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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2020년 한해에도 회원여러분의 가정에 행복 가득하길 기
원드립니다.
취임사에서 밝혔듯이, 지난 10년 저희 학회는 비약적인 발전
을 하였으며, 그동안 이룬 업적들을 바탕으로 학회의 지속
발전을 위한 올해 중점사업 계획에 관해 지면을 통해 나누
고자 합니다.

회계: Hannarae Lee

(이한나래)
Dept. of Social Science
Marywood University

학회 회칙 및 절차 수정 (Constitution and by-law amendment): 현 학회 회칙과 절

hnrlee@marywood.edu

차는 2009 년 제정되어 지난 10 년 동안 학회의 기본틀 (구조및 운영) 이 되었습니
다. 그동안 학회의 질적 양적 성장으로 인해 10 년 전에 마련된 회칙과 절차의 수

뉴스레터 편집장: Heeuk D. Lee
(이희욱)

정이 불가피 하게 되었으며, 앞으로 10년 학회의 길잡이가 될 수 있도록 회칙 위원
회 위원장중심으로 임원진과 함께 검토하고 개정안이 마련되면 학회원들의 의견
수렴과정을 거쳐 최종안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Dept. of Criminal Justice
Weber State University, UT
84408-1206
heeuklee@weber.edu

조직개편 (Reorganization of the Society’s structure): 위에 언급한 학회회칙 개정
은 조직 개편 필요성과 연계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출판위원회 (Publication
Committee) 는 상시 혹은 특별위원회로 운영할지 명확하지 않으며, 10개의 학술분
과들이 (Division) 인준되어 운영되고 있기에 이들 분과들이 학회내에서 업무운영
과 협업의 틀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또한 학회의 대외협력 조직 및 단체가 확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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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따라 대외협력 위원회도 세분화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예로, 현재 학회 자매기
관인 한국 국책연구기관, 대학, 학술단체들과 지속적 협업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미국 범죄학회내, Division of International Criminology 회장단이 저희 학회와 협
업을 요청하였으며, 임혜영 부회장님 주도하에 현재 공동 발표회, 논문/책 출판, 이
중 멤버쉽등에 관한 대화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대외 협력 위원회는 여러명
의 공동 위원장 체제속에 세분화를 추진하려고 합니다.
(Continued on page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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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회장 인사말

현 학회 회칙에도 이러한 의도가 반영되어 여러명의 담당자를 임명할 수 있다고 명시되었지만 이번 개편을 통해
구체적으로, 한국 국책 연구기관 담당자, 한국 대학 및 학회 담당자, 미국내 학회 및 분과 담당자, 미국외 범죄
학 국제 분과 담당자로 세분화를 추진하려 합니다. 학회 회칙과 조직개편를 중점 사업으로 그리고 기타 개편 및
개정이 필요한 업무들도 (예를들면, 멤버쉽 및 학회비, 또한 운영 예산 등) 세부적인 운영방침을 회장단 및 임원
진과 협업하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원분들의 지지가 필요한 일이오니 지속적 격려와 관심, 그리고 사업참
여에 도움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회장 추경석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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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분과 보고 2019-2020
Division of Statistical Analysis
저희 통계학술분과위원회는 여러 KOSCA 회원님들께서 방법론이나 분석기법과 관련하여 궁금한 점
이 있으시거나 도움이 필요할 시 해당 분야에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신 학자분들과 연결시켜 협업 또
는 조언을 받으실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 많은 고급 연구기법이 등장하여 방법론에 대
한 요구 수준이 높아짐에 따라 회원님들께서 쉽게 이러한 요구에 부응하실 수 있도록 인력풀을 계속
구축해 나가고 있으며 2019년의 경우 이러한 협력과 자문을 통해 몇몇 회원님들께서 논문을 출판하
신 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 질의 사항이 있으시거나 동참의사가 있으신 분은 저에게 언제든지 편히 연
락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성민 교수, seong.park@unlv.edu).
Division of Women and Gender (DWG)
Women & Gender Division (DWG)는 회원들을 대상으로 매해 다양한 주제의 webinar를 개최함으로
써, 배움의 기회를 갖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2019년 3월 23일 (토)에 송주영 교수님 (Penn State
University – Schuylkill)의 Big data에 관한 통계 강좌를 회원들을 대상으로 2시간 동안 개최하였습니
다. 올해에는 3월 21일 (토)에 조수정 교수님 (Southern Illinois State University)의 Growth Mixture
Modeling에 관한 통계 강좌가 열릴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DWG 에서는 다가오는 11월에 있을
ASC에서 라운드 테이블을 통해, 재미 한인 범죄학자들이 직면하는 문제점이나 어려움들에 대해 논의
하고, 구체적인 해결 방안을 함께 모색하고자 합니다. DWG에 관심있는 분들은 Chair (김빛나 교수,
shiner@iup.edu)에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Division of Cybercrime
본 Division은 여러 회원님들을 중심으로 미국 국내뿐만 아니라 국제적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다양한
정보와 자료들을 공유/응용하고 사이버범죄의 발생 원인을 분석하며 이를 근절하기 위한 실질적인 연
구를 진행해 왔습니다. 특히 국내외 형사사법기관들과 연계된 연구를 통하여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는
사이버범죄에 효율적으로 대응하는 사이버수사기법의 향상에 기여해 왔습니다. 우선, 최근 Office of
Juvenile Justice & Delinquency Prevention과 Bureau of Justice Assistance로부터 수여된 미국연
방 Grant들을 통하여 Internet Crime Against Children (ICAC) Task Force Training 과 Student
Computer Forensics and Digital Evidence Training Program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제적
인 연구 및 프로젝트로써 INTERPOL로부터 공동연구단체로 선정되어 Proactive and Intelligence/
Technology-Led Community Policing이라는 주제로 첨단범죄에 대응한 범지구적인 공조 및 미래지
향적 수사기법을 창안하는 프로젝트에도 적극 참여하고 있습니다.

(Continued on page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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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분과 보고 2018-2019

또한, 콜롬비아국립경찰과 공조하여 1st WHITE HACKER CONFERENCE 를 콜롬비아의 수도인 보고
타에서 지난 3월 성공리에 개최하였으며, 오는 2020년 5월 보스턴에서 개최할 2nd WHITE HACKER
CONFERENCE 에는 전세계의 화이트해커, 사이버보안 전문가, 형사사법기관 및 학계 등의 전문가들
이 참가할 예정이며 사이버범죄 수사의 실질적인 능력을 배양하고 정책적 제언을 하기 위한 국제행사
도 준비중에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KOSCA의 Division of Cybercrime은 올 11월 San Francisco에서
진행된 American Society of Criminology (ASC) 산하의 Division of Cybercrime의 창단식을 주도하
였으며 관련 By Law 와 Constitution 등 사이버범죄위원회의 관련 법규와 규정의 근간을 마련하는 일
에 크게 공헌하였습니다. 본 Division은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적극적이고 다양한 연구와 국제행사
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 회원님들의 관심과 도움이 절실히 요구되는 시점입니다. 이 분야
에 전혀 연구경험이 없는 분들이라도 관심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참여하여 서로 도움을 주고받기를 희
망합니다. 최경식 교수 (Boston University), kuung@bu.ed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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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업무 및 행사보고[1]: 재미한인범죄학회 정기총회 및 행사 결과
재미한인범죄학회 정기총회 및 행사 결과 보고
편집부: 우영기
재미한인범죄학회는 지난 11월 13일부터 16일까지 California San Francisco 에서 제75
회 American Society of Criminology (ASC) 학회기간 동안 정기총회를 비롯한 다양한 행사 및 활
동을 진행하였고 많은 회원님들의 참여로 성황리에 연례모임을 마쳤습니다. 지금부터 KOSCA 정
기모임 및 학회행사들에 관하여 간략히 보고를 드리고자 합니다.
2019년 ASC에서는 KOSCA가 주축이 되어 총 네 개의 패널세션과 세 개의 라운드테이블 세션이
진행되었습니다. 패널 세션에서는 cybercrime prevention and education과 형사사법기관들
의 cybersecurity training, 그리고 한국 소년범들의 성공적인 사회복귀에 관한 흥미로운 연구 내용
들이 발표되었으며 지난 어느 해보다 다양한 주제들로 구성되었습니다.
또한, 라운드 테이블 세션에서는 한국데이터를 이용한 다양한 연구들이 발표되었는데 머신러닝
을 이용한 범죄와 일탈을 예측하는 연구들이 주로 발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Policing 라운드 테이
블 세션에서는 이민자와 관련된 형사사법 정책에 관한 학생들의 의견을 듣고 한국의 이민정책과
형사사법 정책의 방향에 관하여 토론을 하였습니다.

Panel session: Internet Crimes Against Children

Panel session: Cyber policing and Crime
Prevention

Panel session: Cybersecurity Awareness and Cybercrime
Education and Training

Round table: Policing in America: International Scholars’ Insights and Their Dilemma to Study, Educate, and
Train Current Future Criminal Justice Professionals

(Continued on page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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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업무 및 행사보고[1]: 재미한인범죄학회 정기총회 및 행사 결과
그리고 11월 14일 목요일, 학회의 주요행사인 주요 석학들을 모셔 강의를 듣는 Guest Lecture 에서는
영국 캠브리지 대학의 Institute of Criminology 수석교수이자, Jerry Lee Centre for Experimental
Criminology의 디렉터이며, Cambridge Police Executive Program의 Chair로 활약중인 Lawrence
W. Sherman 박사를 초청하여, “Recent Discoveries in Deterrence Theory: Evidence From Randomized Field Experiments”라는 주제로 회원 여러분과 공유하는 의미 있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KOSCA의 많은 회원분들께서 참석하셨고, 발표 이후 흥미로운 질의응답시간이 이어졌습니다.

Dr. Sherman 과 KOSCA 김문선 전회장님

Recent Discoveries in Deterrence Theory 강연

(Continued on page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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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업무 및 행사보고[1]: 재미한인범죄학회 정기총회 및 행사 결과
이후 같은 장소에서 KOSCA 정기모임이 진행되었습니다. 올해는 특히 김문선 회장님에 이어 2020
-21년 KOSCA를 새로이 이끌어 나갈 추경석 회장님과 임혜영 부회장님의 취임식이 있었습니다. 김
문선 회장님의 간단한 인사말 후 귀빈으로 참석해 주신 한국형사정책 연구원의 한인섭 원장님의 형
사정책 연구원에 대한 간단한 소개 및 향후 활발할 공동연구의 필요성에 대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또한 경찰대학원장님을 대신하여 강욱 교수님께서 참석하셔서 자리를 빛내주셨습니다. 작년에 이
어 올해도 KOSCA에 많은 기여를 하신 회원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공로상의 시상식 및 논문상
시상식을 가졌습니다. 올해에는 학회 회장님으로 지난 한 해 고생하신 김문선 교수님 (The College

of Brockport, State University of New York) 께서 공로상을 수상하셨습니다. 학생논문상으로는 우
영기 교수님 (University of Texas Rio Grande Valley)이 수상하셨고 올해 교수회원 학술상 수상자
는 없었습니다.

KOSCA 추경석 신임회장님

공로상수상자: 김문선 전회장님

KOSCA 임혜영 신임부회장님

학생논문상 수상자: 우영기 교수님

(Continued on page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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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업무 및 행사보고: 재미한인범죄학회 정기총회 및 행사 결과

한국형사정책연구원 한인섭 원장님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윤정숙 팀장님

경찰대학교 강 욱 교수님

한국형사정책연구원 박준휘 실장님

이후 이어진 연간 업무보고에서 KOSCA의 한해 주요 활동 및 앞으로의 계획에 대한 임원진과 학술
분과장님들의 활동보고가 있었습니다. 이후 한국형사정책연구원에서 준비중인 국제학술저널에 대
한 윤정숙 국제협력팀장님의 간단한 소개와 박준휘 법무사법개혁연구실장님의 프리젠테이션이 이
어졌습니다. 이후 KOSCA회원들간 자유로운 교류를 위해 KOSCA Reception이 진행되어, 회원들
간 친목도모를 다지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Continued on page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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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회 기간 중 다양한 주제에 대한 여러 Round Table 미팅이 이뤄졌습니다. 16일에는 Policing in
America: International Scholars’ Insights and Their Dilemma to Study, Educate, and Train
Current and Future Criminal Justice Professionals라는 주제로 KOSCA내 Policing division 회원
들이 모여 immigration과 law enforcement activities에 대한 다양한 의견 및 학교 내 그리고 학생
들의 주요 의견들을 토론하였습니다. 또한 한국 및 남미 국가들의 이민자에 대한 경찰 대응들의 사
례들을 공유하며, 미국내 이민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경찰활동에 대한 시사점을 주요하게 나누었습
니다. 특히 이번 Round Table 미팅에서는 최근 신설된 Policing Division의 시작을 공식적으로 공
표하고 division 회원들을 대상으로 위원장을 추천 및 투표한 결과 백현인 교수님 (New Mexico
State University)께서 Division 위원장으로 추천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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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회 세번째 날인 15일 금요일에는 학생분과위원회 주관으로 이재승 교수님 (University of Northern Kentucky)을 초빙하여 미국에서의 영어 강의준비 및 강의 중 유의사항 등에 대하여 다양한 사례
와 경험을 여러회원분들과 함께 공유하였습니다. 특히 학생회원분들께서 관심을 가지고 다양한 질
문과 함께 여러 교수님들께서 청중으로 함께 참여하여 시간이 부족할 정도로 알찬 정보들을 공유해
주셨습니다.

Guest Lecturer: 이재승 교수님

이번 학회중 가장 주목받았던 이벤트 중 하나는 금요일날 개최된 Cybercrime Division Kickoff
Meeting 이었습니다. KOSCA 회원이자 Cybercrimes & Cybersecurity 학술분과의 분과장이신 최경
식 교수님 (Boston University, Bridgewater State University) 께서 ASC의 새로운 학술분과인 Cybercrime Division 의 대표로 선정되셨습니다. KOSCA 회원 뿐 만 아니라 미국과 세계 여러나라의
학자들이 참석하여 최근 Cybercrime의 인기를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전반적으로 2019년 KOSCA
정기모임에는 이전 학회보다 더욱 풍성한 프로그램들이 준비되었으며 2020년 KOSCA 회원분들의
활약이 기대하게 만드는 학회였습니다.

Cybercrime Division Kickoff Meeting

Cybercrime Division Chair: 최경식 교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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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SCA Student Division 네번째 정기모임
학생분과장: 한성일
KOSCA 웹페이지 관리팀 팀원으로 활동 중인 박사과정 한성일입니다. 이번10권 1호에서는 2019
년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린 ASC 학회 기간 중, 11월 15일에 가진 네번째 KOSCA 학생분과 정기모임
에 관하여 소식을 전하고자 합니다. 올해에는 Northern Kentucky University의 이재승 교수님을 초
청강사로 모셔서 한국인으로써 미국에서의 교수법 및 수업 준비에 관해 배울 수 있는 자리를 가졌
습니다. 이번 정기모임에서는 작년과 재작년에 비해 많은 학생회원 및 교수님들께서 참석해 주셔
서 다양한 경험과 대학원 학생들에게 의미 있는 조언들을 공유할 수 있는 뜻 깊은 자리가 되었습니

다.
이재승 교수님의 강의를 정리해보면, 크게 네가지 부분에서의 수업준비를 강조하셨습니다. 아래
는 교수님의 강의내용을 소주제에 따라 강의 노트 형식으로 정리하였습니다.

1. Mindset and Attitude
강의의 질은 많은 부분, 강의자의 자세와 태도에서 결정됩니다. 특히 강의자가 긍정적인 태도로 강
의에 임할 경우 학생들도 보다 적극적으로 수업에 참여하며, 수업 분위기를 주도하고 학생들과 교감
을 형성하는데도 큰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학생들에게 먼저 다가가 웃음을 보이
고, 다양한 이야기와 긍정적인 피드백으로 대화를 주도해 나가면 학생들의 참여 및 관심도가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더하여, 자신감 있는 자세가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 모두는 박사과정 또는 박사과정을 졸업한 형사
사법 분야의 전문가입니다. 강의를 수강하는 대부분의 학생들은 학부 학생들이며, 많은 부분에서
우리가 학생들보다 많이 알고 있으며, 더 깊은 이해를 갖고 있습니다. 따라서 자신감 있는 태도로
강의에 임하면 학생들을 이끌어 가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자만과 자신감은 다르다는 것
을 명심하고, 학생들에게 항상 친절하지만 전문가로서의 모습을 보여야 합 니다. 마지막으로 강의
자 또한 강의를 통해 배움을 실천한다는 마음가짐이 필요합니다. 수업 준비를 통해 혹은 학생들과
토론을 통해 보편적으로 강의자 또한 학습의 과정을 경험하게 됩니다. 따라서 진지한 자세로 강의
에 임하며, 많은 것을 배우기 위해 겸손한 자세로 임해야 할 것입니다.
(Continued on page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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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Preparation for Teaching
수업 준비에 대해서는 다양한 조언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선 수업은 최대한 빨리 시작하는 것이 좋
다고 생각합니다.
이른 수업 준비는 강의의 완성도와 깊은 정적 관계를 가지며, 자신감과도 연관이 있다고 생각합니
다. 특히 교재를 일찌감치 선정해 미리 교재 내용을 심도 있게 공부해야 합니다. 교재와 강의에 대한
전반적인 준비가 되었다면, 강의안 (Syllabus)을 작성해야 할 것입니다. 강의안의 경우 수업의 전반
적인 내용을 설명해주는 중요한 자료로써, 최대한 정확하며, 자세하게 작성해야 합니다. 수업의 내

용 뿐만 아니라, 과제, 채점기준, 그리고 수업의 규칙 등에 대하여 자세하고 친절하게 작성해야 합니
다.
구체적인 수업내용을 준비함에 있어서는, 다양한 수업자료를 사용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최근 미디
어 등의 발달로, 흥미롭고, 학생들에게 도움이 되는 다양한 자료가 사용 가능합니다. 그 출처 또
한 미디어 뿐만 아니라 conference 또는 전문기관의 홈페이지 등, 학생들의 학습에 도움이 될 만한
다양한 자료를 사용하여, 학생들의 지속적인 흥미를 이끌어내고 강의자 스스로도 지속적인 발전을
가능케 해야 합니다.
과제는 학생들의 학습을 도와주는 주요한 도구입니다. 따라서 적극적으로 사용해야 하나, 학생들의

레벨과 학습정도를 고려하여, 과제를 선정해야 할 것입니다. 과도한 과제는 학생 뿐만 아니라 강의
자에게도 큰 부담으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Continued on page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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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guest lecturer 혹은 견학 등의 방법을 통해 학생들에게 강의 내용에 대한 직/간접적인
경험을 할 수 있게 돕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학생들은 경험을 통해 조금 더 빨리 효과적으
로 이해하며, 수업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을 높인다는 측면에서도 큰 도움이 됩니다.
3. Teaching in a Classroom
좋은 강의를 위한 세번째 요인은 실제 강의실에서의 teaching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 수업시간에
는 자신감 있는 태도로 수업에 임해야 합니다. 여러분은 그 누구보다 전문가이며, 학생들에게 지식
을 전달하는 입장입니다. 자신감을 갖고 수업을 이어 나가야 효율적인 지식전달 뿐만 아니라 언어의
한계를 극복하는데도 큰 도움이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신감과 더불어 학생들과 교감도 매우 중

요합니다. 지속적인 질문과 토론 등을 통하여, 학생들이 강의 내용을 잘 이해하고 있는지를 확인하
고 one-way interaction이 아닌 two-way interaction으로 학생들과 긍정적인 교감을 나누어야 합니
다. 이를 위해 다양한 예시를 제공하는 강의법이 효과적이라 생각됩니다. 설명하는 내용에 관련
된 다양한 예시를 제공함으로써 학생들의 관심을 이끌어내고 이에 대한 다양한 학생들의 의견을 청
취할 수 있습니다. 학생들의 혼란 및 추후 불평을 줄이기 위해, 정확하고 직관적인 지침을 줘야 합니
다.
4. Online Teaching
마지막으로 online teaching에 대해 말해보고자 합니다. 많은 학교에서 다양한 플랫폼을 이용한 강
의를 진행 또는 계획하고 있으며, 최근 임용되는 교수들의 경우 online teaching을 의무적으로 해
야 하는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따라서 online teaching에 대해 준비되어 있는 경우 job market에서
도 상대적으로 우위를 점할 수 있습니다. Online 강의에서 가장 중요한 점은 강의자 스스로가
online 플랫폼에 대한 높은 이해도를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online강의는 단순히 강의를 진행하
는 형태가 아닌, 동영상, 시험, 과제, 퀴즈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학생들에게 지식을 전달하게 되어
있습니다. 실제 강의를 진행하는 형태가 아닌 이상, 강의자가 online teaching에 대한 다양한 기능과
효과에 대해 숙지하고 강의에 임해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학교 홈페이지 혹은 직원의 도움을 받
아, 실제 기능들을 연습해 보는 것도 좋습니다. 또한 online강의의 경우 실제 학생들과
interaction 하기가 어렵습니다. 따라서 강의 내용 및 course information에 대해 매우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합니다. 강의안을 구체적으로 작성하고, 학생들의 질문에 대한 응답시간 등에 대한 정보들
을 매우 자세하게 제공해야 합니다. 이는 과제 및 시험에도 똑같이 적용할 수 있습니다.
이상, 이재승 교수님의 영어강의 준비에 대한 유익한 강의내용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이
번 학생분과미팅이 영어강의를 준비하는데 있어 매우 도움이 될 것 같다는 여러 학생들의 피드백
이 있었습니다. 혹시 위 강의에 관련하여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이재승 교수님께 연락하시기바
랍니다 (leej23@nku.edu).
KOSCA 학생분과위원회에서는 2020년 ASC학회에서도 알찬 내용으로 다섯 번째 학생분과 모임
을 가질 예정입니다. 활발한 학생분과 모임을 위해 따뜻한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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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학생논문상수상자 인터뷰
2019 재미한인범죄학회 학생논문상 수상자인터뷰
학생논문상 수상자: 우영기 교수님
Q. 먼저 수상을 축하드리면서, 수상소감을 부탁드립니다.
A. 부족함이 많은 저에게 학술상을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연구를 더욱 열심히 하
라는 의미로 받아들여 범죄학 및 형사사법학에 기여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Q. 이번에 수상하게 된 연구에 대한 소개를 간단히 부탁드리겠습니다.
A. 제가 제출한 논문은 현재 한국을 비롯한 전세계에서 사회정치적으로 화두가 되고 있는 Procedural Justice and Police Legitimacy 관한 논문으로 Arizona State University의 Edward와 University of Central Florida의 Jacinta 와 공동으로 집필한 논문입니다. 기존의 선행연구가 북중미와
유럽에 집중되어 있는 반면, 다른 대륙들, 특히 아시아 국가들의 시민을 대상으로 형사사법기관의
절차적 공정성 및 정당성에 관한 연구는 거의 찾아볼 수 없어 본 연구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논문
을 시작할 즈음에 국가의 원수인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이 인용되었고 현재까지도 정치중립적이고
공정한 형사사법시스템을 만들기 위한 개혁에 진통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시기적절한 논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결론적으로, 형사사법기관에 대한 공정성 및 신뢰도는 한 나라의 역사와 문화, 정치/
경제/사회적인 문맥(Context)들과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변수들을 고려하여 연구를
진행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Q. 그 밖에 최근에 관심을 갖고 계신 연구분야는 무엇입니까?
A. 이번 논문은 경찰을 대상으로 한 논문이지만 앞으로는 검찰, 법원, 교정등 다른 형사사법기관의
Procedural Justice and Legitimacy에 관한 연구를 하고 싶습니다. 또한 parental incarceration이
가족, 특히 자녀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연구하고 있습니다.

Q. 마지막으로 좋은 연구를 위해 중요한 부분으로 다른 동료학생들에게 제안해 주실 부분이 있다면?
A. 통계와 같이 방법론적으로 테크니컬한 부분에 너무 치우쳐 공부하기 보다는 범죄이론 및
형사사법의 이론을 중심으로 공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론을 정확히 이해하고 그와
관련된 선행연구를 꼼꼼히 읽은 후 이론과 선행연구가 가진 한계점과 정책적 함의에 대해
이해한다면 좋은 연구를 할 수 있는 토대가 쌓일 것이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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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초청강연 - Dr. Lawrence W. Sherman

올 해의 재미한인범죄학회의 정기모임에는 영국 캠브리지 대학의 Institute of Criminology 수석교수이
자, Jerry Lee Centre for Experimental Criminology의 디렉터이며, Cambridge Police Executive Programme의 Chair로 활약중인, Lawrence W. Sherman 박사를 초청하여, “Recent Discoveries
in Deterrence Theory: Evidence From Randomized Field Experiments”라는 주제로 발표를 듣고 질
의응답 시간을 가졌습니다. 학회원들의 다양한 관심과 학회의 국제적 위상강화를 위한 노력의 결과
로 또 한 번 학계 최고의 Speaker를 모실 수 있게 되어 너무나 기쁩니다. Lawrence Sherman 교수
는 Experimental criminology, Evidence-based policing, Restorative justice, Crime prevention분야
의 대가로서, 전직 ASC 회장을 역임했었고, Minneapolis Domestic Violence Experiment
및 Cambridge Crime Harm Index 등으로도 잘 알려진 분입니다. Sherman 박사의 업적 및 연구 등
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https://www.crim.cam.ac.uk/People/professor-lawrence-sherman,
https://en.wikipedia.org/wiki/Lawrence_W._Sherman#Key_research_findings

(Continued on page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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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기획[1]: Interview with Dr. Marcus K. Felson — 노명훈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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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편집위원 이희욱교수님께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욱 교수: heeuklee@weber.edu).

Interview with Dr. Marcus K. Felson

Dr. Marcus Felson 소개
Ph.D. Sociology, University of Michigan (1973)
M.A. Sociology, University of Michigan (1971)
B.A. Sociology, University of Chicago (1969)

Current/Past Positions:
2011-Present: Professor, School of Criminal Justice, Texas State University

1995-2011: Professor, School of Criminal Justice, Rutgers University
1984-1994: Professor, USC Bovard College, University of Southern California
1978-1984: Associate Professor, University of Illinois at Urbana-Champaign
1973-1977: Assistant Professor, University of Illinois at Urbana-Champaign
Research Interests: Routine Activities, Environmental Criminology, Crime Analysis

인터뷰 관련 안내사항

2019년 12월, 노명훈 교수 (Texas A&M University – San Antonio) 가 Marcus Felson 교수 님과 인터

뷰를 진행하였고, 질문양식과 내용은 이전 Newsletter와 마찬가지로 Robert Worley (2011) What
makes them tick: Lessons on high productivity from leading 21 century academic stars. Journal
of Criminal Justice Education, Vol 22 (1), 130-149 를 참고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Continued on page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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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기획[1]: Interview with Dr. Marcus K. Felson

Q: Who has most influenced your work?
아버지로부터 가장 많은 영향을 받은거 같습니다. 그는 영상의학 전문의 였는데, 개방적이고 지적호
기심으로 가득찬 분이셨고, 어느 누구로부터 배우기를 주저하지 않는 분이었습니다. 긴 세월동안 엑
스레이, 엑스레이 판독법, 흉부종양연구에 기여를 하셨고, 그 부분들이 저에게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친것 같습니다. 또한 1914년 출생자에게는 찾아보기 드물게 어머니는 대학교 졸업자셨습니다. 부
모님 두분은 굉장히 훌륭한 이야기꾼이였습니다. 삶이 이야기이고, 연구도 이야기이며, 범죄도 이야
기 입니다. 이야기를 부분부분 잘 체계화해서 상대방에게 잘 전달하는게 훌륭한 연구이지요. 부모님
께서 의도하지는 않았지만, 그런면에서 좋은 영향을 받은것 같습니다.
Q: How are you able to publish so much?
좋은 연구 주제를 선택하는 것이겠지요. 다른 연구자들은 아주 좋은 저널에 훌륭한 논문이 1개 출간되
는 것으로 행복할 수 있겠지만, 개인적으로 저는 논문 출간 목표를 구체적으로 세우지는 않습니다. 1
년에 서너개의 좋은 논문이 출간되는 것이 이상적이다 생각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남들이 생각해
보지 않았던 연구주제가 무엇이고, 기본적으로 그게 무엇이 문제인지, 내가 그것을 어떻게 해결 할 수
있는지 문제의식을 가지고 접근하는게 가장 필요한 것 같습니다.
Q: Do you ever get writer’s block?
당연하죠. 매일 경험하는 것입니다. 글쓰기는 창조적인 고통입니다. 저는 집요하게 지속적으로 글쓰기
를 합니다. 각각의 단어, 문장, 문단을 끊임없이 써내려갑니다. 그리고 바로 글을 수정합니다. 2번째
문단을 작성하면서, 앞서 쓴 1번째 문단을 수정합니다. 한 문단을 거의 17번에 걸쳐 수정을 하면서 완
벽한 글을 만들어 냅니다. 저는 독자를 위한 효율적인 글쓰기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쓴 글을
독자가 읽을때, 그들이 힘이 들지 않게 마치 아이스크림을 먹는것 처럼 쉽게 글을 읽어 내려가길 바라
며 글을 씁니다.
Q: How many different research projects do you tend to work on at one time?
제 경우를 다른 분들이 적용을 한다면 다들 화를 낼거 같은데요. 현재 저는 25개의 다른 연구 프로젝
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는 꽤 긴 시간동안 이어진 연구들도 있습니다. 30-40년된 연구들도
있습니다. 컴퓨터에는 그런 연구를 담은 폴더들로 꽉 차있는 상황이지요. 기본적으로 저는 너무 많은
것들을 동시에 진행을 합니다. 매순간 그것들을 생각을 하고 마무리 지으려는 노력을 합니다. 예를 들
면, 건물실내의 범죄와 실외의 범죄 차이점이 그것입니다. 이와 관련된 수많은 자료들을 모아왔습니
다. 1979년 일상활동이론을 정립할 시기에는 Data 습득이 제한적이었어요. 그 후로는 제가 간절히 원
하는 데이터를 수월하게 구할 수 있게 되었지요. 그 데이터를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들여다보고 제가
해결 하고자 하는 문제들을 생각합니다.

(Continued on page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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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기획[1]: Interview with Dr. Marcus K. Felson

Q: Do you have a specific time of the day when you prefer to do research?
하루 종일 연구에 집중을 하지만, 밤시간이 가장 편안하고 좋습니다. 다양한 연구주제를 가지고 있지
만, 모든 주제에 집중을 합니다. 또한 연구자는 교육자입니다. 저는 연구를 강의준비를 할때도 진행을
합니다. 연구준비가 곧 강의준비입니다.
Q: How many pages do you tend to write per day?
두꺼운 책을 출간하기 위하여 역사학자들은 매일 아침 7시에 시작해서 7시간 동안 글쓰기를 하겠지
만, 그게 모든 이들에게 적용되는 건 아닌거 같아요. 저는 이전에 제가 쓰던 양보다 50배는 많은 양의
글쓰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하루 일과중 글쓰는 시간 보다는 다른이들의 연구를 읽는데에 더 많은 시
간을 쓰는 것 같습니다. 구체적으로 몇 페이지를 쓴다고 특정할 수는 없겠지만, 저는 읽고 쓰기를 반복
하는거 같습니다. 글을 쓰기 위해서는 그 주제에 관한 연구를 읽고 완벽히 이해한 다음에 쓸 수 있기
때문이지요.
Q: Are you a generalist?
굉장히 흥미로운 질문이네요. 네. 저는 분야의 다른 많은 연구자들 보다 더 generalist 인거 같습니다.
어떤 특정 범죄행위에 대한 학교의 영향은 무엇인가 라고 물을때, 그 질문은 굉장히 일반적인 질문입
니다.
Q: What constitutes a successful research year to you?
그런 생각을 해본적은 없습니다만, 내가 뭔가를 배운게 없는 해라면, 저는 그게 실패한 해라고 생각합
니다. 단 한주라도 뭔가를 배운게 있다면, 그것은 성공한 한주가 되겠지요. 저는 항상 새로운 무언가를
배우고 싶고, 더 많은 것을 알길 원합니다.
Q: Do you set specific productivity goals in terms of quantity and quality?
특별하게 연구를 진행함에 있어 양과 질의 목표는 구체적으로 세우지 않습니다. Promotion 을 앞둔
junior faculty 라면 양에 더 집중을 하겠지만요. 뭐가 되었든, 해당 분야의 전문가가 되어야 합니다. 자
신이 선호하는 분야에 더 나은 연구가 출판이 되어야겠지요. 부교수로 승진을 앞둔 조교수를 예를 들
어 봅시다. 승진에 필요한 7개의 연구가 관련이 깊어야 합니다. 그제서야 전문성을 갖추었다고 이야기
할 수 있고, 남들이 귀를 기울여줄겁니다.

(Continued on page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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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기획[1]: Interview with Dr. Marcus K. Felson

Q: What would you advise to junior faculty and graduate student?
연구주제를 구체화시켜서 그 주제의 전문가가 되도록 노력하세요. 의욕만 너무 앞선다면 시간을 낭비
할 뿐만 아니라, 스스로를 헷갈리게 할겁니다. 다른것에 방해 받지 말고, 결정한 문제에 집중해서 연구
한다면, 그 분야의 진전을 가져올 겁니다. 행운을 빕니다.

노명훈 교수
Texas A&M University – San Antonio
(Myunghoon.Roh@tamusa.ed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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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소개 : Florida State University (FSU)

학교소개: Florida State University
유명희 박사과정
(my17b@my.fsu.edu)
안녕하세요. 저는 Florida State University의 College of Criminology and Criminal Justice 에서 박
사과정에 재학 중인 유명희 입니다. 먼저 KOSCA 회원여러분들께 FSU를 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KOSCA 편집위원회 여러분들께 감사드리며,이 글이 박사과정을 탐색하고 있는 학생 여러분들께 작은
도움이 될 수 있길 기대합니다.
FSU 는 Florida 의 capital city 인 Tallahassee에 위치해 있습니다. 사계절 내내 따뜻한 지역으로 한
겨울에도 기온이 영하로 내려가지 않아 한국의 선선한 가을 날씨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Disney
World, Sea World 등이 위치한 올랜도와 마이애미 해변, 그리고 Key West가 모두 4-5시간 거리에
위치하고 있어 여가를 즐기기에도 적합한 지역이라고 생각됩니다. 게다가 좋은 학군의 지역들이 밀집
되어 있기때문에 자녀가 있으신 분들께도 추천하기 좋은 지역이라고 생각됩니다.
Florida State University 는 national public universities 중에서 미국 종합 대학 순위 18위에 랭크
(2019 U.S. News & World Report rankings) 되어 있는 주립대학 입니다. 그 중 College of Criminology and Criminal Justice 는 campus bachelor’s, master’s, doctoral degrees, online bachelor’
s, 그리고 online master’s degrees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으며, 우수한 연구 기관으로서의 FSU의
명성을 유지하는데 큰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No. 1 online master’s program, Intelligent.com,
2019; No. 2 master’s degree program, SuccessfulStudent.org, 2019).

(Continued on page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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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소개 : Florida State University (FSU)
무엇보다 이 프로그램의 가장 큰 장점은 각 분야의 전문성 (criminal theories, biosocial criminology,
hate crime , etc.) 을 바탕으로 우수한 연구실적을 보유하고 있는 교수진이라고 생각됩니다. 이를 증
명하듯 FSU의 College of Criminology and Criminal Justice 는 faculty research 분야에서 2016년
Journal of Criminal Justice Education에서 선정한 No. 1 program 으로 선정된 바 있습니다.
FSU의 College of Criminology and Criminal Justice 는 독립적인 연구능력을 지닌 인재를 배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Criminology 프로그램의 커리큘럼은 입학하신 년도에 따라 정책의 차이
가 다소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아래 설명되어진 내용들은 모두2019-2020 graduate handbook을 기
준으로 하였음을 먼저 알려드립니다.

Coursework
Doctoral curriculum 은 학생 개개인에 따라 flexible 합니다. Required doctoral courses 은 최소한의
과목(10 courses, 30 credits)으로 한정하고 있으나, comprehensive exam을 준비하기 위하여 추천
되어지는 과목들을 지도 교수님과 상의하여 수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수해야 하는 Doctoral
credit hours는 학생 개개인에 따라 다양하지만, 기본적으로 30-45 credit hours를 이수합니다.
Major professor
지도교수님을 결정하는 시기는 개개인의 학생에 따라 다양합니다. 일반적으로 박사과정 2 또는 3년차
가 끝난 후에 자신의 관심분야와 교수님의 지도 스타일 등을 고려하여 교수님과의 상의를 통해 결정
합니다.
Comprehensive exams
Required courses를 마친 학생들은 원칙적으로 comprehensive exams 을 치룰 자격이 주어집니다.
그러나 시험을 보는 시기는 학생들이 개개인이 선택할 수 있으며, 일반적으로 교수님들의 조언에 따
라 대부분의 학생들이 doctoral 3 또는 4 years에 시험을 보고 있습니다. Doctoral students은 두 과
목(1) theory in criminology and criminal justice and (2) research methods and statistics 에 대해
각각 pass grades를 받아야 합니다. Theory 와 Methods 각각의 과목에 대하여, 이틀 동안 총 8시간
에 거쳐 4문제에 대해 에세이 형식으로 답을 해야하며, 총 5명의 committee 교수님들 중 한 문제당 3
명이상의 교수님들로부터 pass grades를 받아야만 해당 문제를 pass 할 수 있으며, 학생이 제출한
총 4 문제 중 3문제 이상을 pass 했을 때, 그 과목을 pass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두 과목에 대
한 comprehensive exams 을 모두 pass 한 후에, 학생들은 candidate의 자격을 얻을 수 있습니다.

(Continued on page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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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소개 : Florida State University (FSU)
Dissertation – 이 과정에서 적어도 24 dissertation hours를 등록해야 하며, prospectus defense 와
dissertation defense의 단계를 거쳐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dissertation 을 완성하기 위해 적어도 1년
이상의 시간이 소요된다고 합니다.
Funding – 대부분의 doctoral students 은 teaching assistantships이나 research assistantships
을 받고 있습니다. 박사과정 1년차의 경우 간혹 assistantships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
으나, 2년차부터는 대부분의 학생들이 장학금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Assistantships은
$14,500 per academic year (for 13-hour work weeks), nine hours of tuition waivers, $500
health insurance를 포함합니다. 이 외에도 Robert L. Clark Scholarship 등 다양한 펀딩의 기회가
제공됩니다.
Admission - Doctoral program의 admission 과정에서는 bachelor’s degree, 3.5 이상의 GPA, GRE
scores (148-160), TOEFL (IBT, at least 100), 추천서 3부, Statement of Interest (A 300- to 500word), 그리고 completed area paper or thesis가 필요합니다. 7월 1일까지 지원을 받고 있으나, assistantship을 받기 위해서는 1월 15일까지 지원서를 제출할 것을 추천 드립니다.
FSU에서 공부를 하면서 느끼는 가장 큰 장점은 학생들이 독립적인 연구를 진행할 수 있는 역량을
기를 수 있도록 깊이 있는 배움의 기회를 제공한다는 점입니다. 특히 모든 FSU 에서의 학습과정은
전통적인 criminology theories들이 현실 적실성이 있는 지를 다양한 research methods를 통해서
검증하여 보고, 더 나아가 이 이론들을 어떻게 확대, 발전시킬 수 있을 지를 연구할 수 있도록 설계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 과정에서 교수님들과 함께할 수 있는 다양한 연구의 기회들을 적극 활용할
수 있습니다.
비록 미진한 글이지만 FSU의 College of Criminology and Criminal Justice에 관심이 있으신 여러
분들께 작은 도움이 되었기를 희망합니다. 이 외에도 이 프로그램에 대해 궁금하신 점이 있다면 언
제든지 이메일로 연락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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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정책연구원: IJCJ

CALL FOR PAPERS
International Journal of Criminal Justice
AIM AND SCOPE
The International Journal of Criminal Justice (IJCJ) is a biannual and peer-reviewed journal published by Korean Institute of Criminology (KIC), a national research institute in criminology and legal
affairs. The purpose of the journal is to facilitate comprehensive analysis and evidence-based research
on crime trends in order to make a contribution to crime prevention and criminal justice policies.

The IJCJ will share academic and practical views from home and abroad and play a pivotal role as an
international academic arena for criminal justice polices.
SUBMISSION DETAILS
 Manuscripts should be written in English and should be no more than 10,000 words in MS word.
 Please provide an abstract which should be no more than 200 words in length and a maximum of
5 key words.
 All papers should identify all authors and provide their contact information such as phone
numbers, full postal addresses, email addresses, affiliations and so on.
 Authors should ensure that they have written entirely original works, and should not publish
manuscripts describing essentially the same research in more than one journal.
 All authors are getting subscription fee waiver.
 Honorarium (USD 2,000 or KRW 2,000,000) will be paid when papers are accepted for publication.
 All manuscripts should be submitted to the managing editor Mrs. Seungjin LEE at ijcj@kic.re.kr.
Please contact the managing editor at ijcj@kic.re.kr for further information of the journal.
AREAS
The International Journal of Criminal Justice (IJCJ) invites papers from many different realms of
criminology and criminal justice at both regional and global levels. Any issues related to criminology
and criminal justice will be welcomed such as:
Community Sanction, Corrections, Corruption & White Collar Crime, Crime Prevention & Protection,
Crime Trends, Crime & Deviance, Criminal Investigation, Criminal Law & Policy, Criminal Procedure, Cybercrime, Drug, Terrorism & Organized Crime, Economic & Corporate Crime, Information,
Technology & Forensic Science, Juvenile Delinquency, Juvenile Justice, Penology, Police & Policing,
Violent Cri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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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vertisement: SCJA

The Southern Criminal Justice Association
2020 Annual Meeting will be hosted by the
Beau Rivage Resort & Casino on

September 9-12, 2020
“Widening the Net of Education and Scholarship in
Criminology and Criminal Justice”
Wesley Jennings, President
University of Mississippi
Bryan Miller, Program Chair
Clemson University
We’re headed to Biloxi, Mississippi in 2020. Join us at the Beau Rivage Resort and Casino for a
great conference! In addition to the stellar panels and fellowship that have made Southern conference the top regional criminology conference, we’ve planned a special emphasis on how we expand the reach of our scholarship and teaching in meaningful ways to recognize and value the importance of interdisciplinary outreach and implications. Thematic presentations, discussions, and
roundtables will largely focus on this theme. The Beau Rivage Resort and Casino is a waterfront
resort owned and operated by MGM Resorts International and is the largest hotel casino outside of
Las Vegas. You will have access to white Gulf Coast beaches during the day and a wide variety of
entertainment venues within the hotel when the sun goes down. The hotel is within walking distance of the Biloxi Lighthouse, the downtown Biloxi area, as well as several cultural points of interest.

The deadline for proposals is July 15, 2020. Please email questions to Dr. Bryan Miller

(blm2@clemson.ed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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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vertisement: Florida International Univers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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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 인사 및 연구 활동
회원 소식 (Publications, Presentations, and Grants)
(1) Award
이 한나래 교수 (Hannarae Lee, Ph.D.), Marywood Univerisity
2020년 ACJS Sage Junior Faculty Development Teaching Award 수상

(2) Invited Presentation & Keynote Speaker
추태명 교수 (Tae Myung Choo, Ph.D.), University of North Georgia.
미주 중앙일보 기사 ‘오피오이드 남용’ 범죄인가, 질환인가 [아틀란타 중앙일보]
http://atlantachosun.com/21187 기사입력 2018/09/26/16:13
임혜영 교수 (Hyeyoung Lim, Ph.D.) University of Alabama at Birmingham.
A. 2019, Fall Visiting Research Scholar, ESPOL, National Police of Colombia, Bogota, Colombia
B. 2019 Lim, Hyeyoung (Special Speaker). “Rule of Law and Criminal Justice Integrity in
Colombia.” At the Rural-policing Workshop for the Newly Elected Local Authorities, hosted by
DICAR, National Police of Colombia, Bogota, Colombia (November 26-27).
C. 2019 Lim, Hyeyoung. “The Need for Cyberpolicing in a Smart City” at the Cybersecurity
Symposium, School of Engineering, Pontifical Xavierian University, Bogota, Colombia (October

18).
D. 2019 Lim, Hyeyoung (Special Lecturer). “Policing in the Information Era” at the School of
Engineering, Universidad Piloto de Colombia, Bogota, Colombia (October 9).
E. 2019 Lim, Hyeyoung (Panelist). “Cybercrime: An Approach to Computer Crime” at the
2nd International Congress of Criminology and Victimology, Bogota, Colombia (September
24-26).
F. 2019 Lim, Hyeyoung. “The Contemporary Trend in Cybercriminology” at the 2 nd International
Congress of Criminology and Victimology Bogota, Colombia (September 24 -26).

(3) Media/News/Press Releases
임혜영교수
2019

Interview on “Cybercriminology and Cyberpolicing” at the 2nd Congress of Cybercrimi-

nology and Victimology by the Criminal de la Defensa in the Unidad de Investigacion (UID) on
September 26th. https://www.facebook.com/UIDforensic/videos/410326883001113/
(Continued on page 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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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 인사 및 연구 활동

추태명 교수 (Tae Myung Choo, Ph.D.), University of North Georgia
범죄 예방 단체 준비위원들이 출범식 계획 발표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19년 11월 4일 애틀랜타 한인회관에서 안전한 애틀랜타 한인사회 조성을 위한 범죄예방단체 출범
준비를 다지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번에 출범하는 범죄예방단체의 한인 범죄학 교수로서 추태명
UNG 범죄학과 교수는 범죄예방과 범죄근절 활동, 지역 법집행기관과의 교류 및 유기적 파트너쉽 구
축을 목적으로 하는 연구활동, 법집행기관 지원활동, 민관합동 세미나 개최, 정기간담회, 차세대 법집
행기관 참여 및 인턴활동 등의 사업들을 위해 한인사회 인사들, 한인 범죄학 연구진, 한인경찰과 셰리
프, 검사 등의 참여를 위한 준비모임에 참석하였다.

미주 조선일보 기사 범죄로부터 한인사회 보호한다 [아틀란타 중앙일보]
http://atlantachosun.com/21187 기사입력 2019/11/05 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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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1]: 회원가입 및 회비 납부 안내

회원가입 및 회비 납부 안내
1) 입회원서 작성 및 제출
국적에 상관없이 한국과 미국의 범죄 및 형사사법 연구에 관심 있는 모든 범죄학자는 KOSCA 회원
으로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가입을 원하시는 분께서는 입회원서(양식다운로드-클릭)를 작성하셔서
Membership Committee Chair (이한나래 교수)에게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기존의 회원께서는 신상
이 변경된 경우에만 (영전 및 교수직 임용 등) 회원신청서를 재 작성하셔서 보내주시면 됩니다. 또한
입회원서를 보내실 때 회원정보 데이터베이스 구축 차원에서 입회원서와 C.V.를 함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보내실 곳: 이한나래 교수 (Marywood University) hnrlee@marywood.edu
2) 학회비 (연회비) 납부 (Payable to Hannarae Lee)
보내실 곳: Dr. Hannarae Lee, E-mail: hnrlee@marywood.edu
Marywood University
Department of Social Sciences, LAC 82
2300 Adams Ave.
Scranton, PA 18505

연 회 비: 평생회원 ($300), 교수/연구원 ($20), 학생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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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 학회홈페이지 업데이트 안내

학회 홈페이지 및 페이스북 이용 안내
학회홈페이지가 새단장되었습니다. 홈페이지 내
용을 수정/변경하는데 서버를 제공하는 업체에
소정의 비용과 함께 의뢰를 해야 하는 번거로움
을 줄이고 비용감소를 위해 새 업체를 선정하였
으며, 새 홈페이지에서는 회원님들께 보다 편리
한 서비스제공을 위해 두 가지 기능들을 추가시
켰습니다.
첫째, 멤버쉽 가입과 회비 납부가 온라인상에서 될 수 있도록 PayPal Payment option을 연동시켰
습니다.

둘째, 새 홈페이지에서는 각 학술분과별 개별 페이지 개설이 가능합니다. 홈페이지 탑메뉴에 있는
Division탭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현재 사이버범죄분과에서 개별페이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https://www.kosca.org/division). 개별 페이지를 개설하시고 싶으면 분과장님께서는 웹매스터에
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https://www.kosca.org/contact).
셋째, 학회기간동안 방을 공유하고 싶으신 분들을 위해 Room Sharing 페이지를 신설하여 운영하
고 있습니다. 많은 회원님들의 이용을 바랍니다. https://www.kosca.org/forum/room-sharing
멤버쉽위원회에서는 회원들 간의 자유로운 의사소통과 학술정보의 교류를 도모하기 위해 Facebook
페이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Facebook 홈피에서 KOSCA 혹은 Korean Society of Criminology in
America라고 검색하시면 됩니다. Facebook 계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https://www.facebook.com/groups/3302635506872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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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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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필형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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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한나래 교수
(Email: hnrlee@marywood.edu) 에게도 같이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 회원님의 책 홍보를 하시고 싶으신 분은, 간략한 책 소개와 표지사진을 첨부하여 뉴스레터 편집
위원회로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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