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팬데믹 시대의 교정정책 전망과
아동 성범죄자 처우 방안
2021. 6.

4.(금) 14:00 ~ 18:00

프로그램을 통한 온라인 진행

안녕하십니까? 한국교정학회장 최응렬입니다.
지난 학술대회 때도 온라인으로 만나 뵈었는데 제59회 학술대회도 온라인으로 개최
하게 되어 아쉬운 마음이 듭니다. 올해쯤이면 코로나 상황이 개선되지 않을까 하는 막연한
희망을 가졌었지만 여전히 확진자 수는 작년과 비슷한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국민들
에게 백신 접종이 한창 진행 중임에도 코로나 바이러스는 독감처럼 앞으로 인류와 함께
살아가야 한다는 전문가의 의견이 있습니다. 우리는 작년 서울동부구치소 집단감염
사태로 교정시설도 더 이상 바이러스에 안전한 지대가 아니라는 경험을 하였습니다. 이러한
현실에 마주하여 교정정책이 나아가야 할 방향과 교정시설 내 집단 감염 위기 상황에서의
수용자 처우와 인권에 대한 깊은 고민이 필요한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더불어 아동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가 증가하고, 아동 성범죄를 저질렀던 출소자가 세간의
이목을 끌게 되면서 교정기관에서도 이들에 대한 남다른 처우가 필요하다는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습니다. 특히 고위험군 아동 성범죄자에 대한 심리치료의 중요성이
더해가는 만큼 교정기관 심리치료를 총괄하는 부서의 책임자를 모시고 아동 성범죄자의
효율적 처우 방안에 대하여 논의하는 자리도 만들었으니 공사다망(公私多忙) 하시더라도
참석하여 자리를 빛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국교정학회 회장

최 응 렬 배상

세부일정
시간

구분

내용
참가자 ZOOM 회의실 참석

13:40~14:00

개회사

최응렬 한국교정학회장, 이영희 법무부 교정본부장

환영사

한인섭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장

축사
14:00~14:20

김종민 국회의원(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

감사패 수여

이용식 한국교정학회 명예회장

학술상 시상

수상자 : 조민경 대구가톨릭대학교 심리학과 박사과정
오경식 강릉원주대학교 법학과 교수(식전행사, 1주제)

사회

양혜경 웨스트민스트신학대학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2주제,
연구윤리교육)

대주제

팬데믹 시대의 교정정책 전망과 아동 성범죄자 처우 방안
‘감염병 예방’과 ‘수용자 처우’ - 코로나19 팬데믹 사례를 중심으로 -

제1주제
(14:20~15:30)

· 발 표 : 강태경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연구위원
· 토 론 : 홍성수 숙명여자대학교 법학과 교수
· 토 론 : 김명재 안양교도소 공중보건의사

14:20~17:00

휴식(15:30 ~ 15:50)
(아동)성범죄자 효율적 처우 방안
제2주제
(15:50~17:00)

– 교정시설에서 운영 중인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 발 표 : 이희정 법무부 심리치료과장
· 토 론 : 신기숙 국가보훈처 심리재활집중센터장
· 토 론 : 김병배 경기대학교 범죄교정학 교수
질의 응답 / 연구윤리교육

17:00~18:00

사전 참가 신청

참가 희망자 소속, 성명, 개인연락처 010-5923-4685로 메시지 전송

온라인 학술대회 ZOOM 접속방법

접속 URL
회의 ID(Meeting ID)
PC, 노트북 사용 시
스마트폰, 태블릿 PC
사용 시
접속 후

https://us02web.zoom.us/j/8784330037
878 433 0037
위 URL로 접속 또는 회의 ID 입력 후 접속
ZOOM Cloud Meetings 앱 다운로드 → URL 또는 회의 ID 입력 후 접속
“컴퓨터 오디오 참가(Join with computer audio)”버튼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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