 : 국가인권위원회 강원인권사무소

●주관 : 강릉인권영화제 조직위원회

●일시 : 2019. 12. 6.(금) ~ 12. 10.(화)

●일시 : 2019. 12. 6.(금) ~ 12. 7.(토)

※ 오프닝 및 스토리텔링 12. 6.(금) 14:00

●장소 : 명주예술마당 중정홀 (강릉시 경강로 2021번길 9-1)

2019.12.6.(금)
~12.10.(화)

●내용 : 일제강점기에는 전쟁 필요 인력으로, 1960년대에는

국가인권위원회 강원인권사무소, 강원도청, 강원도교육청은 세계인권선언을
기념하고 강원지역의 인권증진을 위해 세계인권선언 기념일인 12월 10일을
전후하여 ‘강원인권주간’을 지정하여 각종 인권 행사를 개최해 오고 있습니다.

부랑아 일제 단속정책으로 무차별 연행되어 불법
수용됐던 소년들의 이야기

●장소 : 강릉시영상미디어센터 (강릉시 율곡로 2923-12)
●내용 : 국가인권위원회 영화 ‘시선사이’를 비롯하여
‘숨’, ‘유랑하는 사람들’, 강릉단편섹션 ‘늙어가는 길’ 등
상영

※ 사진 : 선감역사박물관과 국가기록원 사진자료 23점 전시
스토리텔링 : 여준민(2019년 수용소 다크투어: 감금과 배제의 역사기행 진행자)

세계인권선언 71주년을 맞이하는 올해는 국가인권위원회 강원인권사무소,

춘천인권영화상영회

강원도청, 강원도교육청뿐만 아니라 원주시민연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강원

스포츠인권 사진전

랜드, 강릉인권영화제 조직위원회 등 다양한 분야의 인권옹호자가 함께 참여하여

●주관 : 강원랜드

●일시 : 2019. 12. 7.(토) 15:00 ~ 17:20

춘천, 원주, 강릉, 정선 등에서 세계인권선언 기념식, 인권 사진전, 인권영화

●일시 : 2019. 12. 9.(월) ~ 12. 12.(목)

●장소 : CGV 춘천명동점 (춘천시 중앙로 67번길 18)

상영회, 인권특강, 인권작품 공모전 등 다양한 인권행사를 개최합니다, 강원도민

●장소 : 강원랜드 그랜드호텔 5층 로비 (정선군 사북읍 하이원길 265)

●내용 : 자폐 아동의 이야기를 다룬 영화 ‘증인’ 상영

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내용 : 스포츠 인권 관련 흐름을 짚어보는 기획 전시
※ 사진 : 스포츠 인권 관련 사진과 영상 31종 전시

●주관 : 강원도청

※ 행사 당일 주차권 및 관람객 팝콘, 음료 제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