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회 (사)아시아교정포럼 추계공동학술대회

회복적 사법의 교정현장에서의 구현,
그 효과성과 미래
일시 2020. 11. 20 (금) 14:00-17:00
장소 법무부 부산교도소 대회의실
주최 (사)아시아교정포럼｜국립 부경대학교 미래융합대학｜법무부 부산교도소
후원 천주교 서울대교구 사회교정사목위원회

모시는 글

(사)아시아교정포럼은 부경대학교 미래융합대학 및 법무부 부산교도소와 공동으로
“회복적 사법의 교정현장에서의 구현, 그 효과성과 미래”라는 주제로 2020년 추계
공동학술대회를 개최합니다.
날로 심각해져 가는 범죄문제는 우리사회 발전을 염원하는 학계와 전문가, 나아가 국
민 모두가 힘을 합해 풀어나가야 할 과제입니다. 범죄예방 및 재범방지를 위한 각종
감시감독 대책은 넘쳐나지만, 피해자와 지역사회는 여전히 범죄문제에 관한 담론에서
소외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사)아시아교정포럼은 범죄로 인한 아픔과 훼손된 관
계의 복원을 위한 논의의 장을 마련했습니다. 진정한 사법정의란 무엇인지에 대해 관
련 학계와 교정현장의 실천가들이 모여 손을 맞잡고 공통의 관심사를 공유하려고 합
니다. 이번 학술대회에서는 그동안 논의 되어 왔던 “회복적 정의의 교정현장 적용사
례”에 대해 토론하고 향후 발전과제를 되짚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쪼록 바쁘시더라도 부디 참석하시어 범죄자의 회복적 교정에 관한 활발한 공론의 장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2020년 11월
(사)아시아교정포럼 학회회장 신 연 희
부경대학교 미래융합대학 학장 김 부 일
법무부 부산교도소장 김 영 식

프로그램

진행사회 조극훈 경기대학교 교양학부 교수
개회식
· 개회사 신연희 아시아교정포럼 학회회장/성결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 환영사 김영식 법무부 부산교도소장
· 축 사 김 부일 부경대학교 미래융합대학 학장
14:00~14:20

· 축 사 현 대일 천주교 서울대교구 사회교정사목위원회 위원장 신부
· 격려사 이백철 아시아교정포럼 이사장/경기대학교 교정보호학과 교수
· 정기총회 (사)아시아교정포럼 연구윤리 규정 교육
· 기념촬영
주제 발표 및 토론
주제발표1

회복적 교도소 프로그램 적용 사례
14:20~15:20

· 발표 김영식 부산교도소 소장
정영식 심리치료팀장
· 토론 류병관 창원대 법학과 교수
· 토론 강 지명 경남교육청 사무관
· 사회 함 혜현 부경대 공공안전경찰학과 교수
휴식

15:20~15:40
주제발표2

보호관찰 단계의 소년대상 회복적 사법 프로그램 효과성 연구
15:40~16:40

· 발표 박 미랑 한남대학교 경찰학과 교수
박 은영 대구 가톨릭대 심리학과 교수
· 토론 손 외철 부경대 공공안전경찰학과 교수
· 토론 김병배 경기대 교정보호학과 교수
· 사회 한영선 경기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종합토론

16:40~17:00

오시는 길

· 종합토론

사회 조극훈 경기대학교 교양학부 교수

부산교도소
부산시 강서구 대저중앙로 29번길 62 TEL. 051-971-015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