찾아오시는 길
2018 춘계학술대회
혜화관

04620 서울특별시 중구 필동로 1길 30

정신질환 범죄자에 대한
효과적 재범방지 방안
일 시 2018. 5. 11.(금) 13:00~18:00

지하철 이용시

장 소 동국대학교 혜화관 2층 고순청 세미나실

3호선

동대입구역 6번출구 이용

주 최 한국보호관찰학회ㆍ동국대학교 경찰사범대학

3·4호선

3·4호선 충무로역 1번 출구 이용

버스이용시
장충동 (동국대 입구)

지선버스 : 7212

대한극장 앞

지선버스 : 7011

간선버스 : 144, 301, 420, 407
간선버스 : 104, 105, 140, 463, 421, 507, 604

자가용이용시 ※ 모든 자동차의 출입은 동국대 정문 으로만 가능
분당방면

한남대교 남산국립국장 400m 전방 동국대 정문

강남방면

동호대교 장충체육관 앞 사거리에서 좌회전 300m 전방 동국대 정문

용산방면

남산 2호터널 통과 후 좌회전 100m 전방 동국대 정문

동대문방면

장충사거리 200m 전방 동국대 정문

한국보호관찰학회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하세요.
서울보호관찰소 행정지원과 Tel : 02.2216.4854 / 02.2200.0207

한 국 보 호 관 찰 학 회
Korean Academy of Probation and Parole Services

초청의 글

2018년 춘계학술대회 일정표

한국보호관찰학회는 “정신질환 범죄자에 대한 효과적 재범방지 방안”

일 시 2018. 5. 11.(금) 13:00~18:00
장 소 동국대학교 혜화관 2층 고순청 세미나실

이라는 주제로 「2018년 춘계학술대회」를 개최합니다.

대주제 정신질환 범죄자에 대한 효과적 재범방지 방안

우리나라에서는 연평균 54건의 동기없는 범죄가 발생하고 있으며 이는
정신질환 을 앓고 있는 사람들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정신질환은
개인의 문제에 국한되지 않고 범죄로 연결될 경우 사회적으로 커다란
파장을 주기 때문에 적극적인 치료 개입을 통해 재범을 방지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특히 치료명령제도는 경미한 범죄를 저지른 주취·정신질환자에 대해
보호관찰과 치료를 병행하여 범죄성을 개선함으로써 중범죄자로 전이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우리 학회에서는 2016년 12월 시행된 치료명령제도에서 나타난 일부

총사회 성봉호 사무관

개회식
13:00~13:30

접수 및 등록

13:30~13:40
(10분)

· 개회사 한영수 부회장 (한국보호관찰학회)
· 축 사 한태식 총장 (동국대학교)
· 축 사 강호성 국장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

13:40~13:55
(15분)

· 정기총회
· 한국보호관찰학회 연구윤리규정 설명

주제 발표 및 토론

보완점 등에 대해 개선방안을 심도있게 논의하려고 합니다.

제1주제 치료명령제도의 구조적 문제점과 개선방안

또한, 보호관찰 대상자의 정신건강 문제에 대한 이해를 넓히고 이들의
치료를 위해 효과적으로 개입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지역사회

14:00~15:30
(90분)

정신의료기관 등과 협업하는 정신건강증진 프로그램의 모델을 제시하고
대안을 찾고자 합니다.
이러한 논의를 통해 정신질환 범죄자에 대해 보다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15:30~16:00
(30분)

치료 방안을 마련하고 치료명령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사 회 김혜정 교수(영남대 법학전문대학원)
발 표 김민이 박사(국회도서관)
토 론 1 박찬걸 교수(대구가톨릭대 경찰행정학과)
토 론 2 김혜경 교수(계명대 경찰행정학과)
토 론 3 권은아 사무관(법무부 보호법제과)
휴 식

제2주제 보호관찰 대상자 정신건강문제의 이해와 효과적 개입
(지역사회 정신건강증진 모델을 중심으로)

기대합니다.
바 쁘 시더라 도 부 디 참 석 하 시어 이번 학 술 대 회 를 빛 내 주 시면

16:00~17:30
(90분)

감사하겠습니다.
2018. 4.
한국보호관찰학회 부회장

한영수

18:00~

사 회 조은경 교수(동국대 경찰행정학부)
발 표 소민아 전문의(국립정신건강센터 성인정신과)
토 론 1 이계성 원장(인천참사랑병원 정신건강의학과)
토 론 2 이정민 교수(단국대 법학과)
토 론 3 심선옥 서기관(서울보호관찰소 관찰과장)
저녁만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