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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신자 참조
2018년도 여성가족부 성폭력피해자 무료법률지원사업 상반기 실무자 워
크숍 참가신청 안내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본 센터에서는 2008년부터 여성가족부 성폭력피해자 무료법률지원사업
을 위탁 수행하고 있습니다. 2009년부터는 연 2회의 실무자 워크숍을 개최하여 각 기
관의 상담자 역량 강화를 위해 힘쓰고 있습니다.
3. 2018년도 여성가족부 무료법률지원사업 상반기 워크숍을 6월 7일(목)
오후2시-5시, 프란치스코 교육회관(211호)에서 개최할 예정입니다.
4. 2018년 여성가족부 무료법률지원사업 상반기 워크숍에서는 <성매매가
포함된 성폭력 사건의 법적지원>을 주제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전국성폭력상담소, 성
폭력피해자보호시설, 해바라기센터 등 전국의 성폭력 피해자 지원 관련 실무자들의
많은 관심과 참석바랍니다.
5. 참석을 원하실 경우 안내에 링크된 신청서를 작성하여 보내주시기 바랍
니다. 사전 신청 없이 참석하시는 경우 입장에 제한될 수 있습니다. 사전 신청 없이
참석하는 경우 행사에 차질이 발생할 수 있사오니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신청 후 참
석이 어려우실 경우에는 반드시 신청을 취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2018년 여성가족부 무료법률지원사업 상반기 실무자 워크숍> 일정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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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1] <2018년도 여성가족부 무료법률지원사업 상반기 실무자 워크숍> 일정표

<성매매가 포함된 성폭력 사건의 법적지원>
성판매 경험이 있는 성폭력피해자, 성매매 현장에서 발생한 성폭력, 성매매를 빙자한
성폭력 사건을 어떻게 법적 지원할 것인가?

◯ 일시: 2018년 6월 7일(목) 오후 2시 – 5시
◯ 장소: 프란치스코 교육회관 211호
(주소: 서울 중구 정동길 9 ∥ 전화: 02-6364-2212)
◯ 주관: 사)한국성폭력위기센터
◯ 후원: 여성가족부 권익정책과
◯ 일정
시 간

내 용

14:00 – 14:15

개회. 무료법률지원사업 안내

14:15 – 15:15

활동가 섹션:
성매매가 포함된 성폭력 사건의 법적지원1

15분간

발제자

휴

이어진 사무국장
(한국성폭력위기센터)

이혜정 활동가
(반성매매인권행동 이룸)

식

15:30 – 16:30

변호사 섹션:
성매매가 포함된 성폭력 사건의 법적지원2

16:30 – 17:00

질의응답 및 토론

17:00

폐회

서혜진 변호사
(한국여성변호사회)

◯ 담당 : 어진(한국성폭력위기센터 사무국장) ∥ 전화: 02-883-928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