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보호관찰학회 추계
온라인 학술대회 초청장
『성폭력 범죄자 출소 이후의 재범방지 대책』
: 보호수용제도 및 신상정보 공개제도 중심으로

일시ㅣ 2020. 11. 6.(금) 14:00 ~ 17:30
방식ㅣ 영상회의 플랫폼 ZOOM

문의ㅣ 02-2110-3790
주관 : 한국보호관찰학회

세부일정
<대주제 : 성폭력 범죄자 출소 이후의 재범방지 대책>
참가자 등록

13:00 ~ 14:00

개회식

14:00 ~ 14:30
축사

강호성 국장(범죄예방정책국)

개회사

원혜욱 회장(한국보호관찰학회)

제1세션

사회 : 정유희 사무관(보호관찰과)

14:30 ~ 15:50

주제

보호수용제도 도입에 관한 검토

발표 / 사회자

강지현(부산대 법학연구소) / 유영재(중원대 경찰행정학과)

토론

김성규(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라광현(동아대 경찰소방학과), 윤웅장(국립법무병원 행정지원과)

제2세션

16:10 ~ 17:30
주제

성폭력 사범에 대한 전자감독과 신상공개명령의 상호작용 효과 분석

발표 / 사회자

김병배(경기대 교정보호학과) / 박찬걸(대구가톨릭대 경찰행정학과)

토론

이정민(단국대 법학과), 이재영(세한대 경찰행정학과), 문희갑(법무부 전자감독과)

초청의 말씀
존경하는 한국보호관찰학회 회원 여러분, 안녕하세요.
전세계는 현재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산으로 예상치 못한 여러가지 힘든 상황들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이에 한국보호관찰학회도 온라
인을 통해 학술대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대회는 보호관찰 기관의 주요 현안을 논의하고 회원들 간의 학술성과 정보 공유의 장을 제공하는 소중한 학술대회가 될 것입니다.
최근 아동성폭력사범 조두순의 출소를 앞두고 성폭력 범죄자의 출소 이후 재범방지 대책과 정신질환 범죄자의 처우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번 대회에서는 ‘보호수용제도 도입과 성폭력 사범에 대한 전자감독과 신상공개명령의 상호작용 효과 분석’ 이라는 주제로 학계와 실무
현장의 토론 자리를 가지려고 합니다.
특정 강력 범죄자의 재범방지 및 원만한 사회복귀를 위해 추진 중인 보호수용제도에 대해 논의하고, 성범죄자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운영 중인 성범죄자 신상정보 공개제도 및 전자감독 제도의 상호작용에 대해서 논의할 예정입니다.
온라인 개최라는 새로운 형식이기는 하지만, 학회원 모두가 참여하며 누리는 풍성한 학술 축제의 장이 되기를 바랍니다.바쁘시더라도
부디 참석하시어 이번 학술대회를 빛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20년 11월

한국보호관찰학회 회장 원 혜 옥

참가방법
▷ 학술대회 사전 참가 신청
- 법무샘 메일(수신자 : 안연지) 또는 na2da@korea.kr로 신청해주시기 바라며, 신청기한은 11. 3.(화)
18:00까지 입니다.

▷ 학술대회 참가 전 ZOOM 프로그램 설치

- 앱스토어 등에서 ZOOM 앱을 설치해주시기 바랍니다.(회원가입 없이 접속 가능)

▷ 학술대회 문의

-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 보호관찰과 정유희 사무관(02-2110-3487), 안연지 계장(02-2110-379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