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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인년 상반기 우리 학회는 한국경찰학회 및 한국치안행정
학회와의 학술연구교류를 위한 MOU를 체결했습니다. 현재,
우리 학회에서는 기존에 맺어진 자매기관들과의 MOU를 재
정비하고, 각 기관과의 활발한 협업을 도모하고자 많은 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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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작년에 이어 올 하반기에는 자매학회
들과 온라인 공동학술대회를 개최할 예정이오니 많은 학회원들의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학생분과에서는 한국 내 학생들을 위해 미국 대학원 입학 준
비에 관한 워크샵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활동들은 여러가지 이유로 그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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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큽니다. 미국내에서만 한정되었던 활동들이 한국으로 확장되어, 한국 내 학자,
연구자, 그리고 학생들과 연계하여 상부상조하고, 더 나아가 공생 공락할 수 있는
학회 환경을 조성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아울러 범죄학자들을 꿈꾸는 학
생들과의 교류를 통해 학회를 이끌어 나갈 차세대 인재를 양성할 수 있다는 점에서
도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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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반기에 진행한 학회 사업 중 하나는, 학회 회칙 개정이었습니다. 학회원 여러분
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전 회장님대부터 준비해 오던 학회칙 개정에서 모든 수정조
항이 통과/승인 되었습니다. 이번에 수정 회칙에는 멤버쉽 정의가 확대되어 한국과
미국의 범죄학과 형사정책분야에 관심을 가지는 분들이 함께 할 수 있게 되었습니
다.
학회는 작년에 이어 올해도 아시안혐오범죄 관련 연구지원과 연구독려를 하고 있
으며, 공동학술대회와 미국범죄학회 연례학술대회에서 수행된 연구들이 발표될
예정입니다. 내년 상반기, ACJS 연례학술대회에서도 혐오범죄관련 패널과 라운드

테이블을 준비하고 있으니, 학회원 여러분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관련연구 진행,
Ctrl키를 누른 상태에서
그리고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위 소제목을 클릭하시면

(Continued on page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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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th Corona” 정책이 작년말부터 시행되면서, 아시안 혐오 범죄에 대한 문제인식과 그 소리도 점차 흐려져 가
고 있는 듯 합니다. 2021 Covid-19 Hate Crimes Act가 작년 5월에 통과되면서 미 정부와 관련부처에서는 적극
적으로 이 문제에 대처하고자 노력하고 있는데, 정작 개인들에게는 일상으로의 복귀가 시급하여 혐오문제에 관
한 사안이 우선순위에서 점점 뒤로 밀리는 듯 보입니다. 우리 스스로가 소리를 내고 관심을 갖지 않으면 다른 누
구도 나를 위해, 또는 우리를 위해 무언가를 해주지는 않을 것입니다. 내가, 혹은 우리 모두가 피해자가 되지 않
기 위해 사후 통제가 아닌 사전예방을 위한 더 적극적이고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이
에, 우리 학회는 한인경찰협회 (Korean American Law Enforcement Organization, KALEO)와 관계를 시작하고,
작년에는 MOU 체결과 조지아범죄예방위원회 (Georgia Advocates for Crime Prevention, GACP)와 교포사회의
치안 안정과 범죄예방을 위해 상호협력을 추구하고자 합니다. 그 첫 걸음이 이번 애틀란타 정기모임에서 있을
예정이니 많은 학회회원분들의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번 정기미팅 동안 Georgia Bureau of Investigation (GBI) HQ 투어를 기획했습니다. 투어인원이 25명
으로 제한되어 있으니, 참석을 원하시는 학회원들께서는 사전예약을 부탁드립니다.
무더웠던 여름이 지나고, 드디어 가을의 문턱에 들어선 것 같습니다. 날도 선선해지고, 한 해의 풍성한 결실을 맞
이할 수 있는 가을에 학회원 여러분들의 가정내에도 평안함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끝으로, 이 자리를 빌려 학회 임원진분들의 노고와 헌신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하반기에 있을 모든 학회
행사가 성공적으로 진행되기를 바라고, 11월 애틀란타에서 뵙겠습니다.

제7대 학회장
임혜영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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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mbership Committee
학칙 개정에 의해 2022년부터 멤버십 기간이 Calendar year 기준으로 변경됩니다. 회비 납부를 마치신 기존 회
원 분들도 소속/연락처가 변경된 경우 “Information update” 를 선택하여 최신 정보를 입력해주시면 학회 소식
전달에 도움이 됩니다. 회비 납부시에 Paypal이나 신용카드에는 수수료가 발생하므로 되도록이면 Zelle 이용을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KOSCA Facebook page follow를 부탁드립니다: https://www.google.com/url?
q=https://www.facebook.com/KOSCA2020/&source=gmailimap&ust=1663604082000000&usg=AOvVaw1TzQDb8ZdpwKu2-JEqO9Rf
International Committee
대외협력위원회는 이 번 academic year에 한국치안행정학회, 한국경찰학회, 한국범죄심리학회, 그리고 Georgia
Advocates of Crime Prevention (GACP)와 MOU를 체결하였습니다. 이번 MOU를 통해 앞으로 공동학술대회등
과 같은 학술활동 및 다른 협력활동을 활발히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MOU체결된 학회들과 협의 후 총
4개의 한국학회(한국공안행정학회, 한국범죄심리학회, 한국산업보안연구학회, 한국셉테드학회)와 이 번 10월에
공동학술대회를 개최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Award Committee
코스카 Award Committee 에서 2022 년 여러가지 학술상 공모를 시작합니다. 학회발전에 지대한 공헌을 하신
분을 위한 특별공로상; 및 Criminal Justice 분야에서 뛰어난 연구업적을 성취하여 재미한인범죄학회의 명예를
진작시키는데 기여한 교수회원을 위한 학술상, 우수한 신진교수회원을 위한 Junior Faculty Award, 그리고 학생
회원 중에서 Criminology 및 Criminal Justice 분야에 우수한 paper를 집필하여 재미한인범죄학회의 명예를 진
작시키는데 기여한 분을 위한 Student Paper Award 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추천은 11월 5일까지입니다. 자격요
건등 자세한 내용은 코스카 홈페이지에서 확인 바랍니다.
또한 코스카 Award Committee 에서는 금년 4월에 동양인 관련 혐오범죄 연구과제를 공개모집 하였으며, 5월
말 마감까지 세건의 계획서를 접수받았습니다. Blind Peer Review 과정을 거쳐, 두개의 과제를 선정하고 각각
$1000 의 연구비를 제공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과제는 올 12월까지 종료하고 내년초에는 결과 보고가 가능하
도록 진행할 예정입니다.
Constitution and Bylaws Committee
학회칙 개정 투표
2022년 8월31일까지 총 45명이 투표 (찬성: 44명, 반대: 1명)하여 학회칙 개정이 통과되었습니다. 이는 개정안
통과 조건인 ‘회원수의 2/3이 찬성’ 조항 (관련 조항: Constitution IX. AMENDMENTS TO THE CONSTITUTION

(Continued on page 5)

The
Korean Criminologist
Criminologist
The
Korean

Page 5

Vol. 12 No. 2 September 2022

KOSCA Executive Committee 보고

AND BY-LAWS A. Due notice of proposed amendments to the Constitution having been given, any section
of this Constitution may be amended by two-thirds (2/3) vote of those members who cast a ballot.)에 의거
한 결정임을 알려드립니다.
개정된 학회칙은 저희 학회 홈페이지에 게재될 예정입니다. 투표에 참여해주신 회원분들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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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ision of Cybercriminology
형사사법분야 및 사회적 쟁점들에 대한 논의를 위해 사이버범죄학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특히 학문적 토대를 더
욱 강화하기 위해 2022년 한 해 우리 사이버범죄학 학술분과위원장과 회원분들께서는 다양한 행사와 연구에 참
여한 바, 이같은 활동사항을 아래와 같이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사이버범죄 학술분과위원장이신 최경식 교수님께서는 올해 많은 학회, 포럼 및 국제 세미나 (Universidad Metropolitana de Educacion Ciencia y Tecnologia Conference, Panama/ Manon Maniam Sundaranar University,
Parul Institute of Law, Parul University, and Indian Society of Criminology (ISC)/ etc.) 등의 행사에 초청되시어
사이버범죄 관련 다양한 주제로 기조연설을 하셨습니다. 또한 2022년 7월에는 한국 경기대학교의 ‘콘텐츠 융합
소프트웨어 연구소’와 MOU를 체결하였으며 한국 경찰대학교와 사이버범죄관련 국제교류 협력관계를 위한 토
대를 마련하셨습니다.

2020년과 2021년에 이어 ‘제3회 화이트햇 컨퍼런스’를 최경식 교수님과 분과회원분들이 주최한 가운데 최근 이
슈가 되고 있는 암호화폐 사용으로 인한 금융 및 정부부문의 현재의 접근성과 미래라는 대주제로 행사를 성황리
에 마쳤습니다. 세계 각국 정부 단체 및 민간 기업들이 참석하여 암호화폐와 사이버범죄에 관련된 다양한 시사
점 및 문제점에 관한 견해를 나누고 네트워킹 기회를 가지는 등 다양한 활동들이 진행되었습니다. 특히 1,400여
명 의 인원이 등록하고 총 18개국의 사이버 수사 실무자, 사이버보안전문가, 학생들의 참여가 이루어졌으며, 실
질적으로 고등교육 자원이 사이버 보안 및 디지털 포렌식에 어떠한 방향으로 연결되어야 하는지를 각 기관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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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을 진행하였습니다. 국제 민관협력을 통한 사이버 수사경연과, 학생연구경연, 그리고 취업박람회 등의 다채
로운 행사들이 개최되는 등 성공적인 국제 사이버범죄 컨퍼런스로 거듭났습니다.
KOSCA 사이버범죄학 디비전 회원분들께서 행사를 적극적으로 참여해주셨습니다. 첫째 날 가상화폐 문제점과
수사와 관련된 주제로 열린 전문가 패널에서 Bridgewater State University에 재직 중이신 학회 임원 이한나래
교수님께서 사회자 및 토론자로 수고해 주셨습니다.

둘째 날 학생논문공모전에서는 Kennesaw State University에 재직 중이신 최신용 교수님께서 사회자 및 토론자
로 수고해 주셨고, 이번 공모전에서 다크넷마켓 스캠을 주제로 발표한 학회 학생회원 정보라 학생(Boston University)이 최우수상을 수상하였습니다.
이어서 Utica University에 재직 중이신 학회 전 회장 추경석 교수님께서 가상화폐수사 트레이닝 세션 및 인신매
매 관련 가상화폐 사용을 주제로한 전문가 패널에서 사회자 및 토론자로 수고해 주셨습니다.
끝으로 University of Scranton에서 조교수로 재직 중이신 백신철 교수님께서 사회자 및 토론자로 수고해주신 마
지막 학술패널에서 최경식 교수님께서 메타버스의 진화와 이와 관련된 CIC 트레이닝을 주제로 발표하셨습니다.

또한 사이버범죄 학술분과 멤버이신 스크랜턴대학교 (University of Scranton)의 백신철 교수님은 2022년 7월에
Scranton District 지역구 Congressman Matt Cartwright 의원사무실과 사이버정보 관련 회사인 Jacobs Corp의
지원을 받아 스크랜턴지역 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제2회 사이버 수사캠프 (Cyber Investigation Camp)”를 성공

(Continued on page 8)

The
Korean Criminologist
Criminologist
The
Korean

Page 8

Vol. 12 No. 2 September 2022

학술분과 보고

리에 마치셨습니다. 행사의 첫날/둘째날은 사이버보안 및 사이버 수사 기본이론 및 수사기법을 집중적으로 가르
치고, 셋째날은 사이버수사경연대회를 통해 고등학생들의 사이버수사에 대한 관심을 고취시켰으며 마지막날은
Washington D.C.지역에 위치한 Jacobs Corp의 단체방문을 통해 사이버정보보안에 대한 학생들의 견문을 넓히
는 계기를 가졌습니다.
다양한 분야에서 여러모로 활발한 활동을 해주시는 회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우리와 함께 사이버범죄와 관련된
많은 이슈들을 논의하고 싶으신 회원님들께서는 분과장 최경식 교수 (kuung@bu.edu)나 멤버관리 회원 이한나
래 교수 (h2lee@bridgew.edu)에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컨퍼런스는 the US Department of Justice's Bureau of Justice Assistance에서 받은 그랜트 프로젝트의 일
환으로 보스턴대학교와 유티카 대학교가 공동 주최하여 온라인 상에서 진행되었습니다. 컨퍼런스 내용에 관심
이 있으신 분들은 첨부된 링크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Day 1: https://youtu.be/8xjB5FFev98
Day 2: https://youtu.be/eBU2bcCBrmM
또한 사이버범죄 학술분과 멤버이신 스크랜턴대학교 (University of Scranton)의 백신철 교수님은 2022년 7월에
Scranton District 지역구 Congressman Matt Cartwright 의원사무실과 사이버정보 관련 회사인 Jacobs Corp의
지원을 받아 스크랜턴지역 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제2회 사이버 수사캠프 (Cyber Investigation Camp)”를 성공
리에 마치셨습니다. 행사의 첫날/둘째날은 사이버보안 및 사이버 수사 기본이론 및 수사기법을 집중적으로 가르
치고, 셋째날은 사이버수사경연대회를 통해 고등학생들의 사이버수사에 대한 관심을 고취시켰으며 마지막날은
Washington D.C.지역에 위치한 Jacobs Corp의 단체방문을 통해 사이버정보보안에 대한 학생들의 견문을 넓히
는 계기를 가졌습니다.
다양한 분야에서 여러모로 활발한 활동을 해주시는 회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우리와 함께 사이버범죄와 관련된
많은 이슈들을 논의하고 싶으신 회원님들께서는 분과장 최경식 교수 (kuung@bu.edu)나 멤버관리 회원 이한나
래 교수 (h2lee@bridgew.edu)에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Continued on page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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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ision of Police and Public Safety
Policing and Public Safety 분과에서는 2022년 다양한 학술 활동 및 분과 활동을 진행하였습니다. 우선 새로운
학생 회원 모집을 통하여 분과의 다양성을 증진하였습니다. 또한 2022 ASC에서 진행될 두개의 패널을 구성하였
습니다. 구체적으로 Association of Chinese Criminology and Criminal Justice in the United States와 Division
of International Criminology 와의 협력을 통해 Hate Crime against Asian과 Policing in Asia에 관련된 총 10개
의 연구가 발표되는 두개의 패널을 구성하였습니다. ASC에 참석하시는 회원 분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
다. 2022년에도 Policing and Public Safety 분과에서는 경찰과 치안 관련 다양한 연구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
으며, 많은 KOSCA 회원 분들의 관심과 지원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활발한 연구 참여 및 학술교류를 원하시는
KOSCA 회원분들은 한성일 교수 (shan27@uncc.edu)에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Division of Women and Gender
Women & Gender Division (WGD)는 회원들을 대상으로 매해 다양한 주제의 webinar를 개최함으로써, 배움의
기회를 갖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2022년 가을 하기 첫 개강 모임이 9월에 열릴 계획입니다. 개강 모임에서는
이번 학기에 진행될 세미나/연구 모임의 주제를 결정하고, 다가오는 ASC 학회에서 발표할 WGD 패널 세션에 대
한 중간 점검이 있습니다. 함께 모임에 동참하시기를 원하시고 WGD에 관심있는 분들은 Chair (김빛나, bitna.kim@shsu.edu)에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Division of Korean Community and Criminal Justice.
계속해서 미국 내 한인들, 넓게는 아시아인들의 안전과 인식개선이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 분과는 5월에 정
기 모임을 가지고 분과원들의 공동 학술 활동을 위한 계획을 세웠습니다. 11월 ASC에서 Contemporary Issues
Involving Asian Immigrants in the United States라는 주제로 다양한 학자들과 함께 Roundtable 세션을 준비하
고 있습니다. 또한 아틀란타 및 근교 지역 한인들을 대상으로 경찰 정당성 인식 조사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활동
에 같이 참여하고 싶으신 회원분들 언제나 환영입니다. 문의 및 가입신청은 박인선 교수 (ipark@uakron.edu)로
부탁드립니다.
Division of Criminological Theory and Juvenile Justice
Criminological Theory and Juvenile justice 분과는 지난 상반기 첫번째 미팅 (2022년 4월 7일)을 가졌습니다. 이
날 안건으로 분과의 학술 활동을 위한 향후 방향에 대해 논의하였습니다. 이 논의를 통하여, 분과 회원들 간의
학술교류를 위하여 한국 통계자료를 선정하고 공동으로 진행할 연구들을 계획했습니다. 특히나, 이날 모임에서
는 문병욱 교수님 (UT San Antonio) 께서 참석해 주셔서 프로모션/테뉴어 준비와 학술연구용역에 대하여 좋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문의 및 가입신청은 백현인 교수 (h0baek01@nmsu.edu)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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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연재
학생분과는 올해 애틀랜타에서 열릴 ASC 학회기간 중 목요일 (11월 17일) 오전 11시부터 12시 30분까지 학생분
과 모임을 가지고자 합니다. 이번 모임은 KOSCA 교수님을 모시고 잡마켓 패키지 및 인터뷰 준비 방법 등을 배
우고, 다양한 조언을 듣는 자리를 마련할 예정입니다. 잡마켓에 진출한 상태이거나 진출할 예정인 모든 멤버분
들께 매우 유익한 시간이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학생분과는 범죄학을 전공하는 중인 한국인 대학원생들의 연락망을 업데이트하고 있습니다. KOSCA 학생회원으로 가입하시면 대학원생이 참여할 수 있는 연구 과제, Student Awards 등 유용한 정보를 업데이
트 받으실 수 있으며, 학생분과에서 준비하는 모임에도 참여하실 수 있사오니 관심있는 분들은 학생분과 위원장
박연재 (yeonjae.park@utdallas.edu)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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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American Law Enforcement Organization 취재
편집부: 최신용
[KALEO 인터뷰] Ben Pak 회장

지난 몇 년간 미국에서 급증한 아시안혐오범죄 여파로 인한 재미한인들의 치안과 안전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
는 가운데, 최근 재미한인경찰들의 역할과 활동에 대한 관심도 함께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금번호에서는
재미한인경찰들을 대표하는 단체 중 하나인 Korean American Law Enforcement Organization (이하 KALEO)를 소
개하는 취지로 해당 단체와 서면 인터뷰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KALEO회장인 Ben Pak 님과의 서면 인터뷰 주요 일문일답.
- Could you tell us what KALEO is about and how the organization was established?
Our organization was established with 30 officers in 2018 to empower Korean American law enforcement
officers and the community we serve. In the first year of operation, we grew our membership to 200, and we are
currently at over 350 members.
- What are the KALEO’s mission and vision?
Our mission is to foster the promotion and cultural understanding of the Korean American law enforcement
members, strengthen our presence within the law enforcement community and grow the presence of KA law
enforcement officers. We focus on making the maximum positive effort for our community, members, and
volunteers.
KALEO vision is to lead our organization through training, support, and mentorship to ensure the next generation of Korean American officers have a stable environment for the promotion and healthy careers in the law
enforcement community.

(Continued on page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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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American Law Enforcement Organization 취재

- What are the major accomplishments?
We obtained a $80,000 grant from the state of California to combat the increase of Asian Hate Crime.
- How do you feel about the future collaboration with KOSCA?
It is necessary for all groups to work together to give us strength in numbers.
- Lastly, what are the KALEO’s future plans?
We want to grow and see if other chapters will join. For instance, we got a call from San Diego and they want
to expand a chapter of KALEO in San Diego because they don't have enough officers to make their own nonprofit there.

KALEO 관련하여 더 자세한 정보는 아래의 링크에서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Link: https://kaleousa.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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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ps for Teaching Undergraduate Courses
편집부: 노기윤
박사과정을 거의 마무리 할 즈음, 코스웍을 완료하는 것에서부터 종합시험을 통과하고 학위논문을 쓰기까지 박
사과정 학생으로서의 업무들에 대해 익숙해지게 됩니다. 이러한 일들도 물론 중요하지만, 박사과정 학생의 커리
어에서 종종 등한시 되는 항목이 있습니다. 바로 티칭입니다. 이번 뉴스레터에서는 박사과정 학생으로서의 전공
학부생들에 대한 티칭에 관한 팁을 드리고자 합니다.
아래의 내용은 ASC: The Criminologist 뉴스레터 2018년 3월호에 실린 내용을 참조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첫째, 동료들에게 도움을 구해보세요. 가장 합리적인 조언으로서, 티칭 경험이 있는 동료들에게 도움을 청해보는
것이 첫번째 팁입니다. 주위에 티칭 경험이 있는 동료들은 박사과정 학생과 선생님의 두 가지 역할을 균형적으
로 잘 수행하였을 것입니다. 적합한 수업 교재를 찾는 것에서부터 과목 시간표를 완성하고 과제를 개발하는 것
에까지 여러가지 항목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들은 당신과 같은 상황을 경험해보았고 기꺼이 도와줄
것이니 도움을 한번 청해보시길 바랍니다.
둘째, 강하게 시작해보세요. 강의계획서를 쓰면서 긍정적인 어조를
유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학기 중 마주칠 수 있는 모든 일들에
대해 대처가 가능한 강의계획서를 준비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강
의 첫째날 학생들에게 훌륭한 첫인상을 남기는 한 가지 방법은 여
러분의 성격에 대해 비춰주는 것입니다. 이러한 방법은 가장 효과
적인 선생님이 되기 위한 방법 중 하나로써 학생들과의 친밀한 관
계를 형성하게 하는데 도움을 줍니다. 농담을 주고 받는다던지 공
부할 때 듣는 음악들을 공유하는 것과 같은 활동들은 학생들을 처음부터 동참하게 만들고 교수자와 연결시키게
해주는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방법을 사용하는데 있어 기억할 점이 있습니다. 위트 있고 어색함
을 깨뜨리기 위한 방법들이 어떠한 경우에는 유용할 수도 있지만, 학기를 시작함에 있어서 더욱 형식적인 것을
필요로 하는 것들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 연구는 젊은 소수인종의 여성 교수자들이 강의실 관리와 효과적인
티칭에 더 많은 어려움을 겪으며, 교수자로서의 권위 또는 전문 식견에 대한 반복되는 도전들을 경험하였다고
합니다 (Dion, 2008; Harlow, 2003; Pittman, 2010). 이러한 측면들에 대한 내용들을 강의계획서에 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잘 짜여진 강의계획서는 학과목에 관련된 학생들의 대부분의 질문들에 다 대답할 수 있어야 할 것
입니다. 이것은 결국 학생들로부터 더 적은 불평과 불만을 야기할 것입니다.
셋째, 과거의 경험을 기억해보세요. 교수자와 같이 생각하기 위해선 학생과 같이 생각할 줄 알아야 합니다. 여러
분들도 예전에 딱히 좋아하지 않았던 교수님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분들의 수업 방법의 목표를 고려하지 않아
서 좋아하지 않았던 것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교수님이 파워포인트 자료를 학생들에게 배포하지 않아서

(Continued on page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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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지 않았던 기억 때문에 여러분의 학생들에겐 파워포인트 자료를 주기로 결정했는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파워
포인트 자료를 주지 않은 것은 더 많은 학생들이 수업에 참여하기 위함이고 토론에 참여하게 하기 위함이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강의에서 하고자 하는 것들을 디자인하는 동안 쓰고자 하는 수업 방법이 여러분들이
이루고자 하는 수업 목표를 달성하게 해주는지를 되짚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넷째, 스케줄을 잡으세요. 여러분들이 티칭에 만족을 하고, 학생들과
소통하며 과제를 채점하고, 그 밖의 읽을거리들을 보는 동안 박사과
정에서 다른 중요한 측면을 잊어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스케줄을
항상 체크하고 설정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며 최대한 일찍 스케줄
을 잡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티칭 업무가 처음인 경우에는 교수로
서의 업무량이 과중하다고 느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스케줄을 계
획하고 난 이후에는 최대한 지키려고 노력해 보세요. 여러분은 아직
박사과정 학생이고 다른 중요한 사항들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다섯째, 여러분의 연구를 활용하세요. 여러분들의 연구를 수업시간에 적극 활용해보세요. 해당 연구분야에 대한
여러분들의 지식이 수업 준비에 할애하는 시간을 줄여줄 것입니다. 또한 수업 중에 쓸만한 다양한 예시들도 생
각할 수 있도록 도와줄 것입니다. 이러한 접근 방법은 여러분들의 학생들에게 열정적이고 수업 주제에 대해 해
박한 모습으로 비춰줄 수 있을 것입니다.
여섯째, 엄격하지만 공정해지세요. 티칭은 박사과정의 커리어에 매우 즐거운 경험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가
끔 학생들 중에는 여러분이 정년트랙 교수가 아닌 박사과정 학생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이용해 자신들에게 유리
한 것들을 가져오려는 이들이 있을 것입니다. 학생들은 자신이 더 높은 학점을 받아야한다고 느낄 때 자신들의
학점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곤 하는데, 이러한 현상은 여러분이 대학원생으로서 학생들을 가르칠 때 더 많이 나
타납니다 (Ciani, Summers, & Easter, 2008; Lippmann et al., 2011). 이러한 문제들을 예방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
은 채점에서의 주관성을 최대한 줄이기 위한 채점기준 (rubrics)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강의자로서 여러분은 모든
학생들이 과목 내용을 배울 수 있는 교과목을 만들 책임이 있습니다. 학생들로부터 기대하는 것들과 채점기준을
명확히 제공함으로써, 여러분들은 공정하고도 엄격해질 수 있습니다.
일곱째, 긍정적인 것들에 대해 집중하세요. 여러분들의 수업을 듣는 학생들은 여러분의 일이 즐겁고 충족감 있도
록 만들어 줄 것입니다. 수업에 나오는 모든 학생들은 배울 준비가 되어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그 중엔 여러
분들이 강의자로서의 자신감을 높여주는데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도 있을 것입니다. 몇몇 학생들은 연구실 방문
시간에 더 깊은 내용의 주제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을 수도 있고 과제에 최대한 노력을 쏟아 붓거나, 대학원에 대
한 조언을 구하기도 하고, 새 직장의 기회를 얻기도 하며 인생의 전반적인 것들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을지도

(Continued on page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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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릅니다. 이들은 모두 여러분들이 수업강사로서 만나게 될 긍정적인 것들입니다. 이들에게 더 많은 시간을 할애
하고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학생들이 바로 우리를 매 학기마다 가르치도록 힘을 주는 존재
들이기 때문입니다. 결과적으로, 학기 중에 학생들과 교류를 통해 일어나는 긍정적인 일들이 여러분들을 교육자
로서 자신감을 높여주고 강한 영향력을 미칠 것입니다.
여덟째, 외부 전문가들을 초청해보세요. 전공 분야나 관련 분야의 현직 전문가들과 초청 인사들을 수업에 초대해
보세요. 몇 학생들은 로스쿨에 가기를 원하거나 비영리단체에서 일하기를 원하는 반면, 몇 학생들은 경찰관이 되
길 바랄 것입니다. 현직 전문가들은 이러한 직장들에 대한 정보에 대해서 도움이 될만한 정보들을 제공할 수 있
습니다. 또한 학생들은 자신들의 전공이 졸업 후에 자신들에게 어떻게 도움이 될 수 있는지를 보고 싶어하기도
합니다.
아홉째, 연습 또 연습하세요. 여러분들이 강의를 디자인할 때, 수업 중
에 여러분들이 이야기 할 것들을 소리내어 연습해보세요. 활용하고 싶
은 예시들이나 그러한 예시들이 해당 주제에 어떻게 관련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생각해보세요. 강의 연습과 철저한 준비는 여러분들의 자신
감을 높여주는데 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또한, 연습을 통해 강의 전
업데이트가 필요한 내용에 대한 깨달음을 얻을 수도 있습니다. Johnson 과 Moon 의 연구 (2014) 에 따르면, 최근에 만들어지고 테스트된
최신 이론들이나, 새롭게 결정된 Supreme Court 의 판례들, 범죄자 인
구들 처우에 대한 최신의 전략들에 대한 지속적인 업데이트는 강의실 내에서 전달되고 논의될 지식들로 잘 활용
될 수 있습니다. 강의 연습은 초조함을 없앨 수 있고 다른 것들을 통제할 수 있는 상태로 만들어 줍니다.
마지막으로, 학생들의 수업에 대한 평가자료를 잘 활용하세요. 학생평가자료는 여러분들의 티칭의 효과성을 판
단할 수 있는 기본적인 부분입니다. 학생들이 인식하는 수업에서의 문제점들은 여러분들의 미래의 수업을 위해
노력해야 할 부분들입니다. 예를 들어, 많은 학생들이 여러분의 말하기 속도가 너무 빠르다고 지적을 하였다면,
느리게 말하는 연습을 해야합니다. 기억할 가장 중요한 점은 건설적인 비판을 받아들이고 그 부분을 어떻게 향
상시킬 수 있을지를 고민하는 것입니다. 부정적인 평가도 상당한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학기 중에 여러분의 수
업에 대해 학생들이 평가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도 한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티칭 스타일을 가다
듬고 더욱 성공적인 학기를 마치기 위해 약식의 무기명 평가를 활용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Continued on page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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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기획[1]: Interview with Dr. Bradford Reyns
편집부: 이희욱
KOSCA 뉴스레터에서는 Research, Teaching, Service등에 있어서
각 학교의 저명한 교수님들의 교육철학과 인생철학을 인터뷰를 통해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KOSCA 회원으로써 소개해 드리고 싶은 교수님이 있으신 분들은
뉴스레터 편집장 이희욱 교수님께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욱 교수: heeuklee@weber.edu).
Interview with Dr. Bradford Reyns

Dr. Bradford Reyns
Ph.D. University of Cincinnati (2010)
Current/Past Positions:
2011-Present: Professor, Weber State University
2010-2011: Assistant Professor, Southern Utah University
2009-2010: Visiting Professor, Bowling Green State University

Research Interests:
Victimology, criminology, environmental criminology, crime prevention, fear of crime, cybercrime.
Biography:
Brad Reyns is a Professor in the Department of Criminal Justice at Weber State University. He earned his
Ph.D. in Criminal Justice at University of Cincinnati in 2010. His research focuses on issues within the fields of
victimology, crime prevention, and policing, and has appeared recently in Police Quarterly, Criminal Justice

and Behavior, and Crime and Delinquency. He is the editor of Journal of School Violence and the co-author
of Introduction to Victimology and Criminal Victimization in Higher Education.

(Continued on page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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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o has most influenced your work?
I would say several people have influenced my work. First, those who trained and supervised me at University of Cincinnati were and continue to be an inspiration. In particular, I am very grateful to have studied under Bonnie Fisher, Pamela Wilcox, and Jim Frank who provided guidance and mentorship at UC. Those in
my research network with whom I publish research are also an inspiration and encourage me to be better.
Finally, my work was influenced by those who undertook pioneering research in my areas of specialization,
especially Marcus Felson, Chris Schreck, and Wes Skogan.
What are the general tasks as an Editor in the Journal of School Violence?
As a co-editor for Journal of School Violence, I work with the other editor, Ryan Randa, and the publisher,
Taylor and Francis, to process submissions to the journal. This involves screening submissions for appropriateness, overseeing the review process, and making publication decisions. We also are responsible for the
overall vision and impact of the journal.
How are you able to publish many articles?
It’s important to have colleagues who are reliable and productive, and I have been very blessed in that regard. I have published many papers with Billy Henson, Ryan Randa, Patrick Brady, Bonnie Fisher, John Sloan,
Dennis Lee, and others that I should mention, but won’t for the sake of space. Teamwork is also important.
Finding co-authors who work well together to collectively produce a higher quality product than we could
have produced on our own, which is true collaboration. Researchers who are looking to build out their professional networks should get involved in ASC, ACJS, and the regional conferences to make contacts and
network with other scholars. This is one of the critical things learned in grad school as well. Reaching out via
email and introducing yourself can also be the start of a research partnership.
Do you ever get writer's block?
I don’t know if I’d call it writer’s block, but sometimes sitting down and writing is a challenge. You might be
unmotivated, overwhelmed with other things, or not know where to start. There are a few great papers in

Journal of Criminal Justice Education on this topic that I’d recommend. But, the bottom line is that you have
to devote time to it. When I was at UC, Frank Cullen advised us that we should have writing days that are

(Continued on page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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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dicated to writing and only writing. For example, Wednesday is your writing day, and so you don’t teach
or spend time on service on Wednesdays. I think that’s great advice, especially for early career academics.
How many different research projects do you tend to work on at one time?
I think a good strategy, which again, I may be borrowing from Dr. Cullen, is to always plan on presenting
something at ASC and ACJS. The goal should be to develop those presentations into papers. If you can do
this, you’ll always have at least two projects under way each year. I did this during my early career days and
I think that it worked out really well. Theoretically, that should result in two publications a year, which is sufficient to earn tenure at most institutions. These days, I might have two or three projects in varying stages
of completion going at a time.
Do you have a specific time of the day when you prefer to do research?
Mornings are my most productive time. I like to get an early start on the day and accomplish whatever will
get done that day by early afternoon. I’m sure everyone is different, but for me, my mental and physical energy is spent as the day wears on. Then again, I have colleagues who are most productive at night, so this is
just something that we all have to figure out.
How many pages do you tend to write per day?
On a typical day, I write zero. I have bursts of productivity, where I can accomplish a lot in one sitting or
one week. But my modal number of pages is zero. When I was working on Introduction to Victimology, that
was a different story. I would set word goals for myself, and typically that was something like 1,000 words a
day. It depends on the nature of what you’re doing, as well as your deadlines.
Are you a generalist?
My Ph.D. is in criminal justice which is a broad, diverse field, but my research has been pretty specialized.
The bulk of my work has been victimological. Much of it has focused on risk factors for victimization or college students as crime victims. I’ve also been involved in studies of cybercrime, fear of crime, and policing.

(Continued on page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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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at constitutes a specific research year for you?
In a typical year, I might publish about three articles. I’m also working on a book proposal with some colleagues from grad school.
Do you set specific productivity goals in terms of quantity and quality?
Quantity, no. Quality, yes. I think it’s important to produce quality research and aim for higher impact journals. Your likelihood of success is lower, but you’ll get good reviewer feedback when you submit to high
quality journals, and that will improve your likelihood of success on future submissions. At the same time, it’
s important to be realistic. The higher impact journals desk reject a substantial proportion of their submissions, so there is also strategy to it. In addition, quality is recognized and you’ll begin to develop a reputation for quality. In the long run, that’s what I care more about.
What would you advise junior faculty and graduate students?
I think I’ve woven that advice into some of my previous answers. To this, I would add two things. First, make
time for family and friends. Being a researcher and/or professor is a wonderful career, but make time for
other things too. Second, it’s important to work on what you care most about, and what attracted you to
academia in the first place. For example, teach the subjects you love. For research, investigate questions that
you find interesting and compelling, rather than publishing opportunistically. For service, volunteer your time
to the committees on campus that you feel passionately about. Doing this will ensure that you enjoy what
you’re doing and it will be reflected in the quality of your wo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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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소개: University of Louisville
안녕하세요, 재미한인범죄학회 회원 여러분. My name is David Kim. I would like to introduce you to the University of Louisville Department of Criminal Justice.
The University of Louisville is a state-supported research university located in Kentucky's largest metropolitan
area. It was a municipally supported public institution for many decades prior to joining the university system in 1970. The University has three campuses. The 287-acre Belknap Campus is three miles from downtown Louisville and houses eight of the university's 12 colleges and schools. The Health Sciences Center is
situated in downtown Louisville's medical complex and houses the university's health-related programs and
the University of Louisville Hospital. The 243-acre Shelby Campus is located in eastern Jefferson County.

University of Louisville (UofL) is classified by the Carnegie Classification of Institutions of Higher Education as
a Research 1 (R1) doctoral university. UofL is one of only 146 universities roughly 4% of those considered to
receive this designation. UofL enrolls approximately 23,000 students (Fall 2021) in over 200 bachelor’s master’s, and
doctoral programs in 12 schools.

(Continued on page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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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partment of Criminal Justice.
As part of the College of Art and Sciences, the criminal justice program is one of the oldest programs focused on
criminal justice issues. The program offers a Bachelor of Science, Master of Science, and a Doctor of Philosophy in
Criminal Justice. The Bachelor's and Master’s degree in Criminal Justice is also available as online degree. The program also has two active criminal student justice organizations, Lambda Alpha Epsilon & Alpha Phi Sigma. In addition, the Department of Criminal Justice houses the Southern Police Institute (SPI). The SPI, established in 1951,
provides high-quality training and education for law enforcement professionals.

The Criminal Justice Department has 15 full-time faculty and several adjunct faculty that allow the department to
provide a wide variety of on-campus and on-line courses. The faculty of Criminal Justice is currently involved in
numerous research projects such as the Department of Homeland Security Cybersecurity Grant, Kentucky Sexual
Assault Forensic Examination (SAFE) Kit Backlog Research Project, School Climate, Student Discipline, and the Implementation of School Resource Officers, Understanding the Adoption, Function, and Consequences of SRO Use
in Understudied Settings, Nashville Longitudinal Study of Youth Safety and Wellbeing, LMPD Citizens’ Attitude Survey, and LMPD Vehicle Stops Report.
Applying to the Graduate School (Doctoral Program)
The UofL Doctoral Program admits qualified students once a year (January 15).. The application material requirements are:
•

Official transcripts from all schools attended.

(Continued on page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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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letters of recommendation

•

Personal Statement

•

Writing sample

•

Curriculum vita or resume

•

Completion of graduate-level statistics and graduate-level research methods courses

•

GRE is no longer required for Ph.D. Applicants.

Applicants whose native language is not English and who do not hold a degree from a university where the language of instruction is English must also submit scores from the Test of English as a Foreign Language, with a
minimum score of 80 on the internet-based test (IBT) or 213 paper-based test (PBT) or 550 (old test).

Funding/assistantship
The Department of Criminal Justice officers a limited number of Graduate Research and Teaching Assistant positions (GRAs) which are awarded competitively and are intended to support full-time study. Students in the Ph.D.
program may receive a maximum of three years of support as a Graduate Assistant. The Ph.D. Graduate Assistants
are provided a stipend of $19,000 over 12 months as well as full tuition remission and health insurance. The deadline for Graduate Assistantship is January 15.
Coursework
The Ph.D. in Criminal Justice is a degree that prepares graduates for careers in academic (e.g., teaching and research) as well as public sector organizations (e.g., research, policy analysis and development, planning, program
development and evaluation).

(Continued on page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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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program consists of a core curriculum and electives that students may use to develop their particular
areas of specialization. The core provides a broad orientation and the electives enable students to develop
expertise in a particular field. The curriculum includes 54 credits:18 hours of core, 18 hours of electives, 6
hours of qualifying project, and 12 hours of dissertation research. Students qualify for official candidacy to
the Ph.D. by satisfactorily completing all course work and qualifying examinations in the core curriculum.
Both full and part time study is permitted. Part time students are required to meet residency requirements consisting of 4 continuous semesters of enrollment and participation in departmental activities offered to meet the
need for scholarly integration and academic immersion in the program.
If you have any questions about the doctoral program, please do not hesitate to contact me. Thank you.
David Kim
dyk1@iu.ed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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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 소식
Employment
추경석 (Kyungseok Choo, Ph.D.), 2022년 Associate Dean, School of Social Sciences, Communication, &
Humanities/ Professor and Director, Homeland Security Graduate Program
최신용 (Sinyong Choi, Ph.D.), 2022년 Kennesaw State University, Assistant Professor
Promotion
전돈수 (Don Soo Chon, Ph.D.), 2022년 Auburn University at Mongomery, Full Professor
조수정 (Sujung Cho, Ph.D.). 2022년 Southern Illinois University at Carbondale, Associate Professor
Publication
최경식 교수 (Kyung-Shick Choi, Ph.D.), Boston University
BU Today (News, Opinion, and Community)
This MET Cyber Sleuth Helped Find the Man Whole Stole His Identity
박인선 교수 (Insun Park, Ph.D.), University of Akron & 최신용 교수 (Sinyong Choi, Ph.D.), Kennesaw State
University
NEWSWAVE25
애틀란타 스파 총격 사건 이후 1년, 경찰을 얼마나 신뢰하나
Digital Forensics and Cyber Investigation
by Kyung-Shick Choi, Sinchul Back, and Marlon Mike Tora-Alvarez
Digital Forensics and Cyber Investigation equips students, law enforcement officers, government employees, business employees, and cybersecurity practitioners with the competencies and fundamental knowledge
base they need to tackle issues involving cybercrime and cyber investigations. The book introduces readers to process of conducting successful
forensic examinations of digital devices and computer networks through
hands-on practice and comprehensive exploration of cyber-investigation
techniques.

(Continued on page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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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ver the course of 15 chapters, readers gain foundational knowledge on cybercrime-focused digital forensics and develop their ability to apply this knowledge to cybercrime cases. Opening chapters examine computer ethics in cybercrime investigation and cybersecurity practice, the basics of information technology,
mobile forensics, and email evidence and analysis. In additional chapters, students learn about electronic
vandalism, phishing scams, geo-localization and cyberspace detection, and dark web investigation. They are
provided with historical overviews and proven frameworks for developing strategic plans to counter cybersecurity and cyberterrorism attempts and attacks.
Learn more at http://ow.ly/obfZ50K6qV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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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프로그램위원장 이한나래 입니다.
이번 11월 ASC 기간 중 저희 코스카에서 주최 또는 스폰서하는 프로그램들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작년에 이어
저희 코스카에서는 연례 미팅 및 리셉션, 각 분과 및 다른 단체들과 함께 다양한 학술프로그램, 그리고 Georgia
Bureau of Investigation (GBI) Tour를 준비하였습니다. 회원 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KoSCA Annual Meeting:
November 17th, 2:00 to 4:00 pm at Atrium Ballroom C, Atrium Level
KoSCA Reception:
November 17th, 4:00 to 6:00 pm at Atrium Ballroom C, Atrium Level
학술 프로그램
Three Panels Organized by KoSCA Organized Only
Interpersonal Violence Against Children and Youth
Friday, November 18th, 2:00 to 3:20 pm at M302, Marquis Level
Anti-Asian Racism and Violence
Wednesday, November 16th, 8:00 to 9:20 am at M104, Marquis Level
Stalking research: Past achievements and future promises
Friday, November 18th, 2:00 to 3:20 pm at M102, Marquis Level
One Panel Organized and Sponsored by KoSCA, Association of Chinese Criminology and Criminal Justice in
the United States (ACCCJ), and Division of International Criminology (DIC)
Policing in Asia
Thursday, November 17th, 9:30 - 10:50 am at A702, Atrium Level
Two Panels Organized and Sponsored by KoSCA & Association of Chinese Criminology and Criminal Justice
in the United States (ACCCJ)
Hate Crime against Asian-American and Policing
Thursday, November 17th, 5:00 - 6:20 pm at International 3, International Level
Hates Against AAPIs
Friday, November 18th, 11:00 to 12:20 pm at L405, Lobby Level

(Continued on page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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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merican Society of Criminology (ASC) KOSCA Program

Two Panels Organized by KoSCA & Sponsored by the Division of Cybercrime
The Digital Underground Business and Online Safety
Friday, November 18th, 3:30 to 4:50 pm at L401, Lobby Level
Technology-Facilitated Crimes Against Children
Friday, November 18th, 9:30 to 10:50 am at M104, Marquis Level
GBI Tour (Max 25 people: First Come First Serve)
Wednesday, November 16th, 2:00 to 3:30 pm.
Registration is required at https://forms.gle/hzDCxQJUDiBuE33u8

The
Korean Criminologist
Criminologist
The
Korean

Page 29

Vol. 12 No. 2 September 2022

ASC Pre-Meeting Workshop
ASC Pre-Meeting Workshop: Online and In-Person
The official registration link is open for The ASC (American Society of Criminology) Pre-Meeting Workshop
hosted by Dr. Kyung-Shick Choi at Boston University. There are in-person and online options available! All
proceeds benefit the Division of Cybercrime.
Register via https://asc41.com/.../2022-asc-annual-meeting-workshop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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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회원가입 및 회비 납부 안내

회원가입 및 회비 납부 안내
입회원서 작성 및 제출
국적에 상관없이 한국과 미국의 범죄 및 형사사법 연구에 관심 있는 모든 범죄학자는 KOSCA 회원으로 가입
하실 수 있습니다. 가입을 원하시는 분께서는 입회원서 (양식다운로드-클릭)를 작성하셔서 Membership Committee Chair (박인선교수)에게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기존의 회원께서는 신상이 변경된 경우에만 (영전 및 교
수직 임용 등) 회원신청서를 재 작성하셔서 보내주시면 됩니다. 또한 입회원서를 보내실 때 회원정보 데이터
베이스 구축 차원에서 입회원서와 C.V.를 함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보내실 곳: 박인선 교수 (University of Akron) ipark@uakron.ed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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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KOSCA Membership 안내

2022년부터 멤버십 기간이 calendar year 기준으로 운영됩니다.
홈페이지 멤버십 페이지에서 “Join KOSCA”를 클릭하신 후 해당하는 메뉴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기존 회원 분들도 소속/연락처가 변경된 경우 “Information update” 를 선택하여 최신 정보를 입력해주시면 학
회 소식 전달에 도움이 됩니다. 회비 납부는 온라인 결제 Zelle - kosca2020@gmail.com / Paypal - chunrye@gmail.com 또는 check/money order 발송을 통해 납부하실 수 있습니다.
Active Member (정회원) - $20
Student Member (학생회원) - $10
Lifetime Member (평생회원) - $300

** Paypal이나 신용카드에는 수수료가 발생하므로 되도록이면 Zelle 이용을 부탁드립니다.
** Check/money order 보내실 곳:
Dr. Chunrye Kim (Treasurer) ckim@sju.edu
Sociology and Criminal Justice Department
Saint Joseph’s University
5600 City Ave. Post Hall 133
Philadelphia, PA 19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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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KOSCA 공식 Facebook page 안내

안녕하세요 회원 여러분,
KOSCA 공식 Facebook page 에 대해 안내 드립니다.
페이지 주소로 바로 접속하시거나 (https://www.facebook.com/KOSCA2020/)
Google 검색:

또는 Facebook 내에서 KOSCA로 검색하시면 됩니다.

Event, Publication, Awards 등 학회 및 회원 소식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Follow” 하시면 소식을 받아보실 수 있
습니다. 홍보/공유하고자 하는 내용 있으시면 메신저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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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Newsletter 회원투고 안내

뉴스레터 편집위원회에서는 ‘The Korean Criminologist'’ 을 위해 회원님의 글을 기다리고 있습니
다. 회원님의 글은 회원 상호간 서로의 소식을 전하고 유익한 정보를 나누는 좋은 기회가 됩니다.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 드립니다.
1. 형식 및 내용
특정한 형식 혹은 내용에 제한이 없으며 편하게 작성 (예: 수필 형식, 사진 첨부 가능)
- 최근 본인의 근황 (수기), 학교 및 학과 소개, KOSCA 발전을 위한 제언
- 최근 연구결과물의 소개, 교수법 소개, 직장 구하는 방법 및 인터뷰 요령 등
2. 원고 접수 기간 및 보내실 곳
- 원고 접수 기간 : 상시
- 보내실 곳: 뉴스레터 편집위원장 이희욱 교수 (E-mail: heeuklee@weber.edu)
3. 회원 인사 및 연구 동정 소식
- 영전, 승진 등의 인사이동을 하시게 되거나, 교내 및 외부 grant 기회, 각종 시상, 책출판을 하
신 회원님께서 그 내용을 보내주시면 '회원 인사 동정'을 통해 함께 축하 드립니다.

형식: (1) Grant - 연구기간, PI 또는 Co-PI 유무, Grant 지원 Institution, Title, Funding Amount
(2) 시상 또는 Nomination 등 - 일자, 내용, Agency
(3) 저자, 책제목, 출판일, 출판사 (APA Style)
(4) 초청강연—발표자, 제목, 발표일자, 발표장소
참조: 회원 영전과 인사이동에 관한 소식은 Membership Committee Chair, 박인선 교수 (Email:
ipark@uakron.edu)에게도 같이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 회원님의 책 홍보를 하시고 싶으신 분은, 간략한 책 소개와 표지 사진을 첨부하여 뉴스레터 편집
위원회로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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