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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회장 인사말  

 

축복합니다. 회원 여러분들의 연구와 학업과 업무 

가운데 늘 풍성한 열매가 함께하시길 기원합니다.  

학회의 위상 강화와 활성화를 위해 임기 초부터 제

시한 4가지 기본 축 (회원들의 참여도 증진, 공동

연구 및 연구 협력 강화, 안정적인 재정확보, 학회

의 국제적 인지도 향상)을 중심으로 본 학회는 계속해서 도전하며 새로운 

변화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아래에 몇가지 중요한 변화들과 활동 내용들

을 정리해보았습니다.   

 

첫째, 학회의 홈페이지 (www.KOSCA.org)가 새롭게 단장되어 오픈 되었

습니다. 현대적이고 전문적인 레이아웃과 체계적으로 정리된 내용들을 

통해 학회에 대한 홍보, 회원 가입 및 등록,  그리고 회원간의 정보 공유

의 장으로 잘 활용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특히 신입 회원 등록, 회원

정보 변경, 그리고 연회비 납부 등을 홈페이지를 통해 가능케 함으로써, 

새로운 회원의 확보와 기존 회원들의 업데이트된 회원정보 유지, 그리고 

신용카드 등을 이용한 편리한 연회비 납부가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새롭

게 단장된 홈페이지는 학회에 대한 소개, 각종 공지 사항, 연구 협력단체 

및 기관들, 학회 헌장 및 조직, 학회소식지, 학술분과 소개, 회원등록 안

내, 사진 갤러리 및 문의사항 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더 많은 회원들

이 활용하는 공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멋진 홈페이지 준비를 위해 특히 

힘써주신 웹마스터, 멤버쉽 위원회, 회계의 노력과 팀워크에 감사드립니

다.  

 

둘째, 본 학회의  11월  정기모임이 더욱 기대됩니다. 저명학자를 초청한  

강연, 다양한 패널 및 라운드테이블 세션들, 학생 및 분과 모임들, 정기총

회, 학회 홍보 테이블, 그리고 리셉션에 이르기까지 알찬 프로그램들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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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제의 장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올해는 리셉션을 포함한 모든 공식적인 학회 관련 일정을 컨퍼런스 

호텔 내에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도전적이기는 하지만, 호텔 내에 리셉션 장소를 예약해서 더 많은 

회원들과 ASC참가자들이 자연스럽게 교제하며, 대화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느 큰 대학

들의 리셉션과 견줄 만한 멋진 자리가 되리라 믿습니다. 정기총회의 시간은, 학회의 비전을 나누고, 

각 부서별 업무보고 및 발전 계획을 논의하고, 회원들의 관심과 의견들을 종합하는 값진 자리가 되도

록 하겠습니다.  정기 모임 및 각종 프로그램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본 소식지 및 추후 별지를 통해 

다시 알려드리겠습니다. 많은 준비에 끊임없이 힘써 주시는 프로그램위원회에 감사드립니다.  

 

셋째, 공동연구 및 타 기관과의 연구 협력 강화에 더욱 힘쓰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는 많은 회원들이 

다양한 분야에서 공동 연구활동을 진행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더 많은 양질의 출판물들이 이러한 

공동연구를 통해 쏟아져 나오기를 기대합니다. 외부 학술/연구 기관들과의 연구 협력도 추진중입니

다. 대표적인 예로써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의 협업을 들 수 있습니다. 적합한 연구자의 선정을 위해

Award Committee의 공정한 연구 제안서 심사가 있었으며, 이를 통해 선발된 최적의 연구자가 국과

수와의 연구과제를 수행 중에 있습니다.  수고해주신 Award Committee, 연구제안서를 제출하신 회

원님들, 그리고 학회와 국과수의 관련자 및 연구자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타 MOU체결 기관들과도 

더욱 실질적이고 생산적인 연구 협력이 이루어지도록 더욱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넷째, 학회 재정확보의 일환으로 지난 연말 한국정부에 제출한 “KOSCA 세계화 전략 사업”이 정부 

지원 대상에 선정되어, 한국 재외동포재단을 통해 $2,000의 지원금을 받았습니다. 대외동포재단 및 

주미 한국 대사관 담당자분들께 감사드립니다. 확보된 지원금은 국제사회 내 우리 학회의 위상 강화

를 위해 사용되며, 그 일환으로써 새로운 홈페이지의 개발/유지, 호텔 내 오픈 리셉션, 학회 홍보물 

제작, 학회 뉴스레터 보급 등의 경비로 긴요히 활용 될 예정입니다. 앞서 언급한 홈페이지 및 리셉션 

이외에, 학회 홍보 팜플렛이 8월 현재 뉴스레터 팀을 중심으로 디자인 중이며, 완성된 홍보물은 ASC  

및 ACJS 등을 통해 배포될 계획입니다.  

 

다섯째, 학회의 세계화와 연구기관들 간의 협력강화를 위해 본 학회는 올 4월 초, 미국 내 The Center 

for Research in Criminology at Indiana University of Pennsylvania와 연구협력 약정을 체결하였습

니다. 11월 정기모임 시 양기관의 협정서 교류식을 간단히 가질 예정입니다. 본 학회와의 협력연구 기

관이 한국 내의 기관들 뿐만 아니라,  전세계의 Criminology/Criminal Justice 기관들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 이외에도 학회내 학술 분과의 활성화,  학생-교수간의 협업 및 멘토링 강화, 전문가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활용방안 등에 관해서도 고민 중이며 그 구체적 실천 방안 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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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학회는 여러분 모두의 활동 무대입니다. 심각한 현대 사회의 범죄 문제 해결을 위해, 더욱 효율적인 

형사사법 기관들의 대처를 위해 함께 고민하고, 함께 연구하고, 함께 교제하고, 함께 헌신하는 멋진 학

회의 모습을 기대합니다.  11월 애틀란타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미한인범죄학회 회장 

김문선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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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KOSCA학생분과위원회입니다.  

  

KOSCA 학생분과위원회에서는 해마다 ASC 컨퍼런스에서 학술적 모임을 통해 범죄학 및 형사사법

학을 전공하는 학생들 간 출판 정보 공유, 잡 마켓 정보 공유 네트워크 등 범죄학을 전공하는 학생들

에게 유익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활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올해 ASC학회에서 진행 될 행

사 및 활동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1. 이번 ASC 학회기간 중 학생분과에서는 금요일 (16일) 12 시 30 분부터 2시까지 잡인터뷰이로 경

험이 많으신 추태명 교수님 (University of North Georgia)과 임혜영 교수님 (University of Alabama 

at Birmingham) 을 초빙하여 잡마켓 패키지 및 잡인터뷰 준비에 관한 워크샾을 개최할 예정입다. 구

체적인 잡 마켓 준비 방법부터 인터뷰시 유의사항 및 유용한 정보, 그리고 다양한 질의응답 시간을  

가질 계획입니다. 내년 혹은 향후 잡 마켓을 준비하시는 학생회원분들에게 유익한 시간이 될 것이

며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2. KOSCA 학생분과위원회에서는 ASC 기간 중 대학원에서 수학중인 한인학생들의 편안한 Social 

Meeting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현재 계획으로는 목요일 KOSCA Reception 이후에 진행될 예정이

며 간단한 음료와 함께 유학생활을 공유하는 즐거운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범죄학을 공부는 많

은 한인학생들의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3. 학생분과위원회에서는 ASC뿐 만 아니라 ACJS 학회에서도 학생들끼리의 모임을 추진중에 있습

니다. ACJS학회는 ASC 대비 참가자가 적은 편 이지만 학생들은 꾸준히 참석하고 있다는 판단하에 

간단한 식사를 하며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고자 구상중에 있습니다. 의견이 있으신 분

은 학생준과위원회로 언제든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4. 현재 학생분과위원회에서는 한인 학생들의 연락망을 새로이 구축하고 있습니다. 미국 범죄학 대

학원 과정에 입학하셨거나 졸업하신 분들이 있으면 언제든지 연락 바랍니다. 연락처가 업데이트

가 되는대로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학생분과위원장 

우영기 youngki.woo@wsu.edu 

한성일 sungil.han@utdallas.ed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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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KOSCA 학술상 NOMINATION  

 

1. 목적 및 개요 

KOSCA 교수회원들의 학술의욕을 고취시키기 위함. 

KOSCA  교수회원 중에서 Criminology 및 Criminal Justice 분야에서 뛰어난 연구업적을 성취하여 본 학회의 

명예를 진작시키는데 기여한 분을 심사과정을 거쳐 매년 1회 한 분에게 학술상을 수여함. 학술상을 받은 분은 

KOSCA Bylaws에 따라 평생동안 “KOSCA Research Fellow” title을 유지함. 

 

2. 자격 

A. KOSCA의 정회원의 자격(현재 미국거주)이 있다고 인정되는 본 학회 교수회원 중에서 publication, funded 

research, 그리고 conference presentation 등 자신의 연구분야에서 우수한 연구성과를 성취하여 재미한인범

죄학자의 위상을 높이는데 기여하신 분. 

B. 2018년 8월 31일 (금요일) 까지의 연구활동을 심사대상으로 함. 

 

3. Nomination 과정 

위와 같은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교수회원을 Award Committee 위원장 문병욱 교수에게 이메일로 nomina-

tion 함 (byongook.moon@utsa.edu). Self-nomination도 가능함. 해당하는 분의 이름, 소속, 연락처, 그리고 

간단하게 nomination하는 이유를 제출. 작년에 nomination 받은 분이 학술상을 받지 못한 경우 올해 다시 

nomination을 받을 수 있음.  

 

4. 심사과정 

A. Nomination 받은 분을 대상으로 본인이 nomination을 accept를 할 것인지를 확인.  

B. Nomination을  accept하신 분 중에서 제출서류를 받아 Award Committee 위원장과 위원장에게 임명을 받

은 분을 포함한 총 3인의 심사위원에서 1분을 학술상 대상자로 선정하여 학회장에게 추천함. 

 

5. Nomination 유의사항 

Nomination 받은 분의 privacy를 보장하기 위해서 nomination내용은 Award Committee 문병욱 교수에게만 

알리고 다른 회원들에게 공개해서는 안됨. 같은 이유로 심사과정도 비공개로 진행이 됨. 

 

6. 제출서류 

A. Cover letter  

B. 2018년 8월 31일 (일)까지의 연구활동을 중심으로 편집된 CV 

 

7. 제출기간: 2018년 9월 01일 - 9월 22일 

 

8. 향후 일정 

A. 심사기간: 2018년 9월 25일 - 10월 27일(금) 

B. 시상식: 2018 ASC 학회 기간 중 KOSCA 만찬 및 정기총회시 

 

Award Committee 

 Korean Society of Criminology in Americ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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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KOSCA Student Paper Award Nomination  

 

1. 목적 및 개요 

KOSCA 학생회원들의 학술의욕을 고취시키기 위함. 

KOSCA  학생회원 중에서 Criminology 및 Criminal Justice 분야에 우수한 paper를 집필하여 본 학회의 명예

를 진작시키는데 기여한 분을 심사과정을 거쳐 매년 1회 1-2 분에게 student paper award를 수여함. 

 

2. 자격 

    A. KOSCA의 정회원의 자격이(현재 미국거주) 있다고 인정되는 본학회 학생회원 중에서 우수한 paper를 집

필하여 재미한인범죄학자의 위상을 높이는데 기여하신 분. 

    B. Paper가 최근 3년 이내에 집필한 것으로 한정함.  Paper는 solo-author 또는 first author인 경우에만 인

정함.  또한 paper의 출판여부는 불문함. 다만 학위 논문은 제외함.  

 

3. Nomination 과정 

위와 같은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학생회원을 Award Committee 위원장 문병욱 교수에게 이메일로 추천함 

(byongook.moon@utsa.edu). Self-nomination도 가능함. 해당자의 이름, 소속, 연락처, 그리고 간단하게 

nomination하는 이유를 제출. 작년에 nomination 받은 분이 학술상을 받지 못한 경우 올해 다시 nomination

을 받을 수 있음.  

 

4. 심사과정 

   A. Nomination 받은 분을 대상으로 본인이 nomination을 accept를 할 것인지를 확인.  

   B. Nomination을  accept하신 분 중에서 해당논문 한 편을 제출 받아 Award Committee 위원장과 위원장에

게 임명을 받은 분을 포함한 총 3인의 심사위원에서 한 분을 대상자로 선정하여 학회장에게 추천함. 

 

5. Nomination 유의사항 

Nomination 받은 분의 privacy를 보장하기 위해서 nomination 내용은 Award Committee 문병욱 교수에게만 

알리고 다른 회원들에게 공개해서는 안됨. 같은 이유로 심사과정도 비공개로 진행이 됨. 

 

6. 제출서류 

   A. Cover letter  

   B. 해당 논문 electronic copy 

 

7. 제출기간: 2018년 9월 1일 - 9월 22일 

 

8. 향후 일정 

   A. 심사기간: 2018년 9월 25일 - 10월 27일 

   B. 시상식: 2018 ASC 학회 기간 중 KOSCA 만찬 및 정기총회시  
 
 

Award Committee 

 Korean Society of Criminology in Americ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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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KOSCA 특별공로상 Nomination 

 

 1. 목적 및 개요 

KOSCA 회원 중에서 그 동안의 학회 활동 (service)을 통하여 학회발전에 지대한 공헌을 하신 분을 심사과정

을  거쳐서 매년 1회 한 분에게 수여함.   

 

 2. 자격 

KOSCA의 정회원의 자격 (현재 미국거주)이 있다고 인정되는 본학회 회원 중에서 학회창립과정과 그 이후의  

학회 활동을 통해서 학회발전에 지대한 기여를 하신 분. 

 

 3. Nomination과정 

위와 같은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회원을 Award Committee 위원장 (문병욱 교수: 이메일   

byongook.moon@utsa.edu)에게 nomination함. Self-nomination도 가능함. 해당하는 분의 이름, 소속, 연 

락처, 그리고 간단하게 nomination하는 이유를 제출.  

 

 4. 심사과정 

    A. Nomination 받은 분을 대상으로 본인이 nomination을 accept를 할 것인지를 확인. 

    B. Nomination을 accept하신 분 중에서 필요한 서류를 제출을 받아 Award Committee에서 1분을 특별공로

상 대상자로 선정을 하여 학회 회장에게 추천함.  

 

 5. 제출서류 

    A. 본인이 학회발전에 공헌한 내용을 담은 cover letter 

 

 6. 제출기간: 2018년 9월 1일 - 9월 22일 

 

 7. 향후 일정 

    A. 심사기간: 2018년 9월 25일 - 10월 27일 

    B. 시상식: 2018 ASC 학회 기간 중 KOSCA 만찬 및 정기총회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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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KOSCA ANNUAL MEETING & RECEPTION 

November 14-17, 2018 / Atlanta, GA 

 

   1.  KOSCA ANNUAL MEETING 
Date: November 15th, Thursday 2:00 to 4:50pm 
Location: Marriott, International B, International Level 
Guest Speaker: Dr. Terence Thornberry (University of Maryland) 

    
   2.  KOSCA RECEPTION  
      Date: November 15th, Thursday 5:00 to 7:00pm 
         Location: International B, International Level   

   

  3.  KOSCA STUDENT DIVISION MEETING 
         Date: November 16th, Friday 12:30 to 1:50pm   
         Location: Marriott, International A, International Level 
         Guest Speaker: Dr. Hyeyoung Lim (University of Alabama) 
                                        Dr. Taemyoung Choo (University of North Georgia)  
 
   4.  KOSCA CYBERCRIME DIVISION MEETING 
         Date: November 16th, Friday 2:00 to 3:20pm 

Location: Marriott, International A, International Lev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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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KOSCA PROGRAM 

November 14-17, 2018 / Atlanta, GA 

 

Panel Session I: Victimization in interpersonal cybercrime and computer crime   
Time: Wed, Nov 14, 3:30 to 4:50pm 
Place: Marriott, International 1. International Level 
            
 Panel chair: Peter Grabosky 
 Co-panel chair: Kyung-Shick Choi 

    
   1.   A Geo-Spatial Approach to Cyber-dependent Crime Victimization - Claire Seungeun Lee, 

Inha University 
 

   2. Time-invariant Low Self-control and Time-varying Risky Cyber-Lifestyles During Early 
Adolescence on Initiation and Developmental Pathways of Cyberbullying During Adoles-
cence: Discrete-Time Survival Mixture Analysis - Sujung Cho, Southern Illinois University   

 
   3. Theoretical Analysis of Cyber-Interpersonal Violence Victimization and Offending Using 

Cyber-Routine Activities Theory - Kyung-Shick Choi, Boston University; Jin Lee, Michigan 
State University  

 
   4. Social-Ecological Predictors on Cyberbullying Victimization and Perpetration among Afri-

can American Youth: Comparing between Negative Binomial and Zero-Inflated Negative 
Binomial Analyses - Marlon Mike Toro-Alvarez, Colombian National Police; Sujung Cho, 
Southern Illinois University; Hannarae Lee, Marywood University  

 
 
    Panel Session II: Emerging  Cybersecurity Issues: Cases, Practices, and Policy  
    Recommendations 
    Time: Fri, Nov 16, 9:30 to 10:50am 
    Place: Marriott, International 8. International Level 
 
Panel chair: Daniel LeClair  
Co-panel chair: Kyung-Shick Choi 

 
1. Illegal Gambling and Its Operation via the Darknet and Bitcoin - Kyung-Shick Choi, Boston  
    University; Sinyong Choi,  University of Nevada Las Vegas 
 
2. Global Cyberattack: Challenges and Cybersecurity Policy for the United States  - Sinchul  
    Back, Florida International University  

 
(Continued on page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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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A Comparative Study of Ethical Hacking Methodologies from a Perspective of Self Assess-
ment of Vulnerabilities - Marlon Toro, National Police of Colombia  

 
 
    Panel Session III: Cybersecurity and Cybercrime Education and Awareness:  
    Interdisciplinary Approach 
     
    Time: Wed, Nov 14, 8:00 to 9:20am 
    Place: Marriott, M104, Marquis Level 
 
Panel chair: Daniel LeClair  
Co-panel chair: Kyung-Shick Choi 

 
1. Diagnosis of Cyber and Non-physical Bullying Victimization: A Routine Activities Approach  
    to Constructing Effective Preventive Measures - Kevin Earl, University of New Haven; Jin   
    Lee , Michigan State University, Sujung Cho, Southern Illinois University 
 
2. Computer Ethics in Cybercrime and Cybersecurity - Claire Seungeun Lee, Inha University  
 
3. Effective Cybersecurity Teaching Practice: Encryption Technology - Leo Burstein, Boston  
    University; Yuvaraj Gunasekaran, Boston University; Kyung-Shick Choi, Boston University 
 
 

    Panel Session IV: Interpersonal Violence against Children and Youth 
         
    Time: Thu, Nov 15, 8:00 to 9:20am 
    Place: Marriott, L403, Lobby Level 
 
Panel chair: Hyeyoung Lim  

 
1. Issues in the Statistics on Child Abuse and Neglect Fatalities in South Korea: A Systematic  
    Review on the Forensic Autopsy Reports in 2016 - Heesong Kim, Youngshik Choi, Bongwoo  
    Lee, Byungha Choi, Eunsaem Lee, Kyuhee Jung,  Junmo Kim, National forensic Service in South 

Korea; Hyeyoung Lim, University of Alabama at Birmingham 
 
 2. Risk Factors for Child and Youth Homicide in NFS’s Data - Heesong Kim, Youngshik Choi,   
     Bongwoo Lee, Byungha Choi, Inseok Choi, Eunsaem Lee, Kyuhee Jung, National forensic  
     Service in South Korea; Hyeyoung Lim, University of Alabama at Birmingham 
 
3. Sociodrama as a Treatment Tool for the Biological Fathers who Abuse Their Children -  
     Okjin Lee, Sookmyung Women’s University; Hyeyoung Lim, University of Alabama at Bir-

mingham 
 

(Continued on page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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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oundtable Session I: Mentoring and Korean Women in Academia: What ’s their story?  
     
    Time: Wed, Nov 14, 9:30 to 10:50am 
    Place: Marriott, Area 6, Skyline Level 
 
Panel chair: Bitna Kim  
Co-panel chair: Sujung Cho; Juyoung Song; Chunrye Kim; Insun Park; Songyon Shin; Selye Lee; 
Hyonna Bak 

 
 

    Roundtable Session II: Criminogenic Places, Neighborhoods, and Their Interaction  
    Effects on Street Crimes 
         
    Time: Thu, Nov 15, 8:00 to 9:20am 
    Place: Marriott, Area 7, Skyline Level 
 
Panel chair: MoonSun Kim   

    Discussant: Haci Duru; Young-an Kim; Seoung-min Park; Rustu Deryol; Halil Akbas 
 

Paper 1. Conditional Effects of Criminogenic Places on Street Robbery - MoonSun Kim & Haci  
                 Duru, State University of New York-Brockport   
 
 Paper 2. Testing Place in Neighborhood Theory - Haci Duru & MoonSun Kim, State University  
                  of New York-Brockpo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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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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aren Heimer  

 

 Dr. Karen Heimer 소개 

 

  Educational Backgrounds:  

  Ph.D. Sociology, University of Wisconsin, Madison, December  

  1989.  

  M.A. Psychology, University of Wisconsin, Madison, May 1984.  

  B.A. Psychology, Florida Atlantic University, Highest Honors,  

  December 1981 

 

  Current/Past Positions: 

  Current position: Full Professor and Collegiate Fellow at the Department of Sociology,   

  University of Iowa  

  Current position: President of the American Society of Criminology (ASC)   

  ASC Fellow, 2015 

  ASC Vice-president, 2014  

 

  Research interests:  

Crime victimization, causes of crime and juvenile delinquency, criminal punishments, 

and theory, particularly focusing on gender and race differences.  

 

인터뷰 관련 안내사항 

  2018년 여름, 박지혜 박사과정 학생이 Karen Heim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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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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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 Who would you say the most influenced you work? 

  많은 범죄학 연구들이 저의 연구에 영향을  주었지만, 저의 초기 연구는 Sutherland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았습니다. 따라서 지금까지도 culture conflict 이론들에 대해 관심이 많습니다. 또한  

  저의 많은 연구들은 George Herbert Mead의 symbolic interactionism과 Patricia Hill Collins의  

  feminism scholarship on intersectionality의 영향을 받았습니다.  

 

제가 University of Arizona에 조교수로 재직하였을 때, Travis Hirschi는 은퇴를 앞두고 있었습니다.  

저와 Hirschi는 이론적 관점에서는 차이가 있었지만 (저는 control theorist가 아닙니다), Hirschi를 

통해서 clarity of criminological theory나 guiding research의 중요성에 대한 많은 것을 배웠습니

다. 또한, Hirschi는 이론적 논쟁을 할 때 확고한 논점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유머러스함을 잃지 않

았는데, 이 부분은 지금도 제가 존경하고 배우고 싶은 부분입니다. 

 

마지막으로, Hirschi가 강조했던 이론의 중요성은 최근에 보여지고 있는 범죄학 연구 동향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합니다. 최근 범죄학 연구들은 기술적인 측면이나 empirical methods, 그리

고 large data쪽으로 치우치는 경향이 있습니다. 저 또한 empirical methods and data를 좋아하지

만, 범죄학 연구들이 이론적인 부분의 강점을 유지하면서 발전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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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제게 맞는 시간과 장소를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떠한 방해도 받

지 않는 이른 아침이나 늦은 밤 시간에 연구를 하는 것이 연구 생산성을  높이는 데 많은 도움을 주

었습니다. 아이들이 어릴 때는 주로 늦은 밤 시간(10-2시 사이)을 활용하였고, 요즘은 이른 아침시

간(5시 경)을 활용합니다. 커피숍이나 사무실 보다는 집에서 일하는 것이 저의 연구 생산력을 높이

는 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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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riter’s block은 누구나 겪는 것 같습니다. 정말 힘든 부분이죠. 요즘에는 이메일과 같은 외부적인 

요소들도 writer’s block을 만드는 데 한 몫 하는 것 같습니다. 저는 Writer’s block을 겪을 때, 글을 

쓰는 스케줄을 따로 만들어서 일을 하거나 이메일이나 전화를 모두 끄고 글쓰기에 집중합니다. 또

한, co-worker들과 마감일을 정하고 일을 나누어서 하는 것이 writer’s block을 극복하는 데 도움

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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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은 프로젝트가 동시에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연구자라는 직업은 늘 재미있는 것 같습니다. 수적

으로 몇 개인지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 항상 다섯 개 정도의 프로젝트를 진행시키려 하고 두 개 

정도의 페이퍼가 under review에 있게 하려고 노력합니다. 많은 프로젝트가 동시에 진행되기  

 
(Continued on page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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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때문에 큰 주제별로 묶어서 정리하고, 각 연구 마다 진행 속도는 조금씩 다르게 두고 일을 합니다.  

  Co-worker들과 지속적으로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매년 프로젝트의 수는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Q. Do you have a specific time of the day when you prefer to do research?  

앞서 말씀 드린 것처럼 아침에 중요한 연구를 하려고 합니다. 미팅이나 티칭 관련된 스케줄은 주로 

오후에 하는 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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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매일 조금씩 쓰려고 노력합니다. 제가 생각하는 글쓰기는연구와 관련된 노트들도 포함됩니다.   

  하지만 글을 실제로 쓸 때에는 혼자 만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글쓰기에 집중을 할 때에는      

  미팅과 티칭에 방해를 받지 않은 “uninterrupted days” 를 찾으려고 합니다. Draft의 중요한 부분들 

  은 “uninterrupted days”에 쓰고, 이후에 시간이 있을 때 마다 이미 써놓은 draft를 수정하는 편입니 

  다. 

 

  Q: Are you a generalist?  

  Generalist를 어떤 식으로 정의하냐에 따라 답은 달라질 것 같습니다. 저는 특정한 분야/주제에 대한  

  연구를 하지만, 제가 쓰는 데이터는 quantitative 부터 qualitative까지 걸쳐져 있습니다. 저는 또한  

  macro-level 연구와 사회 심리와 연관된 micro-level 연구도 합니다.  

 

  Q: What constitutes a specific research year to you?  

저에게 있어 “good research year” 란 연구를 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이 있고 제가 하고 있는 연구

들이 실질적인 성과가 있음을 의미합니다. 프로젝트를 진행할 때 크게 두 단계로 나누어서 생각합

니다. 초기 과정에서는 연구 아이디어나 데이터에 관련된 부분들에 집중하고 후기 과정에서는 분

석들을 마무리 하는 것에 집중합니다. 저는 이 모든 단계들를 좋아합니다. 현재 진행 중인 연구 주

제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Gender, race and violent victimization;  gender, race and imprison  

 ment rates: juvenile delinquency; cyberbullying  

 amongst youth; and my current grant on an interven 

 tion to reduce trauma and violence in schoo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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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Do you set specific productivity goals in terms of quantity and quality?  

특별하게 정해 놓고 일을 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특정 프로젝트에 마감일을 만들어서 퀄리티 중심

으로 일을 하려고 합니다. 저에게 있어서 연구의 퀄리티는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간혹 필요    

이상의 시간을 투자해서 하나의 페이퍼에  집중합니다 

 

Q. What would you advise to junior faculty and graduate students?  

  제가 범죄학자가 된 이유는 범죄학에 대한 열정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석사 과정 중 심리학을 전공할  

  때, 제가 심리학보다는 범죄학에 더 큰 열정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만약 범죄학이라는 학 

  문이 존재하지 않았다면 아마도 학자나 교수가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따라서 저는 대학원생들과  

  junior faculty들에게 본인이 열정을 느끼는 주제를 연구 할 것을 말해주고 싶습니다. 주제에 대한 열 

  정은 결국에 본인의 행복과 성공에 많은 영향을 주게 됩니다.  

 

만약, 연구와 티칭에 대한 열정이 있다면 학계에 있는 것이 좋다고 말해주고 싶습니다. 그렇지만 

연구에는 관심이 있고 티칭에는 관심이 적다면 연구기관 쪽으로 생각해 보는 것도 좋겠습니다. 마

지막으로 학계에서 경험하는 어려움과 퍼블리케이션 압박에 좌절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이는 우리  

모두가 겪는 것이기도 하고, 긍정적으로 성공에 집중을 해야 계속 앞으로 나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

다.   

  

Jihye Park 박사과정 

University of Iowa (jihye-park@uiowa.ed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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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SCA 뉴스레터에서는 회원님들의 학교와 프로그램을 소개해 드리고 있습니다.  

투고를 원하시는 분께서는 편집위원 이희욱교수님께 (heeuklee@weber.edu)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 소개: Florida International University (FIU) 

 

백신철 박사과정  

 

재미범죄학회 회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Florida International University (이하 FIU), Department of Criminology and Criminal Justice 

(CCJ)의 International Crime and Justice (ICJ) 박사과정에 재학 중인 백신철입니다. FIU는 세계 최

대의 휴양/여행지로 연중 평균 기온이 24°C인 마이애미에 위치한 공립 종합대학교입니다. 마이애미

는 범죄과학 스릴러 드라마 CSI Miami와 Dexter의 배경장소로도 한국분들께 많이 알려져 있는 곳입

니다. FIU는 1965년 설립되어 50,000명이 넘는 학생과 2,900명 가량의 교수진이 있으며, 최근 플로

리다 주립대 평가에서 2위, 미국주립대학평가 122위, 전미대학평가 216위에 선정되었습니다. FIU는 

R1연구대학으로 11개의 단과대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역사는 그리 길지 않지만 국제경영학 및 국

제관계학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으며 그 외 호텔경영학, 국제행정학, 해양생명공학, 국제범죄

학 등의 분야에서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학업성취도를 높이기 위해 학교측은 다양한 레저 및 스

포츠 활동을 지원하는 시설들을 갖추고 있으며, 특히 FIU BBC campus에는 실내외 수영장, 해양스

포츠 (요트, 카약) 프로그램들을 학생들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제가 재학중인 Department of Criminology and Criminal Justice는 Steven J. Green School of 

International & Public Affairs에 소속된 학과입니다. 학과장이신 Professor Lisa Stolzenberg를 주축

으로 국제범죄 연구의 중심 대학으로 거듭나고 있으며, 2015년에 국제형사사법학 PhD 프로그램을 

개설하여 국제범죄 관련 전문가 및 학자를 양성하는 기관으로 발돋움하고 있습니다.  

 

 
 
 
 
 
 
 
 
 
 
 
 
 

Page 17 

The Korean Criminologist 

Vol. 8 No. 2.  August  2018 

  학교소개 - Florida International University (FIU) 

The Korean Criminologist 

mailto:heeuklee@weber.edu


 

CCJ의 교수와 학생들은 Center for the Administration of Justice, Jack D. Gordon Institute for 

Public Policy, Kimberly Green Latin American and Caribbean Center, Cuban Research Institute, 

The Metropolitan Center등의 연구소들과 연계해 범죄학, 정책학, 라틴아메리카 지역학을 포함한 다

양한 분야를 융합하여 국제범죄, 마약범죄, 인신매매, 국제법, 테러리즘, 사이버범죄 관련 분야를 심

도있게 연구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학과의 역사가 짧아 한인 유학생 및 학계의 관계자분들께는 아

직 인지도가 높지 않은 편인 듯 합니다. 하지만 대학의 전폭적인 지원과 다양한 연구들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어 향후 발전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커리큘럼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필수과목과 선택과목 54학점을 이수하고 compre-

hensive exam에 응시할 수 있습니다. 박사과정의 핵심과목은 Criminological Theory, Research 

Methods in Criminal Justice, Data Analysis in Criminal Justice, Advanced Data Analysis in 

Criminal Justice, Geospatial Crime Analysis (GIS), Criminal Justice Policy Analysis, Comparative 

Crime & CJ Systems, Applied Research in Human Rights & Rule of Law, Transnational Crime, 

Teaching Practicum in Criminal Justice, Terrorism & Homeland Security, Human Trafficking, 

International Criminal Law, International Relations and Human Rights, Immigration and Crime 등

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보통 comprehensive exam의 경우 4학기에 응시가 가능하며 Peer-

reviewed journal에서 “Revise and Resubmit” 이상에 준하는 수준의 논문작성을 요구하고 있습니

다. 위와 같은 과정을 성공적으로 모두 마치면 졸업논문을 작성할 수 있는 자격요건이 충족되어 총 

24시간의 dissertation credits의 이수를 한 후 박사학위를 수여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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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학과 관련하여서는 다른 학교 박사과정 프로그램과 유사합니다. 연 1회 가을학기에 박사신입생을 

선발하고 있으며, 간혹 Award of M.S. en route to PhD 프로그램을 통해 석박사 통합과정으로 바로 

입학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FIU에서 석사/박사 학위를 동시에 취득하고 싶은 유학생들에게 적극 권

장하는 입학제도입니다. 필요한 서류로는 지원서, 학부/석사 성적표, GRE, 추천서 2부, 지원동기서, 

그리고 CV를 제출해야 합니다. 매년 8명 내외의 신입생을 선발하고 있으며, 대부분의 full-time 박사

생들에게 Graduate Assistantship 또는 Fellowship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Teaching의 경우 박사과

정의 18학점 이상을 이수하고 Teaching Practicum in Criminal Justice과목을 이수한 박사과정 학생

에 한해 기회가 부여되고 있습니다.     

 

FIU는 글로벌한 지역적 특성을 가진 Miami를 거점으로 ICJ PhD 프로그램과 같은 국제관계와 연관

된 다양한 학과 및 연구소들을 활발하게 운영하여 국제범죄 및 형사사법 연구의 중요한 역할을 담

당함으로써 국제적인 연구기관으로의 명성을 얻어가고 있는 중입니다. 또한 마이애미는 온화한 아

열대성 기후와 아름다운 해안선을 따라 호텔/레스토랑/해수욕장/유원지/공원 등이 조성되어 있으

며, 줄지어 늘어선 아름다운 야자수와 열대성 식물의 아름다운 색채로 세계 유수의 관광/휴양도시

로 손꼽히는 곳입니다. 힘든 박사과정 중 지친 심신을 힐링시켜줄 다양한 환경을 갖추고 있다고 말

할 수도 있겠습니다. 따라서 박사과정을 지원을 앞두고 계신 분들은 위와 같은 조건들을 종합적으

로 검토하셔서 FIU의 ICJ PhD 프로그램을 적극 고려해 보시는 것도 좋을 듯 합니다.   

 

백신철 드림  

(sback008@fiu.ed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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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vertisement] 
 

 
Southern Criminal Justice Association 

2018 Annual Meeting 
 

“Making a Difference about Crime and Criminal Justice” 
 

September 12-15, 2018 
Pensacola Beach, Florid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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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age 20 

The Korean Criminologist 

Vol. 8 No. 2.  August  2018 

mailto:JohnStogner@uncc.edu


 

회원 연구 동정 (Publications, Presentations, and Grants) 

   

(1) Research Grant 
(2) Books     
 (3) Invited Presentation and/or Keynote Speaker 

 

최경식 교수 (Kyung-shick Choi, Ph.D.)  

Professor of Criminal Justice  
Boston University/Bridgewater State University  
 
2018 Summer Leadership Program hosted by the Institute for Cape Verdean Studies  
Bridgewater, MA 

Motivational Speaker, June 2018 
Title: Global Trends in Cybercrime: Cyber Threats & Challenges 
  

          Forum of Boston OKTA Korean Business Association (OKTA KBA), Cambridge, MA 
          Invited Speaker, June 2018 
          Title: Ransomware against Business: Best Practices for Prevention and Response 

          http://bostonkorea.com/news.php?code&mode=view&num=27338 

  

1st International Symposium on Cybercriminology & Cybersecurity in Colombia  
Bogota , Colombia           
Keynote Speaker, June 2018 
Title: Preventive Cooperative Opportunities and the Advances of Cyber-RAT to improve  
security in cyberspace 

http://www.asiaf.org/noticias/i-simposio-de-cibercriminologia-y-ciberseguridad-en-colombia 

  

Cybercriminology and Information Security Seminar at Universidad Antonio  

Narin o,Villavicencio, Colombia  

Keynote Speaker, June 2018 
Title: Illegal operation of Bitcoin on the Darknet: Gambling, Drugs, and ransomware 

http://www.uan.edu.co/component/k2/item/3265-uan-y-universidad-de-boston-firman-declaracionde-

intencion-de-cooperacion 

  

REACT to FLIM at Boston University, Boston, MA  
Invited Panelist, April 2018 
itle: Save My Seoul: Sex-Trafficking in South Korea 
 

 
 

회원 인사 및 연구 동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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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Media 

최경식 교수 (Kyung-shick Choi, Ph.D.)  

Professor of Criminal Justice  
Boston University/Bridgewater State University  

          
BSU University News/ Brain Benson, University News Reporter (2018, July) –Safety  
Codes  https://www.bridgew.edu/news-events/news/safety-codes 
  
Radio & TV Live Shows hosted by Colombian National Police/ (2018, June) –  
Cybercriminology, Cybersecurity, and Cybercrime Prevention  
http://www.bu.edu/met/2018/06/26/choi-lends-expertise-to-colombian-broadcast/ 
  
Radio Show Sponsored by Escuela de Tecnologias de la Informacio n y las  
comunicaciones (ESTIC) of Colombian National Police/ (2018, March) – Bitcoin and  
Cybercrime  

     
(5)  Journal Launch 

 학회 사이버범죄 학술분과 (Division of the Cybercrime) 회원들을 중심으로 관련분야  

학회지를 창간하였습니다. 관심있는 많은 회원분들의 투고를 부탁드립니다.    

 
 International Journal of Cybersecurity Intelligence & Cybercrime 
 Editor-in-Chief:  Kyung-shick Choi, Boston University/Bridgewater State University, USA 
 Associate Editors:  Hyeyoung Lim, University of Alabama at Birmingham, USA 
                                      Hannarae Lee, Marywood University, USA  
 Managing Editor: Claire S. Lee, Inha University, South Korea  
 Website: https://vc.bridgew.edu/ijc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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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가입 및 회비 납부 안내   

1) 입회원서 작성 및 회원정보 업데이트 

국적에 상관없이 한국과 미국의 범죄 및 형사사법 연구에 관심 있는 모든 범죄학자는 KOSCA 회원

으로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가입을 원하시는 분께서는 KOSCA 홈페이지(https://www.kosca.org/

membership)에서 회원가입 (Join KOSCA)을 클릭하여 회원정보를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또한 교수 임용과 영전같이 신상이 변경된 기존의 회원께서도 Join KOSCA를 통해 회원 정보를 업

데이트 하실 수 있습니다. 내실있는 회원정보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위해 CV를 모집하고 있으니 새

로이 작성/갱신 될 것이 있으시면 membership committee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보내실 곳: 변성훈 교수 (Columbus State University), kosca.membership@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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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내실 곳: Dr. Juyoung Song 

               Penn State University at Schuylkill 

               Admin Administration Bldg.   

               Schuylkill Haven, PA 17972 

     온라인 납부: https://www.kosca.org/membership  

     연  회  비: 평생회원 ($300), 교수/연구원 ($20), 학생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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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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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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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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