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Editor’s Summary 
 

 2017 업무 및 행사보고 [1]: 정기총회 및 행사 결과보고 

 2017 업무 및 행사보고 [2]: 학생분과 정기모임보고  

 2017 업무 및 행사보고 [3]: 대외학술 교류보고 

 특별기획 [1]: 2017 학술상 수상자 인터뷰 

교수 학술상 수상자  - 최경식 

학생우수논문상 수상자 - 박형아 

학생우수논문상 수상자 - 백신철 

학생공로상 수상자 - 한성일 

 특별기획 [2]: Interview with Dr. John Hipp  

 학교소개: 박인선, University of Cincinnati 

 

 

학회장 인사말  

 

사랑하는 재미한인범죄학회 회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족하지만 향후 2년 간 우리 학회를 섬겨 나갈 김문선입

니다. 지난 몇 년 동안 본 학회의 Nomination committee chair로, 총무로, 

부회장으로 일해오면서 우리 학회의 무한한 가능성과 숨은 잠재력을 보

아 왔습니다. 믿고 맡겨 주신 2년간의 활동들을 통해, 우리 학회의 가능

성들을 현실화 시키고, 숨은 잠재력들을 가시화 시켜, 더욱 성숙한 재미

한인범죄학회로 도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2009년 시작한 우리 학회가, 2017년 11월 벌써 9

번째의 연례 정기모임을 필라델피아에서 가졌습니다. 길지 않았던 9년여

의 시간 동안 우리 학회는 양적으로, 질적으로 많이 성장하였고, 우리 학

회의 존재 또한 국내외 많은 학자들의 관심이 되어가고 있음을 감지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앞서 뛰어 주신 전임 회장님들, 그리고 집행부 및 임원

진들 또한 각자의 위치에서 그 역량을 한 껏 보여주신 모든 회원님들께 

이 지면을 통해 먼저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은 우리 학회가 그 동안 쌓아 올린 수고의 땀방울 위에, 견실한 내실

을 기함과 동시에, 또 한번의 도약을 꿈꾸는 시기라고 판단됩니다. 이를 

위해 새로 구성된 임원단은 아래와 같은 4가지 축들을 중심으로, 그 실질

적인 실행방안들을 검토, 개발하여 진행시켜 나가고자 합니다. 

 

첫번째, 학회회원들의 참여도 증진입니다. 재미한인범죄학회는 한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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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죄 및 형사사법제도 운영에 관심을 가진 교수, 연구원, 석박사 대학원생, 실무 전문가, 행정가 등   

 100여분이 넘는 우수한 자질의 회원들이 함께하는 소중한 모임입니다. 회원 각자가 독립적인 연구 

 활동을 넘어서서, 학회 구성원들과 생각을 공유하고, 함께 공유하고, 함께 연구하며, 서로의 성장을  

 도울 때, 본 학회를 통해 표출되는 시너지 효과는 극대화 되리라 생각합니다. 우리 학회는 이를 위한  

 관계의 구심점이며 연구활동의 장이 되어야 합니다. 학회의 행사 및 각종 프로그램, 그리고 연구활 

 동들이 회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 전문가로서의 자기 성장에 중요한 통로로 작용할 수 있도 

 록 그 운영의 효율성을 재고함으로써, 회원들 스스로 학회 참여의 의미를 찾아갈 수 있도록 노력해 

 야 합니다. 이를 위해 학회 프로그램 및 행사 운영 방식, 회원의 종류 및 자격조건, 회원등록 및 유지 

 방법, 회원 종류별 혜택의 차별화, 학생 및 교수회원들을 위한 멘토링 시스템의 도입 등을 검토할 예 

 정이며 그 실청방안을 만들어 나가려 합니다.  

 

 두번째, 학회를 통한 공동연구 및 연구 협력을 강화시켜나갈 계획입니다. 우리 학회는 내적으로는   

 현재 8개의 학술분과 (Life Course Criminology, Criminological Theory and Juvenile Justice,  

 Cyber Crime, Women and Gender, Statistical Analysis, International Criminology and Macro- 

 level Analysis, Geo-Spatial Data Analysis and Crime Mapping, Corrections and Recidivism)을  

 가지고 있으며, 외적으로는 7개의 연구 학술 기관들 (경기대범죄학과대학원, 경찰대학교, 국립과학 

 수사연구원, 대한범죄학회, 이화여대학교폭력방지연구소, 한국교정복지학회, 한국형사정책연구원 

 [가나다순])과 학술교류협정을 맺고 있습니다. 각 학술 분과 내에서의 정보교류와 공동연구는 회원 

 들의 연구생산성을 높일 뿐 아니라, 다양한 연구 문제해결에 큰 도움이 될 수 있기에 학회 차원에서  

 권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외적인 연구 학술 기관들과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연구 자료의 공유와 인 

 적 자원의 교류, 그리고 공동 과제 연구 및 연구 발표 등의 기회를 통해 한국의 범죄 및 형사정책 연 

 구에 공헌함과 동시에, 양 기관의 연구역량 향상에 도움을 줄 수 있기에 그 실질적인 방안들을 마련 

 해 나가려 합니다. 이를 위해 우선은 학회 회원들의 경력, 전문분야, 관심사 등을 정리한 전문가 데 

 이터베이스 구축을 계획 중에 있습니다. 완성된 전문가 데이터베이스는 학회원 및 관련 연구기관들 

 과 공유함으로써, 회원들의 공동연구 기회를 최대화 시키고, 회원 상호간의 연구활동 이해도를 높이 

 는데 활용될 예정입니다. 대외적으로 학술교류협정을 맺고 있는 기관들과는 더욱 적극적인 연계를  

 통해 본 학회와의 정보공유, 인적자원교류, 공동연구기회 확대방안들을 모색해 나가겠습니다. 대외  

 기관들과의 공동연구 기회들은 학회 정회원들과 공유됨으로써, 최고의 연구자들이 최적의 연구활동 

 들에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학회 내 학술 분과들의 활성화 방안으로, 분과별 관심 

 회원들의 명단을 정리 파악하고, 분과 책임자를 중심으로 한 온라인/오프라인 모임을 권유하며,  

 ASC 기간 동안 분과원들이 함께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고, 학회를 통한 분과 운영비 마련도 고려 

 하고 있습니다. 

 

 세번째, 활발한 학회 활동과 학회 운영을 위한 안정적인 재정의 확보 또한 빼놓을 수 없는 과제임이  

 분명합니다. 학회원들의 더 높은 참여도를 통한 연회비의 확보 및 회비 납부 방법의 변환, 학회를 통 

 한 연구 협력과제 오버헤드, 여러 단체를 통한 그랜트 신청, 기관회원제를 통한 연회비 확충, 학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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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비스를 통한 재정 확보, 기부금 등 다양한 통로를 이용한 방안들을 모색중입니다. 또한 귀하게 모   

 여지는 학회비가 학회의 본래 취지에 맞는 활동들에 더욱 효율적으로 사용되어져서, 납부하신 회비  

 가 회원들에게 혜택으로 되돌아갈 수 있도록 최선의 방안들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네번째, 국제사회 내 재미한인범죄학회의 위상 강화입니다. 본 학회의 인적 자원들을 볼 때마다 가 

 슴이 설렙니다. 최고의 연구 방법론들과 범죄이론, 그리고 형사정책 연구 경험 등으로 잘 무장된 우 

 리 학회가 현재의 인지도와 학계 공헌도를 뛰어 넘어 미국과 한국 뿐 만 아니라 전 세계 무대로 알려 

 질 필요성을 느낍니다. 이를 위해 기존의 접근 방식 이외에도, 국제 학술/연구/Criminal Justice 단 

 체들과 연구 협력 관계형성, ASC와 ACJS를 통한 홍보전략, 국제관련기과 KoSCA 팜플렛 제작 및  

 배포, 학회전문가 데이터 베이스 공유, 학회 웹사이트 활성화 및 가시화, 뉴스레터 보급 범위 확대  

 등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위에서 언급한 네 가 지 큰 축들을 현실화 시키기 위해 새로 구성된 임원단은 열린 마음으로 대화하 

 면서 구체적인 실천 방안들을 만들어 나갈 생각입니다. 함께 일할 임원진들은 학회의 Institutional  

 Knowledge를 유지하면서도, 해당 분야의 전문성과 탁월한 업무 능력을 겸비한 분들로서, 기꺼이 우 

 리 학회를 위해 소중한 시간과 열정을 헌신해 주시기로 약속 해 주신 분들입니다. 많이 아껴주시고,  

 응원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하지만 생산적인 비판 또한 신중히 받아들이는 학회의 Leadership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새롭게 시작하는 2018년 한 해도, 회원 여러분의 건강과 가정의 평안을 기원합 

 니다. 또한 각자의 위치에서 계획하시는 모든 일들 가운데 풍성한 결실이 함께 하시길 간절히 바래 

 봅니다. 감사합니다.  

  

 재미한인범죄학회 제 5 대 회장  

 김문선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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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 Official KOSCA Color, 2018-2019 

 

제 재임기간동안 우리 학회에 가장 알맞는 색상이 무엇일까 고민하고 또 고민하다가 결정한 색상이   

Dark Blue 혹은  Ph.D. Blue 입니다.  이 색상은 일반적인 파란색이 가지고 있는 보편적인 느낌들, 

즉 신선함, 젊음,  안정감, 차가운 이성, 미래, 희망, 꿈 과같은 의미 전달 이외에도, 우리 학회원들의 

역량과 궁극적인  방향성을 암시해주는 색상이기도 합니다. 진리를 사랑하고,  정의를 추구하고, 범

죄 및 형사사법현상에 관심이 많은 우리 회원들이,  다년간의 학업과 연구활동들을 통해 얻을 수 있

는 최상의 학위, Ph.D. (Doctor of Philosophy); 철학박사, 를 대표하는 색깔이기도 합니다. 그리스

어 어원에 보면, 철학이란 “Love of Wisdom”입니다. 낯선 미국 땅에서, 연구자로서의 강도 높은 훈

련을 받고, 어려운 순간들을 이겨내고 승리하여, 독립된 연구자로서 활동하는, “지혜를 사랑하는 

(Love of Wisdom)” 우리 학회원들이, 차가운 이성과 냉철한 판단력으로 우리사회의 안전을 위해, 

미래의 희망과 꿈을 위해 힘차게 정진하기를 기대하는 맘으로 고른 색상입니다. 우리 재미 한인범죄

학회가 양질의 연구와 현장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더 많은 사람들에게 더욱 안전하고 정의로운 세

상을 구현 하는데  중요한 디딤돌이 되리라 믿습니다 .  

  

 

 재미한인범죄학회   

 회장 김문선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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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임회장: 1대: 장성준 교수 (Baylor University), Sung_joon_jang@baylor.ed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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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ebTeam: Chief Webmaster: 임혜영 교수 (University of Alabama at Birmingham) 

Webmaster: 한성일 학생 (University of Texas at Dallas) 

 

Student Division: 

Co-chair: 우영기 (Washington State University), youngki.woo@wsu.edu 

  Co-chair: 한성일 (University of Texas at Dallas), hmso1214@knights.ucf.edu 

 

Academic Divisions 

 Life-Course Criminology: 장성준 교수 (Baylor University), sung_joon_jang@baylor.edu 

 Criminological Theory & Juvenile Delinquency: 문병욱 교수 (University of Texas at San Antonio),  

byongook.moon@utsa.edu 

 Cybercrimes & Cybersecurity: 최경식 교수 (Bridgewater University), kchoi@bridgew.edu  

 Women and Gender Issues: 김빛나 교수 (Indiana University of Pennsylvania), bitna.kim@iup.edu  

 Statistical Analysis: 박성민 교수 (University of Nevada at Las Vegas), seong.park@unlv.edu 

 International Criminology and Macro-Level Analysis: 전돈수 교수 (Auburn University at Montgomery), 

dchon@aum.edu 

 Geo-Spatial Data Analysis and Crime Mapping: 김문선 교수 (SUNY Brockport), mkim@brockport.edu 

 Corrections/ Recidivism: 주희종 교수 (California State University at Bakersfield), hjoo1@csub.ed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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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미한인범죄학회 정기 및 행사 결과 보고 

 

편집부: 우영기 

 

지난 2016년 11월 15일부터 18일까지 Philadelphia에서 제 73회 American Society of Criminology 

(ASC) 연례모임이 개최되었습니다. 지난 가을호에서 KOSCA 관련 행사정보를 공지하였듯이 ASC 

학회기간 동안 KOSCA 정기모임 및 여러 학회행사들이 우리 회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지지로 

성황리에 개최되었습니다. 따라서 저희 KOSCA 정기모임 및 학회행사들에 관하여 간략히 보고를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KOSCA가 주축이 되어 세개의 패널과 두개의 라운듵이블 세션이 진행되었습니다. Cyber 

Criminology와 Cybercrime 패널 세션은 최경식 교수님께서, 그리고 Serial Murder 패널 세션은 추

태명 교수님께서 패널 Chair로 세션을 이끌어 주셨습니다. 패널 세션에서는 KOSCA 회원분들 뿐 만 

아니라 한국과학수사연구소, 콜롬비아 및 미국학자들도 참여 하여 내실 있는 세션이 되었습니다. 

또한, 라운드테이블 세션에서는 형정원 국제협력실장 연성진 박사님께서 청소년범죄예방통제에 

관한 토의를 진행해 주셨고, 김문선교수님께서는 Spatial dependency and spatial regressions에 

관한 토론을 이끌어주셨습니다.  
 

(Continued on page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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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회 두번째 날인 16일에는 학회분과위원회 주관으로 KOSCA 학생분과회원분들이 첫 정기모임을 

가졌습니다. 올해는 KOSCA 회장직을 역임하신 California State University – Bakersfield의 주희종 

교수님을 초청강사로 모시고 미국 대학원 생활에서 필요한 조언, 학위 과정, 논문 준비 및 잡마켓과 

관련하여 배울 수 있는 뜻 깊은 시간을 가졌습니다. 특히 Job offer 이후에 연봉 협상, Start-up 

package, Teaching load reduction, Service credit for tenure, Promotion, Sabbatical year,  

Summer support, 그리고 Moving & relocation expenses 등 졸업 이후 취직에 필요한 여러  

Faculty Contract에 관하여 좋은 정보를 공유해 주셨습니다. Faculty Contract은 학생들에게는 생

소하지만 꼭 알아야 할 내용으로 학생회원들이 궁금해 하는 부분을 상당부분 해소할 수 있었다는 

학생회원분들의 평가가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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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17일 저녁에는 KOSCA 정기만찬을 가졌습니다. 올해는 특히 전돈수 회장님에 이어 2018-

19년 KOSCA를 새로이 이끌어 나갈 김문선 회장님의 취임식이 있었습니다. 또한 경찰대학교와 

KOSCA와의 MOU 체결식을 갖기 위해 경찰대학교 서범수 학장님을 대신하여 직접 미국을 방문하

여 참석하신 노성훈 부교수 및 연구원들께서 KOSCA 리셉션에 참석하셔서 MOU 체결식을 가졌습

니다. 그리고 최영식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원장님 및 연구원님들, 연성진 연구원님을 대표한 형사정

책연구원님들, 그리고 동국대학교의 이윤호 교수님께서 참석하여 자리를 빛내주셨습니다.  

 

 

 

 

 

 

 

 

 

 

 

 

 

 

 

                   전돈수 (전)회장님과 노성훈 교수님(경찰대학교)                                     김창룡 경무관님 (워싱턴 주재관) 

 

 

 

 

 

 

 

 

 

 

 

    최영식 국립과학수사연구원장님          연성진 국제전략협력실장님 (형사정책연구원)    이윤호 경찰사법대학 학장님 (동국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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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에 이어 두번째로 실시되는 학생우수논문상 (수상자: 박형아, Rutgers University; 백신철, 

Florida International University)과 교수회원 학술상(수상자: 최경식, Bridgewater State University)

에게 드리는 학술상의 시상식도 가졌습니다.   

 

 

 

 

 

 

 

 

 

 

 

 

 

 

   

   임원진 (왼쪽부터): 조수정 교수님 (Program Committee), 박성민 교수님                  임원진: 임혜영 교수님 (뉴스레터 위원장)          

   (대회협력팀), 김문선 회장님, 전돈수 전임회장님           

             학생논문수상자: 박형아                            교수회원 수상자: 최경식                              학생논문수상자: 백신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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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술분과 (왼쪽부터):  박성민 교수님, 김빛나 교수님, 김문선 교수님, 전돈수 교수님, 장성준 교수님, 주희종 교수님, 추태명  

      교수님         

 

 

 

 

 

 

 

 

 

 

 

 

 

 

 

 
       

      임원진 (왼쪽부터):  변성훈 교수님, 김빛나 교수님, 최경식 교수님, 송주영 교수님, 추경석 교수님, 김중곤 학생, 전돈수 교수님,  

      이지혜 학생, 이재승 교수님, 이희욱 교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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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19년 KOSCA 임원진 및 전임 회장님들과 함께 (성함 생략) 

 

Page 12 

2017 업무 및 행사보고[1]: 재미한인범죄학회 정기총회 및 행사 결과 

The Korean Criminologist 

Vol. 8 No. 1. January 2018 

The Korean Criminologist 



 

KOSCA 마지막 공식일정으로, 금요일 오후에는 ASC President를 역임하시고 하버드 대학교 Henry 

Ford II Professor of the Social Sciences로 재직중이신 Dr. Robert Sampson 교수님을 모시고 

“New Directions in Life-Course Criminology"란 주제로 guest speech를 가졌습니다. 많은 회원분

들께서 참석하셨고, Life-Course Criminology에 관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자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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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SCA Student Division 두번째 정기모임 

 

편집부: 이지혜 

 

2017년 필라 델피아에서 열린 ASC 학회 기간 중, 작년 첫번째 학생분과 모임에 이어 두번째 학생분

과 정기모임을 가졌습니다. 올해는 California State University – Bakersfield의 주희종 교수님을 초

청강사로 모시고 대학원 생활에서 필요한 조언 및 signing on a faculty contract 등에 관해 배울 수 

있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주희종 교수님께서는 경기대학교 및 Sam Houston State University에서 재직하셨고, 현재  

 California State University -Bakersfield에서의 chair 및 faculty search committee 등의 경험을 바 

 탕으로 대학원 학위 과정 이후 직장을 찾고 계약을 하는 과정에 대한 세밀한 조언을 해주셨습니다.  

 현재 job market에 계신 분들 뿐 아니라 대학원 과정 중에 계시는 많은 학생회원분들께서 job offer  

 를 받은 이후 최종계약을 하기 전까지 과정을 준비하시는 데 많은 도움이 되길 바라며, 교수님께서   

 전해 주신 내용을 소주제에 따라 정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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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대학원 생활: Coursework, Dissertation, Specialty and Collaboration 

 

Selection of Your Area of Study 

 

많은 분들이 아시는 것과 같이 범죄학 안에도 다양한 세부 전공이 있습니다. 그 중 많은 학교들과  

연구자들이 관심을 가지고 연구하고 있는 분야들은 criminological theory, policing, courts/ 

criminal laws, corrections, victimology, white collar crime, forensic sciences, terrorism 등이  

있습니다. 펀딩 기회가 많거나 핫 토픽이라는 이유만으로 선택하기보다는, 본인의 관심분야를 바 

탕으로 세부전공을 정하는 것이 맞습니다. 다만 아직 관심분야를 정하지 않은 경우 범죄학 내에  

이러한 세부 전공에 대한 정보가 본인의 specialty을 정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 기대합니다. 

 

Course work and time and Dissertation 

 

Coursework을 이수하는데 있어서 크게 두가지 방법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필수과목 위주로 최 

대한 빠른 시간 안에 이수하고 졸업하는 방법과 최대한 많은 과목을 이수하여 천천히 졸업하는  

두가지 선택이 있습니다. 각자가 처한 환경에 따라, 또한 각 방식이 가지는 장단점에 따라서 계획 

을 수립하면 졸업한 후 잡마켓을 준비하는데 있어 도움이 될 것입니다. 예를 들어 전자의 경우 박 

사과정의 시간을 절약하여 평균보다 이른 시기에 직장을 구할 수 있다는 점이 있고, 또한 일찍 직 

장경험을 시작하게 되면 남들보다 더 오랜 기간동안 직장 관련된 여러 경험을 할 수 있다는 장점 

이 있습니다. 반면에 긴 시간 박사공부를 하게 되면 본인의 연구분야 외의 다양한 방법론 및 넓은  

분야를 배울 수 있다는 점에서 유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잡마켓 나가기 전에 논문 출간할 기회  

및 교수들과 협업할 기회도 가질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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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논문 주제는 coursework를 시작하기 이전 혹은 하는 과정에서 정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기존  

     문헌 조사 및 가용할 수 있는 데이터 여부에 따라 논문 주제가 정해집니다. 어느 정도 논문 주제가  

     정해진 후에는 dissertation committee를 정해야 합니다. 논문 chair 관련하여 물론 본인의 논문  

     주제에 관련되어 연구하고 계신 분이 되시는 것이 좋고, 또한 full graduate faculty status에 있는  

     교수님이 chair로 된다면 논문 주제 뿐 아니라 졸업까지 조언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박사 과정 동안 그리고 졸업 후 교수가 되어 tenure를 받으면서 연구를 하는 동안 자신의  

     specialty를 쌓는 것이 중요합니다. 물론 tenure를 받기 전까지는 얼마나 많은 수의 논문을 출간했 

     는가 등과 같은 요건들을 충족시키기 위해 자신의 specialty만을 꾸준히 쌓는게 쉽지 않을 수 있습 

     니다. 하지만 tenure 이후 적어도 20-30년은 더 자신의 학업적 길을 가야하는 것을 고려한다면,  

     academic identity를 만드는 것이 학자로써 굉장히 중요합니다  

 

 2. 학위 과정 이후: A Check List before Signing on a Faculty Contract 

Salary: Most important 

샐러리 계약 시 academic year인 9개월 기준으로  

계약하게 되고 나머지 3개월은 summer  

teaching과 같은 여러 방식으로 충당될 수  

있습니다.  

 

한국 정서상 연봉 및 조건들을 협상하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에서는 협상이 기본 

이자 매우 중요하고 특히 faculty position을 옮길  

때는 최대한 본인에게 유리한 조건으로 협상해야  

합니다. Starting salary를 협상하는게 중요한 이유 중 하나로, 일을 시작한 이후에 (예를 들어)  

$5,000을 올리는 것이 쉽지 않고 base line에 따라 인상폭이 결정되기 때문에 유리한 조건으로 협 

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Job offer를 받기 전까지는 결정권이나 파워가 학과나 학교에 있지만, 최 

종 offer를 받은 이후에는 협상 파워가 본인에게 있습니다. 보통은 2주에서 길게는 한달까지 연봉 

부터 pension support, moving expenses 등 세부 조건들을 협상할 수 있습니다. 연봉 협상의 경 

우 본인이 그 학교 최근에 임용된 assistant professor 연봉 범위가 어떻게 되는지 등과 같은 정보  

조사를 통해 연봉 범위에서 최대치 혹은 그 이상으로 협상을 할 수 있도록 합니다. 만약 다른 학교 

에서 offer를 받은 경우 협상하기에 더 유리합니다. 

 

Teaching Load reduction and years of service credit for tenure, promotion, and sabbatical  

Year 

Teaching load가 임용된 처음 1-2년은 waive되거나 적은 수의 과목들을 가르칠 수 있습니다. 왜 

냐하면 tenure를 받는데 까지 충족시켜야 할 여러 요건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3-3  

 
(Continued on page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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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aching load로 계약했을 때 첫 1년은 2-2로 줄일 수 있게끔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떤 학교들 

의 경우 본인이 이전 학교에서 했던 teaching credits이나 서비스 시간을 인정해주는 경우도 있습 

니다. 이전 학교에서의 시간과 크레딧이 인정되는 경우 본인이 tenure를 받는데 시간을 더 절약할  

수 있을 것입니다.   

 

Start-up Package 

연봉 외에 Start-up package는 3-5년 동안 사용가능한 비용으로 최대 $25,000 (학교마다 다름) 

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돈은 연구하는데 필요한 비용을 서포트 하는 목적으로 학회 참여시 드 

는 비용, 통계 및 컴퓨터 소프트웨어 구입 비용, RA고용 비용, 학술 논문 구독 비용 등을 충당할  

수 있도록 합니다.  

 

Moving & Relocation expenses 

새로운 직장으로 옮기게 되면 살던 곳도 옮기게 됩니다. 이 경우 학교에서 relocation expense를  

최대 $10,000까지 지원해주기도 합니다. 본인 이사 비용 뿐 아니라 배우자 및 아이들 이사 비용도  

고려하여 지원해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한 job offer 받은 후 학교 및 지역 방문 (최종 이사하기  

이전)에 드는 비용도 지원해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학교마다 지원해주는 금액 및 명목도 다양하기  

때문에 잘 알아보시고 지원을 최대한 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Summer Support 

보통 stipend가 8월 1일부터 시작되지만, 학기 시작 전 summer stipend를 받을 수 있는 기회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8월 이전에 학교 지역에 이사하여 정착한 경우 학기 시작 전 여름 수업 티칭 

을 통해 생활비용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학과가 제공하기도 합니다.  

 

Extra for negotiation 

위에서 언급한 주요 명목들 외에 computers, printer, furniture (의자, 책상, 테이블, 캐비넷),  

spousal arrangement 등도 협상을 통해 최대한의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18년 애틀란타에서 열릴 ASC 학회 기간 동안 세 번째 학생분과 모임을 가질 예정입니다. 학생 

회원분들과 교수님들의 발표시간 및 다른 행사 시간들을 고려하여 지난 모임들과 마찬가지로 목 

요일 점심에 학생분과모임을 가질 계획에 있으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추후에 일정이 변경되 

거나 장소가 정해지게 되는대로 지속적으로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더 활발한 학생분과 모 

임 및 다양한 아이디어 증진을 위해 올해에는 새로운 학생분과 모임 구성으로 시작할 예정입니다.  

Washington State University의 우영기 학생회원이 (youngki.woo@wsu.edu) 새로운 학생분과위 

원회에 합류하게 되었습니다. 2018년부터는 우영기 학생회원과 한성일 학생회원  

(sxh145430@utdallas.edu)이 학생분과위원회를 위해 힘써 주실 것입니다. 학생분과에 관심과  

의견이 있으신 분들께서는 언제든지 연락주시고 더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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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OSCA에서 대외협력을 담당하고 있는 김빛나 교수는 2017년 1월 경찰대학교와의 협력 방안을 논 

 의하기 위해 경찰대학교를 방문하여 서범수 경찰대 학장님을 만나 뵈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경찰대 

 학교와 KOSCA사이의 업무협약 (MOU) 체결을 검토해 보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후 KOSCA는 MOU 

 에 포함될 구체적 협력 방안의 내용과 범위를 경찰대학교 대외협력팀과 논의하여 왔고, 2017년 10월  

 MOU의 최종안에 동의하였습니다.   

  

 이번 2017년 ASC 기간 동안 경찰대 대표단 (노성훈 부교수, 장인호 조교수, 조민지 경위, 그리고 이 

 고은 경장)이 MOU 체결식을 갖기 위해 미국을 직접 방문하여 2017년 11월 16일 KOSCA 리셉션에 

 서 MOU 체결식을 가졌습니다. 경찰대학교를 대표하여 노성훈 교수님이 그리고 KOSCA를 대표해서  

 전돈수 회장님이 MOU에 서명을 하여 협력체결을 맺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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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도에는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이하 형정원)과의 학회 회원들간의 연구협력이 이루어졌습니다. 

박성민 교수님과 김빛나 교수님이 형정원으로부터 소득불평등이 범죄에 미치는 영향과 관련하여 두 

건의 연구를 수행하셨습니다. ASC 모임에서는 형정원과 공동으로 라운드 테이블 세션을 마련하여, 

형정원의 연성진 박사님, 승재현 박사님, 그리고 본 학회의 문병욱 교수님, 미국내 활동 중이신 Dr. 

John McCluskey께서 청소년 범죄의 효율적인 통제 방안에 대한 진지한 토론을 가지셨습니다.  또한, 

학회 정기모임기간 동안, 형정원 국제협력팀장 연성진 박사님을 비롯한 다수의 형정원 소속 연구원님

들께서 참석하셔서 자리를 빛내 주셨습니다.  

 

2016년 후반부터 본 학회 추태명 교수님과 최경식 교수님을 주축으로 논의되어 온 국립과학수사연구

원 (이하 국과수)과의 학술교류협력에 관한 건은  최영식원장님을 비롯한 구형남 수석법의관님과 김

혜정 법의관님께서 학회 정기모임을 방문해 주심으로써 더욱 구체화 되어졌습니다. 학회 정기모임기

간 동안, 국과수와 본 학회 임원진들과의 2018년 학술교류 방안에 관해 구체적인 논의가 진행되었고, 

조속한 시일 내에 국과수와의 학술교류가 이루어질 것이라 사려됩니다.  

 

마지막으로, 주미한국대사관 외사협력관으로 계시는 김창룡 경무관님과 뉴욕총영사관 외사협력관 윤

후의 총경님께서도 이번 정기모임에 참석해 주셨으며 재미한인경찰관연합회와 본 학회와의 향후 

2018년에 구체화시킬 것을 제안해 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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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1. 먼저 학술상 수상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수상 소감을 부탁드립니다. 

  매우 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이렇게 의미 있는 상을 주신 학회 회원님들 및 임원진 여러분들께 진 

  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번 학술상 수상을 앞으로 계속 연구에 정진하라는 의미로 새겨서 더욱 더 좋 

  은 연구성과물을 출판하는 계기로 삼겠습니다.   

 

  Q2. 주요 관심 연구 분야에 대해 소개 부탁드립니다. 

제 주요 관심분야는 사이버 범죄로, 여러 사이버 범죄와 관련된 연구를 진행해 왔습니다. 저는 박

사논문을 통해 Hindelang (1978) 의 Lifestyle Exposure 이론과 Cohen and Felson (1979) 의 

Routine Activities 이론의 개념을 접목시켜 ‘사이버일상이론 (Cyber-Routine Activities Theory)’

을  제안한 후, 이 이론의 주요한 요소인 ‘개인의 일상생활에서의 온라인 활동 (Online Behaviors)’

과 ‘사이버보안 소프트웨어(Digital Guardians)’가 사이버범죄 피해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

하여 주로 관심을 가지고 연구를 해 왔습니다. 또한, 해킹 등처럼 기술을 요구하는 컴퓨터 범죄 피

해부터 사이버 성범죄에 이르는 다양한 피해 유형들을 사이버일상이론을 통해 검증하고, 이에 따

른 정책들을 제시해왔습니다.      

 

Q3. 현재 관심을 가지고 계신 분야나 진행중인 연구를 소개해 주신다면? 

현재는 특정 테러리스트 집단에서 활용하는 온라인 플렛폼을 이용한 사이버 테러리즘 관련 연구와 

디도스 공격, 렌섬웨어와 같은 기술적 공격에 관한 연구들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최근 국내외에서 

다양한 유형의 사이버 테러리즘이 발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이 분야는 상대적으로 많은 

연구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연구를 통해 사이버 테러리즘이 발생하게 되는 배경과 유형들을 구

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또한, 사이버 범죄의 정의 및 분류방법에 관한 연구도 진행중에 있습니다. 아직 학술적으로 개념 

정립이 되지 않은 사이버 범죄의 정의 및 분류방법 등을 범죄 피해규모와 타겟 등을 중심으로 명료

화하고 세분화하는 작업입니다. 이를 통해 다양하고 빠르게 진화하는 사이버 범죄에 대한 효과적

인 정책적 대응방안을 도출해낼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Q4. 끝으로 좋은 연구를 하기 위한 조언을 해 주신다면? 

개인적으로는 끊임없이 새로운 사회 현상과 변화에 관심을 가지는 것과 이러한 사회의 변화가 어

떻게 각자의 연구분야와 연결될 수 있는지 고민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이러한 고

민들을 가지고 본인의 연구에서 고민하는 질문들이 현실에서 어떻게 나타날 것인지를 예상해 보고, 

그 연구 결과들이 현실세계의 여러 조건 하에 어떠한 함의를 가지는지를 고민해 보는 것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사회과학의 연구들은 현실의 시공간적 상황들과 떨어져서 생각하기 

어렵기 때문에 이러한 사회 현상 및 변화에 대한 고민은 연구방향 설정과 연구 자체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해줍니다. 이러한 현실세계의 조건들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선행될 때, 보다 좋은 연구 질

문을 제시하고, 보다 시의적절한 함의를 논의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Page 20 

The Korean Criminologist 

Vol. 8 No. 1. January 2018 

특별기획[1]: 2017 학술상 수상자 인터뷰 -  최경식 교수 

The Korean Criminologist 



 

  Q1. 먼저 학술상 수상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수상 소감을 부탁드립니다. 

  많이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우수 논문으로 선정해 주신 데 대해 매우 감사드립니다. 더욱더 학문에  

  정진하라는 뜻으로 받아들이고 앞으로도 좋은 연구로 보답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Q2. 주요 관심 연구 분야에 대해 소개 부탁드립니다. 

제 연구는 중국에 거주하는 여성 탈북민들의 강제결혼 사례들에 관한 것입니다. 이들은 인신매매

범들의 유혹과 기망에 의해 중국으로 밀입국하게 되고, 그 곳에서 강제로 중국 시골에 살고 있는 

노총각들에게 팔려 가는 사례들에 관하여 연구하였습니다. 

 

Q3. 현재 관심을 가지고 계신 분야나 진행중인 연구를 소개해 주신다면? 

  이 연구를 포함하여, 탈북민들의 밀입국 및 인신매매 사례를 연구를 하고 있는데, 향후, 탈북민들의  

  인신매매 피해와 관련한 탈북민들의 자녀 문제, 이민 문제 등에 관심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한국  

  경찰로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Policing, International Criminal Justice, Crime Prevention 등 다양한  

  분야의 연구를 계속하기를 희망합니다.  

 

  Q4. 끝으로 좋은 연구를 하기 위한 조언을 해 주신다면? 

도전해 볼만한 가치가 있는 연구 주제가 있다면, 주저하지 말고 도전해 보시기를 권해 드립니다. 

특히, 미국에서 공부하는 한국 학생으로서 미국인들이 관심 갖기 어려운 분야나, 한국에 있는 학자

들이 연구하기 어려운 분야 등에 도전해 본다면 반드시 좋은 결과가 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Page 21 

The Korean Criminologist 

Vol. 8 No. 1. January 2018 

특별기획[1]: 2017 학생우수논문상 수상자 인터뷰 1 - 박형아, 박사과정 

The Korean Criminologist 



 

  Q1. 먼저 학술상 수상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수상 소감을 부탁드립니다. 

  아직 부족함이 많은 저에게 학술상을 주시고 제 꿈에 한발짝 다가갈 수 있게 해주신 KOSCA와 심사 

  위원회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 동안의 노력을 보상받는 듯해 개인적으로 매우 행복한 날입니 

  다. 또한 뛰어난 연구력을 바탕으로 물심양면으로 지원하고 지도해주신 지도교수 Dr. Rob Guerette 

  과 최경식 교수님, 추경석 교수님, 그리고 조수정 교수님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에도 더욱  

  좋은 성과를 얻어 KOSCA에 기여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Q2. 이번에 수상하게 된 연구에 대한 소개를 간단히 부탁드립니다. 

제가 수상한 논문은 기존에 이루어졌던 전통적인 policing 관련 연구들을 기반으로 9.11 테러이후 

도입된 Homeland security policing에 대한 이론적 고찰과 실증적 분석이었습니다. 첫째, Contin-

gency Theory를 이론적 프레임으로 적용시켜 미국내 로컬(local) 경찰들의 관할지역내에서 테러발

생가능성에 대한 risk perception 정도가 로컬(local) 경찰들의 대테러준비정도에 미치는 영향을 확

인하고자 하였습니다. 둘째, 로컬(local) 경찰들과 연방 또는 주 경찰들과의 교류확대가 로컬(local) 

경찰들의 대테러준비정도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해 보고자 하였습니다. 결론적으로 테러사건에 대

한 risk perception과 연방/주 경찰들과의 교류 확대가 로컬 (local) 경찰들의 테러리즘과 사이버테

러리즘에 대응한 대터러 시스템 정비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Multinomial logistic regres-

sion 분석법을 통해 검증했다는 것이 이 연구의 의의입니다. 

 

Q3. 그 밖에 최근에 관심을 가지고 계신 분야는 무엇입니까? 

저의 관심 연구분야는 cybercrime, cybersecurity, policing으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정보화사회

도래와 함께 인간의 컴퓨터, 인터넷, 스마트폰 및 각종 사물인터넷, 그리고 가상화폐에 대한 의존

도와 이용도는 점점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사이버범죄자들은 Ransomware 공격, 

DDOS 공격, 악성코드를 통해 사람들의 재산을 착취하고 국가 주요 기간시설을 파괴하고 마비시키

는 등 사이버공간에서 각종 범죄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존 사이버범죄 및 사이버보안 연

구들은 범죄학적 관점을 적용한 실증적인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지지 못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따

라서 제가 최근 관심을 가지고 진행하고 있는 연구는 cybercrime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cybersecurity model을 Situational Crime Prevention Theory를 바탕으로 실증적 분석에 주안을 

두고 있습니다. 또한 cybersecurity 시스템을 고안하고 컨트롤하는 것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이버보안 전문가들의 행동 패턴과 역할이 실질적인 cybersecurity 시스템의 방어능력 향상에 미

치는 영향을 평가하는 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다시말해, Human factor와 가상공간의 security

와의 상관관계를 살펴보는 것에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미국내 주요대학의 사이버보안 

전문가들의 학내 사이버보안교육  실태 및 사이버범죄 발생가능성의 인지력이 사이버범죄 예방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평가하는 연구라고 할 수 있습니다. 

 

  Q4. 마지막으로 좋은 연구를 위해 중요한 부분으로 다른  동료 학생들에게 제안해 주실 부분이 있다 

  면? 
(Continued on page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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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직히 말씀드려 수상소감 질의 중 답변하기 가장 까다로운 질의인 듯 합니다. 왜냐하면 스스로 아

직 부족함이 많다고 느끼고 있어 감히 동료 선후배 학생들께 조언을 한다는 것이 결코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저의 소견을 말씀드리자면, 자기가 진심으로 행복하게 연구할 수 있는 연구분

야를 정하는 것이 최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관심분야에 대한 현명하고 실질적

인 결정을 하기 위해서는 우선 다양한 분야의 기존연구들을 읽고 생각해보는 것이 가장 중요한 과

정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연구분야가 정해졌다면 연구를 시작하기 위한 기본 소양을 갖추기 위해 

그 분야의 모든 기초이론, 전문지식들을 체득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두번째는 학기 

research paper를 논문 게제와 연계할 것을 권장하고 싶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모든 학기마다 

제출하는 research paper들을 peer-review journal에 게재해보자는 마음으로 접근하였습니다. 따

라서 가능한 모든 research paper들은 관심 분야의 데이터를 이용하여 quantitative 분석을 통해 

paper를 만들어 나갔습니다. 비록 저명한 저널지는 아닐지라도 박사 2년차를 시작하며 학기 re-

search paper들을 보강하여 몇몇 peer-review journal에 게재하는 성과도 거두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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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1. 먼저 공로상 수상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수상 소감을 부탁드립니다. 

  우선 KOSCA의 공로상을 수상한 것에 대해 개인적으로 매우 영광이라고 생각입니다. 동시에 아직 학 

  위 과정에서 공부하는 학생으로써 KOSCA에 보다 많은 기여를 하지 못했음에도 상을 수상하게 되어  

  송구스러운 마음입니다. 저보다 학회를 위해 많은 기여와 봉사를 해주신 교수님들이 많이 계십니다.  

  비록 상은 제가 수상하게 되었지만 그 분들께 더욱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마도, 앞 

  으로 학회를 위해 더욱 열심히 일하라는 격려와 조금 더 많은 학생회원들의 참여를 바라시는 학회 임 

  원진 분들의 바람이, 많이 부족한 제가 상을 수상할 수 있었던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 

  번 감사 드리며, KOSCA를 위해 더 열심히 봉사 하도록 하겠습니다.  

 

  Q2. 학회 홈페이지의 구축에 많은 역할을 해주셨습니다.  학회 홈페이지 구축 과정을 간략하게 말씀해  

  주신다면? 

  KOSCA홈페이지는 전돈수 전임 회장님의 전폭적인 지지와 지원으로 2016년 10월에 오픈 하였습니 

  다. 2016년 3월에 홈페이지 구축을 위한 Task Force가 구성되었으며, 이후 TF팀장을 맡아 주신 추 

  경석 교수님, 현 홈페이지 Chief web-master이신 임혜영 교수님, 그리고 제가 2016년 9월까지 홈페 

  이지 제작을 위한 업체 조사 및 선정, 그리고 내용 구성에 관한 회의를 수 차례 진행하여, 현재 홈페 

  이지의 전반적인 구성과 KOSCA.org 도메인 확보 등 여러 결실을 맺을 수 있었습니다. 홈페이지 제 

  작 과정에서 많은 분들의 지원과 도움이 있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홈페이지 제작에 많은 기여를  

  해주신 분들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Q3. 학회 홈페이지 관련해서, 향후 추가되거나 변화될 예정에 있는 부분이 있는지? 혹은 아직 계획

에는 없지만, 추가하거나 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는지 ? 

  현재 홈페이지 관리 팀 에서는 홈페이지 개선 및 활성화를 위해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유관 학회의 홈페이지를 참고 중에 있으며, 서비스 측면 뿐 아니라 심미적 측면의 발전 또한 고려하 

  고 있습니다. 다만 홈페이지 구성 및 관리에 있어 업체를 고용하거나, 제공되는 서비스를 사용해야  

  하는 등과 같은 몇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지만 궁극적으로, KOSCA를 적극적으로 알릴 수 있고,  

  학회 회원들이 연구 뿐 만 아니라 취업 및 입학 등 다양한 정보를 손쉽게 접하고 공유할 수 있는 공간 

  으로 만들고자 합니다. 혹시라도 학회 홈페이지 개선에 대해 의견들이 있으실 경우, 홈페이지 관리  

  팀에서는 회원 분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고자 합니다. 많은 회원 분들의 관심과 격려 부탁  

  드립니다.  

 

  Q4. 마지막으로 회원들께 하고 싶은 말 혹은 바라는 점이 있다면? 

  홈페이지 관리 팀에서는 학회 회원들의 적극적인 홈페이지 참여를 독려하고 있습니다. 아직 개선할  

  점이 많지만 회원 분들의 참여만으로도 의미 있는 학회 홈페이지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가끔씩  

  학회 홈페이지를 방문하시어, 다양한 정보를 공유하고 소통할 수 있는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조금 더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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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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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ohn R. Hipp  

 

 

 

 Dr. John R. Hipp 소개 

 

 Ph.D. in Sociology, University of North Carolina, Chapel Hill (2006) 

 M.A. in Sociology, University of North Carolina, Chapel Hill (2002) 

 B.A. in Sociology, University of Carolina, Santa Cruz. (1999)  

 

 

John Hipp 교수님은 현재 University of California at Irvine, Department of Criminology, 

Law & Society에서 Professor로 재직 중이시며, UC Irvine 이전에는 University of 

Queensland와 UCPSR에서 Instructor 로 근무하셨습니다. 현재까지 다수의 책(챕터)과 수

십여 편의 학술논문을 탑저널에 출판하셨고 20번의 연구 grant를 학교와 주정부 및 연방정

부기관으로부터 받으셨습니다. Dr. Hipp교수님의 연구분야는 주로 sociological/

criminological theory, communities and urban sociology, 그리고 quantitative method-

ology입니다. 

 

인터뷰 관련 안내사항 

 

  지난 2017년 가을, 김영안 박사과정 학생이 John Hipp 교수님을 인터뷰 하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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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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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 Who would you say the most influenced you work? 

대답하기 쉽지 않은 질문입니다. 저는 연구를 위해 여러 분야의 많은 학자들의 논문들과 책들을 읽

습니다. 저는 경제학, 사회학, 범죄학, 지리학 등 다양한 분야에 관심이 있고 또 연구 아이디어들을 

얻기 위해 되도록이면 다양한 분야의 논문들을 찾아봅니다. 그렇기에 어떤 한 사람을 특정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구지 한 분만 뽑자면 Rob Sampson의 이름과 그의 연구들을 얘기하겠습니다

만 저에게 제일 큰 영향을 준 한 사람을 뽑기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저의 advisor였던 Ken Bol-

len은 양적 방법론에 있어 제가 좋은 학자가 될 수 있게 훈련시켜준 스승입니다. 그에게서 방법론

적으로 훈련을 잘 받았기에 지금의 좋은 연구들을 할 수 있었습니다.  

 

  Q. How are you able to have a lot of publications? 

열심히 일하고 오랜 시간을 투자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는 제가 하는 연구가 좋기 때문에 장기간 

일해도 즐겁고 행복합니다. 대학원 시절 제가 연구 과제들과 질문들을 해결하기 위해 탐구하는 과

정을 좋아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죠. 그렇기에 물리적으로 긴 시간을 일하면서도 힘들지 않고 즐겁

습니다. 그리고 최대한 일을 효율적으로 하려고 합니다. 가령 spread sheet을 만들어 진행되고 있

는 많은 연구들의 현재 상황과 진척을 잘 체크하고 관리합니다. 시간을 효율적으로 쓰기 위함이죠.  

 

Q. Do you ever get the writer’s block? 

네, 물론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러하겠죠. 어떤 사람들은 하루에 writing을 어느정도 할당량

을 정해두기도 하지만 전 그렇지 않습니다. 글을 써야겠다는 생각이 들고 몰두하기 시작하면 최대

한 많이 쓰려고 노력하는 편입니다. 하지만 writing을 할 시간이나 에너지가 없을 땐 다른 일들을 

합니다. 가령 data cleaning이나 running models등의 업무를 하죠. 그러니까 저는 시간과 컨디션

에 따라서 때로는 연구와 관련된 일들을 하기도 하고 그러다가 writing을 하기도 하고 그렇게 분산

하는 편입니다. 제가 writer’s block을 가장 많이 경험 할 때는 R & R process를 진행할 때 입니다. 

저에겐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많은 에너지를 소모하기 때문입니다.  

 

Q. How many different research projects do you tend to work on at one time? 

연구자들마다 다른 것 같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한 번에 하나의 프로젝트를 진행하죠. 저 같은 경

우는 많은 연구들을 동시에 진행합니다.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아마도 많은 대학원생들과 함께 일

하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또한 저에게는 많은 연구 아이디어가 있기 때문이기도 하죠. 그렇기 때

문에 가능한 이 모든 진행중인 연구들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체크해야 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이

유는 어떤 연구를 진행하다 보면 어느 부분에서 막히게 됩니다. 그럴 때면 저는 그 연구는 잠시 옆

으로 놓아두고 진행중인 다른 연구에 집중합니다. 그렇다고 그 연구를 완전히 잊어버리는 것은 아

닙니다. 계속해서 염두에 두다가 다른 연구를 진행하던 중이나 다른 책이나 논문을 읽다 보면 그에 

대한 해결책들이 생각나기도 하죠. 또는 그때는 몰랐던 사실들이 시간이 지나 나중에 자연스레 머

릿속에 떠오르곤 합니다. 그러면 다시 그 연구로 돌아가 해결책을 찾아 계속 진행하는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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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 Do you have a specific time of the day when you prefer to do research?  

대학원 시절 저는 밤늦게 일하는 걸 좋아했었습니다. 늦게 일어나서 새벽 2-3시까지 일하곤 했죠. 

하지만 신기하게도 어느 날 부터 인가 그냥 아침 일찍 일어나 일하는 아침형으로 바뀌어 있더군요. 

저는 아침 일찍 일하는 것을 좋아하고 아침 시간에 집중이 잘 되는 편입니다. 오후가 될 수록 점점 

일의 능률이 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침시간 대에 주로 연구와 관련된 일에 집중하려고 하는 

편이고 오후와 저녁시간들은 학과 교수들 또는 연구팀들과 미팅 시간으로 활용하는 편입니다. 저

는 이것이 중요한 전략이라고 생각합니다. 자신이 집중력을 가장 잘 발휘할 수 있고 생산적으로 일

할 수 있는 시간에 가장 중요하고 어려운 task들 (writing또는 R&R)에 매진 하는 것이죠.  

 

  Q: How many pages do you tend to write per day?  

  이미 제 답변을 드린 것 같습니다. 저는 매일 할당 분량을 정해 두고 글을 쓰지 않습니다. 사람마다  

  성향의 차이겠죠. 어떤 이들은 writing을 전혀 하고 싶지 않아 하는 경향이 있기에 강제성을  

  가지고라도 할당 페이지 수를 정해두고 writing을 하는 것이겠죠. 하지만 저는 연구를 하다 보면 꼭  

  writing을 해야겠구나 하는 순간이 찾아옵니다. 그럴 때면 자연스럽게 글쓰기에 집중합니다. 흥미로 

  운 연구 결과가 나오거나 하면 이 프로젝트는 이제 세상에 알려서 사람들이 읽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 

  이 들죠. 그 하나만으로 저에게 writing의 동기는 충분합니다. 

 

  Q: Are you a generalist?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정확히는 알지 못하겠지만 저는 generalist인 듯합니다. 저는 많은 분야에  

  관심이 있고 또 제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모든 분야들이 다 연결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 스스 

  로는 사회학 바탕에서 학문적 훈련을 받았지만 범죄학에 큰 관심을 가지고 있고 neighborhood,  

  social cohesion에 관해서도 관심이 많습니다. 또한residential mobility와 crime에 관심을 가지고  

  현재 연구 중에 있기도 합니다. 그리고 제 연구는 모든 레벨의 spatial scale에 걸쳐 있습니다. 어떤  

  학자들은 macro- 또는 micro-scale의 공간연구에 중점을 두지만 저는 이 모든 스케일에 관심을 가 

  지고 연구를 합니다. 그렇기에 저는 다양한 분야의 많은 논문들을 읽고 계속 연구합니다. 제가 운영 

  하고 있는 Irvine Lab for the Study of Space and Crime (ILSSC)는 이러한 저의 폭넓은 연구관심을  

  잘 보여줍니다. ILSSC는 다양한 spatial scale에서 범죄를 연구합니다. 또 다른 lab인 Metropolitan  

  Futures Initiative (MFI)는 범죄에 관한 연구를 하진 않습니다만 좀더 macro한 수준에서 공간을 연구 

  합니다. 저는 특히 MFI를 좋아합니다. MFI를 통해urban planning등 다른 분야에 있는 학자들과 교류 

  함으로 저의 연구영역을 확장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Q: What constitutes a specific research year to you?  

조금 다른 식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람들은 일간, 주간, 월간, 연간 계획을 세우고 그에 관해 

이야기 합니다. 단기적인 계획을 세워서 효율적으로 일하기도 하지만 저는 좀더 장기적인 관점에

서 내가 무엇을 해야 하고 무엇을 하고 싶은가에 대해 종종 생각해봅니다. 가령 어떤 논문을 얼마

나 출간할지 책을 써야 할까 어떤 장기적 연구목표를 가져야 할까 등에 관한 생각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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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 Do you set specific productivity goals in terms of quantity and quality?  

저는 특별히 일의 양과 질에 초점을 맞추어 연구를 하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저는 그저 하고 싶고 

할 수 있는 연구들에 최선을 다할 뿐입니다. 어차피 하고자 하는 또 진행중인 연구들이 많기에 특

별히 몇 편의 논문을 출간하겠다는 목표를 세우진 않습니다. 하지만 언제나 저에겐 퀄리티는 중요

한 문제입니다. High-quality의 연구가 아니라면 그 연구가 무슨 효용과 가치가 있겠습니까? 그렇

기에 모든 연구에 있어 퀄리티는 꼭 보장되어야 하는 중요한 기준입니다. 하지만 높은 퀄리티를 추

구하는 연구들은 독창성과 창의성을 요구하기에 매우 어렵고 오랜 시간이 필요합니다. 혹자들은 

이러한 이유로 높은 퀄리티의 연구들을 하는 것에 대해 그리 큰 매력을 느끼지 못합니다. 하지만 

그러한 이유로 저는 더욱 흥미 있고 매력적인, 독창성과 창의성을 요구하는 연구를 추구하는 것입

니다. 저는 많은 이들에게 영감이나 큰 영향력을 제공할 수 없는 논문을 출간하는 것에 큰 의미를 

두는 편은 아닙니다. 이러한 이유로 저는 연구에 있어 Quantity보다는 Quality를 추구하는 편입니

다. 종종 pre-tenure 교수들이 퍼블리케이션 양에 대해 걱정하는 것을 보곤 합니다. 하지만 evalu-

ation에 있어 중요한 것은 quantity만을 고려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몇 편 되지 않지만 그 

논문들이나 책이 갖는 학계의 영향력을 tenure심사에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Publication의 숫자

보다 중요한 것은 누가, 얼마나 그 논문을 읽고 인용하는 것인가 라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많은 논

문들을 출간했다 해도 누구도 읽지 않고 인용하지 않아 학계에 영향력이 없다면 그것은 저에게 있

어 시간 낭비라고 생각합니다.   

 

  Q: What would you advise to junior faculty and graduate student? 

저는 진중하라고 충고하고 싶습니다. 대학원생은 학자가 되기 위해 훈련 받는 시간을 들여야하고 

또 앞서 말했듯 그저 그런 연구, 퍼블리쉬를 위한 연구가 아닌 high-quality연구를 추구하라고 말해

주고 싶습니다. 하지만 이 말은 perfect study를 추구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종종 대학원생들이나 

junior faculty 중 너무 완벽한 연구를 하고자 하다가 아무것도 못하는 경우를 봤습니다. Quality 

study를 최선을 다해 추구하되 이 연구가 완벽할 수 없음을 잘 인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존의   

  연구들을 보완할 수 있고 학계에 도움이 될 수  

  있으면 그걸로 된 것입니다. 완벽하지 못해서  

  그 연구가 쓸모 없는 것은 아니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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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소개: University of Cincinnati 

 

박인선 박사과정  

 

  

 안녕하세요, 

 신시내티 대학교 범죄학 박사과정에 재학중인 박인선 입니다.  

 학회 회원 여러분들께 학교를 소개하는 기회를 갖게 되어 감사하

게 생각합니다.  

 

신시내티 대학 (University of Cincinnati)은 1819년에 설립되었으며 학생 수는 42,000명 정도로 오하

이오 (Ohio) 주에서 두번째로 큰 대학입니다. 신시내티라는 도시 자체는 생소하게 느껴질 수도 있지

만 자체 인구는 30만, MSA 기준 인구 2백만을 넘어서는 metropolitan의 중심 도시 입니다. 유명한 스

포츠 팀으로는 추신수 선수가 과거 활약했던 (그리고 제가 좋아하는 Joey Votto가 활약중인) 신시내

티 레즈와 (Cincinnati Reds)와 풋볼팀 벵골스(Bengals) 가 있습니다. 2016 대선에서 대표적인 경합 

주로 선정되어 관심을 받았고 러스트 벨트에 속해 있으며 바이블 벨트에 살짝 걸쳐 있는 만큼 최종적

으로는 공화당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신시내티는 서울과 위도가 비슷하여 뚜렷한 사계절 날씨를 자랑합니다. 눈이 꽤 오는데도 제설작업이 

뛰어난 편은 아니라서 강설량이 많은 날에는 꿀맛 같은 휴강을 맛볼 수 있습니다. 다가오는 봄학기에

는 학교가 몇 번이나 문을 닫을지 벌써 기대가 됩니다. 학교 풋볼팀 경기 날은 학교 전체가 잔치 분위

기로 변하고 또 시험기간이 아니더라도 도서관 이용자가 꽤 있는, 놀 때는 놀고 할 때는 하는 적당한 

학풍을 느낄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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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학 과정  

 

기존의 학부 과정에 1978년 석사, 1992년에 박사과정을 추가하면서 작년 기준 박사과정 설립 25주년

을 기념하였습니다. 석사 졸업자들은 실무 또는 기초 연구자, 박사 졸업자들은 전문적인 연구나 강의

를 할 수 있는 자격을 목표로 한다는 것은 회원님들이 몸 담고 계신 다른 학교와 큰 차이가 없을 것 

같습니다. 

연구 분야가 다양하겠지만 크게 범죄 이론 (Criminology), 교정 (Corrections), 경찰학 (Policing), 형사

사법(Criminal Justice), 범죄 예방 (Crime Prevention) 다섯개의 세부 전공으로 나누어 학점을 채우도

록 합니다. 학점 이외에도 학교를 무사히 졸업하기 위해서는 세 개의 산을 넘어야 합니다. 1학년을 마

치고 여름동안 first-year paper또는 proficiency exam으로 불리는 독립 논문을 작성해야 합니다. 통

계와 방법론을 가르친 교수님들의 심사를 통과해야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논문 리뷰어로

부터 reject를 받는 충격에 대비해 주겠다!” 며 매년 한 두 명을 제외하고는 가혹한 평가를 내려주는데 

다 괴롭기는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학교들이 종합시험을 치르지 않고 학생들 논문 실적을 올리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하는 추세

라고 들었는데 이 곳은 아직 전통적인 시험 방식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우여곡절 시험을 통과하고 나

면 드디어 졸업논문의 단계입니다. 졸업논문 쓰시고 계신 분들 모두 힘내세요. 

열심히 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다면 경제적/환경적 지원은 나쁘지 않게 주어지는 편입니다. 매년 TA/

GA/RA 중에서 원하는 보직을 지망해서 제출하면 디렉터가 수요에 맞게 배치해서 offer letter를 내려

줍니다. 이 때 만큼은 두근거리며 내 위치가 계약직임을 실감하게 됩니다. 이외에도 스트레스를 견디

지 못한 학생들이 방황하지 않도록 매년 졸업요건 이수 상태를 친히 체크해서 메일박스에 배달해줍

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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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력 연구 분야  

 

교정 – UCCI (University of Cincinnati Corrections Institute)  

교정 기관 또는 정부 기관과  협력하여 교육훈련이나 프로그램 개발/평가를 

해 주는 연구소 입니다. 대표적인 성과로는 재판 전부터 교정 기관 출소 이

후까지 단계별로 적용할 수 있는 위험성 평가 시스템을 개발한 것입니다. 

특히 오하이오 주 전역에서 ORAS (Ohio Risk Assessment System) 또는 

OYAS (Ohio Youth Assessment System) 를 채택하고 있어 연구에 용이합

니다. 또한 OJJDP와 공동으로 개발한RECLAIM 프로그램도 청소년 수용자 수와 재범률을 감소시킨 

긍정적인 제도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주소: http://cech.uc.edu/centers/ucci.html    

 

 

 

 

범죄 예방 - ICS (Institute of Crime Science) 

경찰학과 범죄 예방 분야를 담당하는 연구소 입니다. 이 분야를 연구하시는 분은 CIRV (Cincinnati 

Initiative to Reduce Violence)에 대해 한번 쯤 들어보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석박사생들 중GIS능력자

들이 모여드는 곳이기도 합니다. 실무자와 연구자의 교량 역할을 표방하는 만큼 학교 경찰과 시 경찰

과 활발히 협력합니다. 주소: http://www.uc.edu/ics.html   

 

저널  

Sullivan 교수님과 Fisher 교수님이 각각 <Journal of Research 

in Crime and Delinquency> <Security Journal> 두 가지 저널

의 공동   에디터로 활동하고 계십니다.  

 

이 외에도 White-collar crime, Biosocial, Sentencing, Victim-

ization, Cybercrime, Multilevel 등 다양한 전문분야의 교수님들이 계십니다. 관심 분야가 맞는 회원

님들과 공동연구가 활발히 진행되었으면 합니다.  학교의 자랑거리라면 교수님들 간의 관계가 돈독

한 것입니다. Ego가 강한 학계에서 서로를 존중하고 인정하려는 교수님들의 노력이 학생들 다정한 

Travis, Latessa, Cullen 교수님간의 존중, 수업시간의 자유로운 토론 분위기 등으로 나타난다고 생각

합니다. 남은 겨울 방학 즐겁게 보내시고 읽어 주신 모든 분들 다가오는 새해에 행복한 일이 가득하

길  기원합니다!  

박인선 드림  

(parkin@ucmail.uc.ed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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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소개 : University of Cincinnati (UC) 



  

   

 

CALL FOR PAPERS 
 

Southern Criminal Justice Association 
Hilton – Pensacola Beach, Florida  

Gulf Front 
 

September 12-15, 2018 
 

 
 

“Making a Difference about Crime and Criminal Justice” 
 

Marvin D. Krohn, President 

University of Florida 

John Stogner, Program Chair 

University of North Carolina – Charlotte 
 

It’s back to the beach! We will be going to beautiful Pensacola Beach, Florida in 2018.  The 
Hilton – Pensacola Beach Gulf Front Hotel sits right on the beach.  The deadline for pro-
posals is July 15, 2018.  We will be using the electronic submission system again for all pa-
pers, panels, roundtables, and posters.  Please email questions to Dr. John Stogner, Uni-
versity of North Carolina – Charlotte (JohnStogner@uncc.edu). 

The Korean Criminologi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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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 연구 동정 (Publications, Presentations, and Grants) 

   

(1) Research Grant 

노명훈 교수 (Myunghoon Roh, Ph.D.) 

Assistant Professor of Humanities and Social Scinces 
Texas A&M University—San Antonio 
 
Roh, M. (2018). Does the Human Microbiome Influence Criminal Behavior? 
Strategic Planning Seed Funds, presented by Office of the President, Texas A&M University – 
San Antonio ($17,000). 

 

 

(2) Books     
Choi, Kyung-shick and Mike Toro-Alvarez. (2017). Cibercriminologí a. Guí a para la investi-
gacio n del cibercrimen y mejores pra cticas en seguridad digital. (Cybercriminology: Guide 
for  cybercrime investigation and best practices in digital security). Bogota: Universidad              
Antonio Narin o . 

 
  (3) Invited Presentation and/or Keynote Speaker 

           최경식 교수 (Kyung-shick Choi, Ph.D.) 

Professor of Criminal Justice 
Boston University/Bridgewater State University 
 
AMERIPOL: X Summit, Santiago de Chile 

              Keynote Speaker, October 2017  
  Title: Cybersecurity: Emerging Cyber Threats, Trends, and Its Challenges to Law En-

forcement 
  
School Resource Officer (SRO) Training, Bridgewater, MA 
    Keynote Speaker, October 2017 
  Title: Digital Investigative Techniques: Cyberbullying Investigation and Legal Procedure 

  

Teaching with Technology Festival at Boston University, Boston, MA 
    Invited Speaker, October 2017 

          Title: Guide to Teaching Online Technology Courses: Cybercrime & Applied Digital    
          Forensic Investigation. 
 

       

회원 인사 및 연구 동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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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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성훈 교수)에게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기존의 회원께서는 신상이 

변경된 경우에만 (영전 및 교수직 임용 등) 회원신청서를 재 작성하셔서 보내주시면 됩니다. 또한 입

회원서를 보내실 때 회원정보 데이터베이스 구축 차원에서 입회원서와 C.V.를 함께 보내주시기 바

랍니다.  

         보내실 곳: 변성훈 교수 (Columbus State University), byun_sunghun@columbusstate.edu 

  

2) 학회비 (연회비) 납부 (Payable to Juyoung Song) 

 

보내실 곳: Dr. Juyoung Song, E-mail: jxs6190@psu.edu 

               Penn State University at Schuylkill 

               Admin Administration Bldg.   

               Schuylkill Haven, PA 17972 

       

     연  회  비: 평생회원 ($300), 교수/연구원 ($20), 학생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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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회 홈페이지 및 페이스북 이용 안내 

 

재미한인범죄학회 Membership Committee 업데이트 

  

2017년 멤버쉽위원회의 업데이트 사항을 알려드립니다. 올해11월 ASC 학회기간동안, 학회홍보부

스를 통해 회원모집을 하였고, 학회 정기 모임에서 인사이동 등 개인정보 변경이 있는 경우, Mem-

bership 가입 폼 재작성을 통해 정보 변경을 하였습니다. 

 

평생회원 포함 32명의 교수회원/또는 학생회원이 2017-2018 정회원으로 가입을 해주셨습니다.  

앞으로 저희  멤버쉽위원회에서는 학회회원관리 뿐 아니라 학회홍보 및 회원들 간의 소통을 더욱 원

활하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에, 학회 홈페이지 외 Facebook 계정을 통해 학회 공지사항 및 회

원들 간의 자유로운 의사소통과 학술정보의 교류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회원님들께서는 본 네트워크

를 통하여 많은 연구교류와 공동연구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각자의 연구 분야와 연구업적 등을 공유

해 주시길 바랍니다. 본 SNS가 회원분들의 소통의 장이 되길 바라며, 회원 여러분의 많은 사랑과 관

심 부탁드립니다. . 

 

 Facebook 계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https://www.facebook.com/groups/330263550687261/  

 Facebook 홈피에서 KOSCA 혹은 Korean Society of Criminology in America라고 검색하시면  

 됩니다.  

 

멤버쉽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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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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혜영 교수 (E-mail: hyeyoung@uab.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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성훈 교수 

(Email: byun_sunghun@columbusstate.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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