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선행교육 금지법 제정 촉구 1인 시위 100일 기념 특별 행사 결과 보도(2012. 12. 11)

선행교육 금지법 제정 촉구 1인 

시위 100일째와 특별행사 현장! 

▲ 7월 2일부터 100일간 선행교육 금지법 제정 촉구 위한 1인 시위 실시...

▲ 선행교육 금지가 대선 후보들의 공약으로 급부상하는 등, 의미 있는 성과 거두어...

▲ 7월 10일(월) 광화문 광장에서 1인 시위 100일을 기념하여 공동대표들이 함께 참여

하는 퍼포먼스 실시.

▲ 1인 시위 100일을 기점으로 선행교육금지법 제정을 위해 국회를 대상으로 구체적인 

시민요구운동 준비하여 조만간 발표할 예정.

 

지난 7월 2일부터 시작해 매일 정오 12시~1시 사이에 광화문 광장에서 진행되고 있는 

선행교육 금지법 제정을 촉구하기 위한 1인 시위가 12월 10일, 100일 간의 릴레이를 

완주하였습니다. 여름과 가을을 모두 보내고 지금 몹시 추운 겨울까지도 흔들림 없이 

계속되었습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우리 아이들의 행복과 교육문제 개선을 위해 자기 시

간을 아끼지 않으시고 나와 주신 각계각층의 시민 여러분들의 참여가 있었습니다. 학부

모이신 하정혜, 김수진, 이경은 선생님과 인터넷 신문사 기자이신 진은지 선생님, 서울

남교회 황영익 목사님 그리고 100일째는 민들레 출판사의 현병호 선생님께서 한마음으

로 참여해주셨습니다.

또한 동일한 장소에서 1인 시위 100일째를 기념하여 사교육걱정없는세상에서 준비한 

특별 행사도 무사히 마쳤습니다. 광화문 광장에서 만난 시민 여러분들과 언론의 많은 

관심 속에서 선행교육을 비롯한 입시 사교육에 고통 받는 학생과 과도한 사교육비 부담

으로 힘들어 하는 학부모를 표현한 퍼포먼스가 진행되었습니다.

우리의 퍼포먼스를 시민들이 어떻게 받아들이실지 내심 염려가 되기도 하였지만, 진지

하게 바라보시고 공감해주시는 시민 여러분들의 시선과 마음이 느껴져 더욱 끝까지 이 

운동을 이어가야겠다는 의지를 다잡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1만 3천여 명의 시민들이 선행교육 금지법 제정을 위한 서명운동에 참여하였고, 

100명의 시민이 1인 시위를 통해 선행교육 금지법 제정을 위한 국민들의 열망을 표현해 

주셨습니다. 이런 열망을 반영하여, 주요 대선 후보들이 대선 공약에 이와 관련된 공약

을 반영한 것은, 큰 성과라 할 것입니다. 물론 공약 내용 속에 아직도 미흡한 것은 있으

나, 앞으로 선행교육 금지법을 제정하는 입법 운동 속에서 이를 반영해서 제대로 된 법

률이 제정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일 것입니다. 함께 지켜봐주십시오. 

2012. 12. 11. 사교육걱정없는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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