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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한국-미국 범죄 및 형사사법학회 공동학술대회

21세기 범죄와
그에 대한 대응
| 주 최 | 재미한인범죄학회, 한국공안행정학회, 한국셉테드학회,
한국범죄심리학회, 한국산업보안연구학회 공동주최
| 일 시 | 2022년 10월 13일 (목) 7:30pm~11:00pm (ET: 미동부시간)
2022년 10월 14일 (금) 8:30am~12:00pm (한국시간)
| 장 소 | Zoom 온라인 (https://nku.zoom.us/u/ab0GqVNTf2)

초청의 말씀
여러분, 반갑습니다. 재미한인범죄학회 회장 임혜영입니다. 공동학술대회를
개최하는 학회를 대표해서 초청의 말씀을 전합니다.
작년에 이어 올해도, 공동학술대회를 개최함에 있어, 학회장님들과 회원님들,
그리고, 이번 공동학술대회를 성공적으로 준비해 주신 각 학회 임원진 여러분들께
먼저 진심으로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작년에, 한미공동학술대회에서는 네 개의
학술단체
(재미한인범죄학회,
한국공안행정학회,
한국경찰연구학회,
한국셉테드학회)가 함께, “포스트 코로나 19시대의 범죄와 형사사법시스템의
역할과 과제”라는 주제로 공동학술대회를 가졌습니다.
금년에는 5개의 학회 (재미한인범죄학회, 한국공안행정학회, 한국범죄심리학회,
한국산업보안연구학회, 한국셉테드학회)가 함께 “21세기 범죄와 그에 대한
대응”이라는 대주제로 공동학술대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코로나 팬데믹,
포스트 코로나, 위드 코로나로 진행되고 있는 작금의 시대에 21세기 범죄양상과
새롭게 부각되는 범죄를 조명해 보고, 그에 대한 대응 방향과 예방책를 각 분야의
전문가들가 논의하는 것은 반드시 필요한 일이라 생각됩니다. 이에, 한미
범죄학자들이 마련한 혐오범죄, 환경과 범죄, 그리고 범죄학 연구의 신동향에 대한
심도있는 연구발표와 토론을 할 수 있는 학술대회에 여러분을 초대하게 됨을
진심으로 기쁘게 생각합니다.
이번 공동학술대회는 한미 범죄학자들간의 지속적인 연구교류의 결실이며,
앞으로 상호협력을 더욱 증진할 수 있는 기회의 장이 될 것입니다. 특히
한미공동학술대회는 온라인 학술대회인 관계로 많은 회원분들의 참석가능하며,
국경을 초월한 토론의 장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학회와 학회의 활동에 관심 기울여 주시고, 참여해 주시는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같은 마음으로 발표자, 토론자, 사회자분들을 비롯해
범죄학/형사사법 분야에 계시고, 관심을 가지시는 모든 분들을 2022년
한미공동학술대회에 정중히 초대합니다.
2022년 10월

미국-한국 범죄학/형사사법학 학회장 일동

세부일정 (아래의 세부일정은 한국시간 기준임)

전체사회 : 라광현 교수 (동아대학교)
개회사 : 임혜영 학회장 (재미한인범죄학회, University of Alabama-Birmingham 교수)
축 사 : 정세종 한국공안행정학회장 (조선대학교)
축 사 : 송병호 한국범죄심리학회장 (백석대학교)
축 사 : 정성원 한국셉테드학회장(세종대학교)
축 사 : 안성진 한국산업보안연구학회장(성균관대학교)
사회 : 유영재 교수(중원대학교)
발표1 : 한성일 교수 (University of North Carolina at Charlotte), 최재용 교수 (West Chester University)
“ Spatial Patterns of Hate Crime against Asian Americans: Case Study of Asian Populated Cities”
발표2 : 김다은 교수 (상지대학교)
“ 아시아인 대상 혐오범죄 현황과 대책에 관한 연구”
발표3 : 박연재 박사 (University of Texas at Dallas), 남용재 박사 (Michigan State University)
“ 미국내 아시아인 대상 혐오범죄 연구: 절차적 정의와 사회 정체성을 중심으로 ”
종합토론 : 조제성 부연구위원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강지현 교수 (울산대학교)

사회 : 이동희 교수(경찰대학교)
발표1 : 배정환 박사 (제주대학교)
“인간과 자연에가하는 복합적 폭력: 에코사이드-제노사이드 연뎨에 관한에 관한 이론적 논의와 형사정책적 함의”
발표2 : 김도선 박사과정, 김연수 교수 (동국대학교)
“한국 셉테드 사업추진 실태와 시사점”
발표3 : 김고원 강사, 강석진 교수 (경상국립대학교)
“ BIM 기반 건축물 생애주기별 CPTED 적용방안”
종합토론 : 김태민 교수 (경남대학교), 성기용 교수(동서울대학교)

사회 : 노명훈 교수 (Salve Regina University)
발표1 : 강병구 박사 (SUNY Albany)
“ The Association of Mental Health-Related 911 Calls to Mental Health Professional Shortage Area”
발표2 : 송봉규 교수 (한세대학교)
“21세기 착취범죄 신동향”
발표3 : 정재용 교수 (울산대학교)
“ Status Quo and Problems of Messenger Phishing and Its Countermeasures”
종합토론 : 박보라 연구위원 (국가안보전략연구원), 백신철 교수 (University of Scranton)

전체사회 : 라광현 교수 (동아대학교)
폐회사 : 이재승 교수 (재미한인범죄학회 대외협력위원장, Northern Kentucky Universit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