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면시대의 범죄 양상과 보호관찰의 대응』

일시ㅣ 2021. 4. 23.(금) 14:00 ~ 17:30
방식ㅣ 온라인(실시간, ZOOM)

문의ㅣ 02-2110-3842
주관 : 한국보호관찰학회

세부일정
<대주제 : 비대면시대의 범죄 양상과 보호관찰의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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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대면시대 전자 감독을 활용한 구금 제도의 변화 방향에 관한 고찰

발표 / 사회자

권수진(한국형사정책연구원) / 윤동호(국민대 법과대학)

토론

함혜현(부경대 공공안전경찰학과), 김병배(경기대 공공안전학부), 임합격(법무부 치료처우과)

제2세션

16:10 ~ 17:30

주제

비대면시대 아동학대의 문제점과 대응방안

발표 / 사회자

김혁돈(가야대 경찰행정학과) / 김혜정(영남대 법학전문대학원)

토론

김슬기(대전대 법학과), 김잔디(건국대 글로벌캠퍼스), 이법호(법무부 인천보호관찰소)

2021 춘계 온라인 학술대회에 회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존경하는 한국보호관찰학회 회원 여러분
지금 사회는 불확실성만이 확실해 보이는 시대를 관통해 나가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학교, 직장에서 비대면 방식의 일상이
익숙해진 요즘입니다.
지난 해 12월 서울동부구치소의 집단 감염 여파로 교도소 과밀 수용 문제가 화두가 되었습니다. 과잉 구금 완화, 교도소 과밀화 문제
의 해결, 교정 비용 절감, 재범억제효과 등을 고려하여 미국에서 시행하고 있는 사회 내 구금 전자감독제도 도입을 생각해 볼 때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코로나19 확산으로 집에 머무는 시간이 길어진 아동들이 보호자의 잔혹한 학대 행위로 사망한 안타까운 사건들이 연

이어 발생하고 있습니다. 암수 범죄가 많을 것으로 추정되는 아동학대의 문제점을 확인하고 정책적인 대응책을 시급하게 마련해야 한
다는 사회적 움직임이 거셉니다.
이런 사회적 현상들을 담아 이번 춘계 학술대회에서는 『비대면시대의 범죄 양상과 보호관찰의 대응』 이라는 주제로, ‘비대면시대 전자감
독을 활용한 구금제도의 변화 방향에 관한 고찰(제1주제)＇, ‘비대면 시대 아동학대의 문제점과 대응 방안(제 2주제)’에 대해 학계와 실
무 현장의 토론 자리를 가지려고 합니다.
회원 여러분의 건강과 안녕을 기원하며, 부디 많은 회원들이 참석하시어 비대면시대의 보호관찰제도에 대해 고민하고 지혜를 나누는
시간을 함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보호관찰학회 회장 원 혜 욱

참가 방법
▷ 학술대회 사전 참가 신청
- 학회 홈페이지의 신청 서식을 활용하여 법무샘 메일(수신자 : 공정선) 또는 chall01@korea.kr로 신청해
주시기 바라며, 신청 기한은 4. 20.(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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선 계장(02-2110-384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