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미한인범죄학회 
Korean Society of Criminology in America 

2021 한국-미국  범죄 및 형사사법학회  공동학술대회  
 

| 주 최 |  재미한인범죄학회, 한국공안행정학회, 한국경찰연구학회, 

한국셉테드학회 공동주최 

| 일 시 |  2021년 10월 21일 (목) 7:30pm~11:00pm (ET: 미동부시간) 

                2021년 10월 22일 (금) 8:30am~12:00pm (한국시간)                                          

| 장 소 | Zoom 온라인 (https://scranton.zoom.us/j/91017373953) 
 

 

 

초 / 청 / 의 / 말 / 씀 
 

존경하는 미국/한국 범죄‧형사사법학자 및 실무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 세계적으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COVID-19)로 인한 펜데믹 상황 

으로 사상 유례없는 수많은 사망자가 나왔으며, 우리 일상에서도 다양한 

사회경제적 문제에 당면해 있습니다. 백신의 보급 등 펜데믹 상황을 

종식시키기 위해 범세계적인 차원에서 다양한 노력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곧 다가올 것이라 예상되는 포스트코로나 19시대를 대비하여 

우리가 직면할 수 있는 사회적 문제들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다양한 

분야의 연구와 정책적 제안이 필요할 것입니다. 특히, 범학문적 차원에서 

적절한 학술적 논의와 대응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우리 학회에서는 학술대회에서 “포스트코로나 

19시대의 범죄와 형사정책시스템의 역할과 과제”라는 주제로 관련 

분야를 연구하고 계시는 연구자분 들을 모시고 학술논의의 장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포스트 코로나 바이러스 (COVID-19) 시대의 

범죄의 양상과 사회안전을 위협하는 근본적요인을 도출하고 미국과 

한국의 형사정책시스템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논의할 수 있는 뜻 깊은 

학술행사의 장이  마련되기를 기대합니다. 

 
이번 학술대회는 회원님들의 안전을 위하여 비대면 온라인 학술대회로 

개최를 하고자 합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학술대회에서 논문발표, 사회와 

토론을 맡아주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많은 회원님께서 학술대회 

에 참가하셔서 고견을 나누면서 유익한 시간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많은 회원님의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여러분 모두의 건강과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21년 10월 

미국-한국 범죄학/형사사법학 학회장 일동 

 

세부일정 (아래의 세부일정은 한국시간 기준임) 

전체사회 : 백신철 교수 (University of Scranton) 
 

개회사 : 추경석 학회장 (재미한인범죄학회, Utica College 교수) 

축 사 : 한국공안행정학회장 
축 사 : 한국경찰연구학회장 
축 사 : 한국센테드학회장 

 

사회 :  한국공안행정학회  
 

발표 : 교수 (대학교),  교수 (대학교), 교수 (대학교) 

토론 : 교수 (대학교),  교수 (대학교) 

 

 

사회 : 한국경찰연구학회 
 

발표 : |  교수 (대학교),  교수 (대학교), 교수 (대학교) 

토론 : 교수 (대학교),교수 (대학교) 
 

 

사회 :  한국셉테드학회 
 

발표 : 교수 (대학교),  교수 (대학교), 교수 (대학교) 

토론 : 교수(대학교), 교수 (대학교) 

 
 

전체사회 : 백신철 교수 (University of Scranton) 

 
폐회사 : 재미한인범죄학회 

 

 

 

 

❖ 각학회별 발표자/토론자 선정은 9월 말까지 

요망 

❖ 발표자료의 제출 10월 15일까지 요망 

  

포스트 코로나 19시대의 범죄와 

형사사법시스템의 역할과 과제 

  

  

  

  

  

  

  

https://scranton.zoom.us/j/9101737395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