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Editor’s Summary 

 

 

학회장 인사말  

 

존경하고 사랑하는 재미한인범죄학회 회원 여러분, 

2019년 새 해에도 여러분의 가정과 직장과 학교에는 

평강이, 연구와 학업에는 풍성한 결실들이 

더해지기를 기원합니다.  

 

우리 학회는 올 한 해에도 또 다른 도전과 변화를 

통해 국제사회의 범죄 및 형사정책 연구에 더욱 영향력 있는 존재로 

자리매김 해 나가리라 굳게 믿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너무나 

많은 분들이 각자의 위치에서 최선을 다 해주시고 계시며,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학회를 위해 헌신해주시고 계십니다.  그 노력과 수고의 결과로, 

우리 학회는 미국과 한국 뿐 아니라 국내외의 학자들과 전문가들로부터 

큰 관심과 부러움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학회 구성원들의 믿음직한 

연구 역량과 양질의 연구 결과물들, 그리고 한국인 고유의 결집력과 

추진력에 대한 많은 긍정적인 목소리가 들려오고 있습니다.여러분 

모두의 승리입니다.  

 

사랑하는 회원 여러분,  

우리 학회는 여러분 모두에게 기회와 참여의 장이 되도록 노력해왔습니다. 

몇 가지 예를 들어 보면, 매년 정기모임에서 학계 최고의 석학을 초빙하여 

그 연구의 노하우와 연구 결과를 함께 경청하고 논의할 수 있는 기회의 장, 

학회리셉션을 통해 더 많은 학회원들과 외부학자들이 서로를 알아가고, 

아이디어를 공유하고, 연구의 네트웤을 형성하는 기회의 장, 학회원들이 

중심이 되어 구성한 전문 패널 및 라운드테이블 세션들을 통해 공통 

관심분야의 연구자들이 최고수준의 연구 결과물을 빚어내기 위해 함께 

고심 할 수 있는 참여의 장, 학생분과 세션을 통해 후배들과 선배 

교수들이 현실적 문제들을 논의하고  조언과 격려를 아끼지 않는 훈훈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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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눔의 장, 귀한 시간 할애하여 학회 홍보 부스를 지키거나 기자재를 옮기고 설치하며 학회의 원활한 

진행을 돕는 헌신의 장 등등, 학회정기모임기간 동안에 다채로운 행사 등을 통해 회원들간의 소통과 

나눔의 장이 활발이 이루어지기 위해 최선을 다 해 오고 있습니다. 이 뿐만 아니라, 각 부서, 위원회, 

학술분과별 업무보고와 향후 계획에서 보았듯이 더 많은 참여와 기회의 장들이 열려 있습니다. 

새해에는 더 많은 회원들이 능동적인 참여자로서 더 큰 수혜자들이 되시기를 바래봅니다.  

 

저희 회장단 및 임원진들은 새로 시작된 2019년 한 해에도 회원 “여러분의, 여러분에 의한, 여러분 

을 위한” 학회가 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전에도 말씀드린  네 가지 사업 축들(회원들의 

참여도 증진, 공동연구 및 연구협력 강화, 학회 재정의 확보, 국제 사회내 재미한인범죄학회의 위상 

강화)을 중심으로 구체적인 활동 방안을 수립하여 적극적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국제사회 내에서 

더욱 영향력 있는 학회, 그리고 회원들의 연구와 자기개발에 큰 도움이 되는 재미한인범죄학회가 되 

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와 헌신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9년 정초에, 

제 5대 재미한인범죄학회 회장  

김문선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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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mination Committee 

Nomination committee는 2019년에 부회장 선출을 할 예정이며 규정에 의거해서 학회 정회원들 중 

후보자를 추천받아 온라인선거를 통해 선출할 계획입니다. 자세한 일정과 방식은 추후 회장단과 상의하여 

회원들께 공지할 예정입니다.    

 

국제협력위원회 

이번 2018년 저희 국제협력위원회에서는 지난 1월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공동연구를 추진하였으며 엄격 

한 심사를 거쳐 임혜영 교수님께서 선발되어 현재 동 연구원과 아동학대 등의 사건에 대한 연구를 진행중 

에 있습니다. 또한, Indiana University of Pennsylvania (IUP) 소속Center for Research in Criminology 

와 상호 교류협력 MOU를 체결하여 저희 회원 여러분께서 보다 다양한 협업을 하실 수 있도록 

추진하였습니다. 다가오는 2019년에도 한국 형사정책연구원 등 다양한 기관과 공동연구 및 협업을 

추진하여 회원 여러분께 보다 다양한 연구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멤버쉽위원회 

 2019년 코스카 정회원 (active members): 총 48명 

 -평생 회원 (life): 16명 

 -교수/연구 회원 (faculty/professional): 13명 

 -학생 회원 (student): 19명 

 

 회계보고 

올해는 학회장이신 김문선교수님께서 해외동포재단에서 학회 지원금을 받으신 관계로 교수회원들에게 

리셉션비용을 포함한 30불의 회비를, 평생회원에게는 리셉션비 20불, 그리고 학생회원에게는 회비 

10불만 청구하였습니다. 또한, 세 분의 교수회원님께서 기부금을 전달해 주셨습니다: 김문선교수 ($500), 

추경석교수 ($30), 임혜영교수 ($130). 학회를 위해 지원금과 기부금을 전달해 주신 해외동포재단과 

교수님들께 감사의 인사 전합니다.  

 

학생분과위원회 

학생분과위원회에서는 올해 KOSCA 학생회원들간 네트워크 강화, 연구출판 및 향후 잡 마켓 정보 공유를   

하고자 ASC 컨퍼런스 기간 중 학생회원 모임 및 잡마켓 패키지 워크샵을 개최하였습니다. 많은 학생회원 

분들의 참여로 인해 성공적으로 행사를 진행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내년에도 지속적인 학생회원들간 

교류와 유학생활에 도움이 될 만한 여러가지 정보를 얻을 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KOSCA 학생회원들간 SNS를 활용한 Network를 구축하여 보다 효율적이고 편리한 정보교류 

방안을 모색해보려 합니다. 이를 통해 학생회원들이 다양한 혜택에 대한 정보를 쉽고 빠르게 얻을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ex. ASC 숙소 공유, 모의 Job Talk). 또한 미국 대학 정보부터 출판 및 잡마켓 

패키지까지 다양하고 유익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좀 더 많은 기회를 만들어 보고자 ASC내 프로그램뿐 

아니라 On-line  프로그램을 이용한 Workshop 들도 고민해보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다양한 프로그램과 

서비스로 KOSCA 학생회원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분과위원회가 되고자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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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ision of International Criminology and Macro-Level Analysis  

본 Division은 2018년 동안 적극적인 활동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2019년에는 이 분야에 관심이 있는  

분들을 찾으면 같이 연구정보도 공유하고 공동연구도 진행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관심 있는 

분들께서는 이 Division에 같이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 본 Division은 

범죄발생과 형사사법제도 측면에서 복수의 국가를 비교하는데 초점이 맞추어져 있습니다. 범죄유형은 

살인범죄를 주로 많이 다루지만, 어떤 범죄라도 상관이 없습니다. 국가를 unit of analysis로 사용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으면 두 개 국가이상의 범죄의 발생률이나 형사사법체계를 비교하는 방법도 많이 

이용되고 있습니다. 재미한인범죄학자들께서는 미국과 다른 문화를 이미 경험을 하셨고 다른 분야에 

비해서 이 분야가 연구가 덜 되었기 때문에 개척할 수 있는 분야는 아주 많다고 생각이 됩니다. Gary 

LaFree, Steven Messner, 그리고 Richard Rosenfeld 같은 저명한 범죄학자들도 다수의 국가의 

범죄통계를 이용하여 이론을 검증하고 있습니다. 이 분야에 전혀 연구경험이 없는 분들이라도 관심만 

있으시다면 같이 참여해서 서로 도움을 받았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전돈수 교수 (Auburn University at 

Montgomery), dchon@aum.edu 

 

Division of Statistical Analysis  

저희 통계학술분과위원회는 여러 회원님들께서 방법론과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 있으시거나 도움이 

필요할 시 해당 분야에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신 분들과 연결시켜 협업 또는 조언을 받으실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 많은 고급 연구기법이 등장하여 방법론에 대한 요구 수준이 높아짐에 따라 

회원님들께서 쉽게 이러한 요구에 부응하실 수 있도록 인력풀을 계속 구축해나가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 

질의 사항이 있으시거나 동참의사가 있으신 분은 저에게 언제든지 편히 연락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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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ision of Women and Gender (DWG)   

Division of Women and Gender (DWG)은 회원들을 중심으로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필요한 정보와 

자료들을 공유함과 동시에 친목을 도모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구체적으로, DWG은 매년 ASC에서  

Roundtable을 통해, 다양한 주제들을 논하는 자리를 갖습니다. 2018년 ASC에서 “Mentoring and Kore-

an Women in Academia: What’s Their Story?” 라는 주제로 Roundtable Session 을 가졌습니다. 조수정 

교수, 송주영 교수, 김춘례 교수, 박인선 박사 과정, 이세례 교수, 박현나 박사 과정, 박형아 교수, 그리고 

김빛나 교수가 (1) teaching & research, (2) job search & tenure/promotion, (3) mentoring, 그리고 (4) 

networking & collaboration의 4가지 주제에 관해 발표하였다. 2019년 ASC에서 두번째 Roundtable을 

가질 예정입니다. 현재, DWG는 회원들은 단체 대화방을 통해 상호간의 소식을 전하고 있고, Dropbox에  

tenure/promotion, teaching, 그리고 research/grant 관련 자료를 함께 공유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DWG는 매 학기 Online Workshop을 개최하여, 회원들이 서로의 전문 분야에 대해 배울 수 있는 기회를 

갖습니다. 2019년 3월 23일 송주영 교수의 빅데이터에 대한 Workshop을 가질 예정입니다. 김빛나 교수 

(Indiana University of Pennsylvania), bitna.kim@iup.ed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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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ision of Geo-Spatial Data Analysis and Crime Mapping  

본 학술분과는 범죄 및 형사정책 기관들(경찰, 법원, 교정)의 다양한 지리-공간 데이터를 활용하여 복잡 

한 범죄 현상의 패턴을 분석하고 예측하며, 효율적인 형사정책의 개발과 범죄 이론의 발전에 이바지하고  

있습니다. 매년 미국범죄학회 연례 모임 시 패널세션/라운드테이블 세션을 가지고 있으며, 연중 분과원들 

간의 아이디어 공유 및 문제해결을 위한 커뮤니케이션을 활성화하고 있습니다. 2018년 ASC 학회에서는  

Criminogenic Places, Neighborhoods, and Their Interaction Effects on Street Crimes 라는 주제의 

라운드 테이블 세션을 통해 두 개의 연구 논문들, 1)Testing Place in Neighborhood Theory 과 2) Con-

ditional Effects of Criminogenic Places on Street Robbery)을 발표하고, 이에 대한 데이터 활용방법,  

연구방법론, 그리고 연구결과 활용에 대한 심도 있는 토론을 가졌습니다. 본 학회에서는 이 분야의 

전문가인 김문선, 박성민, 김영안 교수가 토론자로 참여하였고, 외부에서는 Drs. Rustu Deryol (University 

of South Florida Sarasota-Manatee), Halil Akbas (Troy University), Haci Duru (SUNY-Brockport)가 

토론자로 참여하였다. 본 분과는 2019년 한 해에도 분과원들의 공동 연구를 권장하고, ASC 기간을 통해 

연구 성과를 함께 공유해 나갈 예정입니다. 김문선 교수 (SUNY Brockport), mkim@brockport.ed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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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미한인범죄학회 정기 및 행사 결과 보고 

 

편집부: 한성일 

 

지난 11월 13일부터 17일까지 제74회 American Society of Criminology (ASC) 연례모임이 Atlanta, 

Georgia 에서 개최되었습니다. KOSCA 또한 지난 가을호에서 안내해 드렸듯, ASC 학회동안 다양

한 행사 및 활동을 통하여 회원 여러분들을 찾아 뵈었으며, 우리 회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지지

로 성황리에 2018년 모임을 마칠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저희 KOSCA 정기모임 및 학회행사들에 

관하여 간략히 보고를 드리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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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번째로 학회의 주요행사인 학회 정기모임이 11월 14일 목요일, 주요 석학을 모셔 강의를 듣는 

Guest Lecture 행사를 시작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올해는 Maryland 대학의 Dr. Terence Thornberry 

교수님을 모시고 “Crime Across the Life Course”란 주제로 청소년 범죄에 대해 많은 경험적 자료

를 제공하였던 Rochester Youth Development Study에 대해 자세히 소개하고 경험적 결과들을 공

유하는 의미 있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KOSCA의 많은 회원분들께서 참석하셨고, Life-Course 이론

뿐 아니라 연구 방법론에 대한 심도 있는 질의응답이 이어졌습니다.  

 

이후 동일한 장소에서 KOSCA 정기모임이 진행되었습니다. 회장님의 간단한 인사말 후 귀빈으로 

참석해 주신 한국형사정책 연구원의 한인섭 원장님의 형사정책 연구원에 대한 간단한 소개 및 향후 

활발할 공동연구의 필요성에 대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또한 작년에 이어 올해도 KOSCA에 기여를 

하신 회원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공로상의 시상식을 가졌습니다. 올해에는 학회 뉴스레터 편집

위원장이자 Web-page 관리팀장으로 오랫동안 수고해 주신 임혜영 교수님 (University Alabama 

at Birmingham) 께서 공로상을 수상 하셨습니다. 이후 이어진 연간 업무보고에서 KOSCA의 한 해 

주요 활동 및 앞으로의 계획에 대한 임원진의 보고가 있었습니다. 크게 네 가지 분야로 나누어 진행

된 보고에서는 1) 회원참여도 증진을 위한 다양한 노력, 2) 연구 활동 증진, 3) 안정적인 재정 확보, 

4) 국제사회에서의 위상 강화에 대해 회장님께서 자세한 브리핑을 해 주셨습니다. 이후 KOSCA회

원들간 자유로운 교류를 위해 KOSCA Reception이 진행되어, 다양한 음식과 함께 회원들간 즐거운 

교류를 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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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번째로, 2018년 ASC에서는 KOSCA가 주축이 되어 총 네 개의 패널세션과 두 개의 라운드테이블 

세션이 진행되었습니다. 특히 세가지 패널이 다양한 cybercrime에 관한 이슈에 대해 흥미로운 연

구 내용들을 발표하였으며, 최경식 교수님께서 공동 chair로서 힘써 주셨습니다. 또한 임혜영 교수

님께서 청소년 대인 범죄에 대해 유익한 패널을 진행해 주셨습니다. 특히 KOSCA회원뿐 아니라 다

양한 기관과 국가에서 많은 연구자들이 참여하여 내실 있는 세션이 되었습니다.  또한, 라운드 테이

블 세션에서는 김빛나 교수님의 진행 하에 한국 여성으로서 학계에서 성공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방법들이 토론되었으며, 김문선 교수님의 진행으로 공간-지리 정보를 활용한 범죄분석에 대한 심

도 있는 토론이 진행되었습니다.   

                  Panel I:  Division of Cybercrime                                                Panel II: Division of Cybercrime         
 
 
 

Panel III:  
Division of Cybercrime 
 
 
 
 

                                           
                      
 
 
 
 
 
 
 
 
 
 
         

Roundtable: Division of Geo-spatial Data Analysis               Roundtable: Division of Women and Gend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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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회 세번째 날인 15일에는 학생분과위원회 주관으로 Job Market 준비에 대하여 추태명 교수님 

(University of North Georgia)과 임혜영 교수님 (University of Alabama at Birmingham)을 초청강사로 

모시고 Job Application의 정보수집부터 실제 인터뷰까지 다양한 조언과 유익한 정보를 얻을 수 있

는 뜻 깊은 시간을 가졌습니다. 특히 여러 교수님들께서 청중으로 함께하시며, 각 학교의 특징 및 

공통적인 준비사항들에 대해 정보들을 공유해 주셨습니다. 많은 학생들이 진지한 태도로 특강에 

참여하였으며, 특강이 끝난 뒤에도 개인적으로 여러 교수 회원 여러분들과 질의를 이어갔습니다 .   

 

 

 

 

 

 

 

 

 

   

마지막으로 KOSCA내 Cybercrime Division에서 정기모임과 보스턴대학의 후원으로 첫 리셉션을 

개최하였습니다. Cybercrime Division은 KOSCA내에서도 가장 활발할 활동을 하고 있는 세부 모임

으로써, 매년 ASC에서 독립된 모임을 개최하고 회원들간 활발한 학문적 교류 및 향후 활동에 대한 

논의들을 가져왔습니다. 올해도 많은 회원들이 참여한 가운데 division 모임을 개최하였습니다.  

 

 

전반적으로 2018년 KOSCA 정기모임에는 다양한 프로그램이 준비되었으며, 많은 회원분들이 적극

적으로 참여해 주셨습니다. 다시한번 많은 회원분들께 감사의 말씀 전해드리며, 내년 KOSCA 모임

에서도 다양하고 유익한 프로그램으로 찾아 뵙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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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SCA Student Division 세번째 정기모임 

 

편집부: 우영기  

 

KOSCA 뉴스레터 편집위원으로 활동 중인 박사과정 우영기입니다. 이번9권 1호에서는 2018년 조지

아에서 열린ASC 학회 기간 중, 11월 16일에 가진 세번째 KOSCA 학생분과 정기모임에 관하여 소식

을 전하고자 합니다. 재작년에 이어 올해에는 University of North Georgia의 추태명 교수님과 Uni-

versity of Alabama at Birmingham의 임혜영 교수님 두 분을 초청강사로 모셔서 잡마켓 패키지 및 

잡인터뷰 준비에 관해 배울 수 있는 자리를 가졌습니다. 이번 정기모임에서는 작년과 재작년에 비해 

많은 학생회원 및 교수님들께서 참석해주셔서 잡마켓에 대한 뜨거운 관심을 실감할 수 있는 자리가 

되었습니다.  

 

 

 

 

 

 

 

 

 

 

 

 

 

 

먼저 추태명 교수님께서는 잡마켓 패키지 서류 준비, 전화인터뷰, 그리고 캠퍼스 인터뷰시 유의사항

에 대하여 세밀한 조언을 해주셨습니다. 임혜영 교수님 또한 추태명 교수님과 함께 인터뷰시 주의사

항, 지원학교 선정, 그리고 job offer를 받은 이후 최종계약을 하기 전까지 과정에 대하여 많은 조언

을 해주셨습니다. 아래는 두 분 교수님들께서 전해주신 내용을 소주제에 따라 정리하였습니다. 

 

 1. Selection of Job Position and Job Application Package Materials: Cover letter, Vitae,  

     Teaching statement, Research philosophy, and Inclusive statement  

 

Selection of Job Position 

대부분의 많은 한국인들은 박사과정에 들어오기 전부터 졸업 후 본인의 진로를 대학교수로 미리  

정해놓고 educational institution만 선택 지원하여 교수로서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하지만 본인 

 

(Continued on page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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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적성이 남을 가르치는 일이나 학생들을 위한 서비스에 맞지 않는다면 교수라는 직업보다는 연 

구자 (researcher) 로서의 길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수라는 신분으로 살아간 

다는 이유만으로 본인의 커리어도 무조건 교수로 정하기보다는, 본인의 관심분야와 적성을 신중 

히 생각하여 연구자로서의 길도 충분히 고려해 보아야 합니다. Criminology & Criminal Justice는  

다른 필드보다는 인더스트리쪽이 많이 약하긴 하지만 몇몇 research institutes는 salary, 직업환 

경 및 처우가 좋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본인의 적성과 관심분야를 충분히 고려하여 진로 및 job  

application package materials을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Job Application Package Materials: Cover letter, Vitae, Teaching philosophy, Research  

statement, and Inclusive/diversity statement  

 

Educational institution을 타켓으로 job application package를 준비하는데 있어서 기본적으로  

크게 네 가지 서류, cover letter, vitae, teaching philosophy, 그리고 research statement가 요구 

됩니다. 학교마다 조금씩 포맷이 다르겠지만 각각의 서류를 요구하는 학교의 경우, 본인의 간략 

한 소개와 함께 이 학교를 지원한 동기와 목적을 한 두페이지 정도로 간단히 cover letter에 기술 

합니다. Vitae의 경우에는teaching-oriented와 research-focused두 가지 버전으로 만들 수 있습 

니다. 만일 본인이 지원할 학교가 teaching-oriented된 학교일 경우 티칭을 잘 하고 여러 과목을  

가르칠수 있는 candidates을 선호하기 때문에 티칭경력과 어떤 과목을 가르쳤는지에 관한 내용 

을 우선적으로 나열하고 리서치에 관한 정보를 뒤에 배치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본인이 지원할 학교가 research-focused된 학교

일 경우 서치커미티들이 리서치에 포커스를 둔 candi-

dates을 선호할 경향이 있기 때문에 퍼블리케이션이나 

연구경력을 Vitae 앞부분에 나열하고 티칭에 관한 정보는 

뒷부분에 기술하는 것이 좋습니다.  

      

Teaching philosophy에 관한 경우 지금까지 가르친 과목

이나 가르치고 싶은 과목, 그리고 본인이 갖고 있는 티칭

철학이나 티칭스타일을 한 두 페이지정도로 기술하는게 

일반적입니다. Research statement의 경우도 본인의 리

서치 관심분야, 퍼블리케이션, 그리고 앞으로 연구하고 

싶은 분야에 대해서 간략히 작성하는게 일반적입니다. 향

후 5년간의 연구계획을 본인의 중심연구분야에 맞춰 작

성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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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ver letter와 teaching philosophy, 그리고 research statement를 한 페이퍼로 요구하는 경우에 

는 위에서 열거한 내용들을 짜임새있게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지원할 서류들을 작성하기에 앞서 가장 중요한 것은, 본인이 지원할 학교의 job announcement를  

꼼꼼히 읽어보시고 지원하시길 바랍니다. Job announcement에는 그 학과에서 뽑고 싶어하는 사 

람이 가장 잘 기술되어 있습니다. 예컨데, 한 학과에서 policing을 연구하고, policing 관련과목을  

커버할 수 있는 사람을 뽑는다고 공고를 냈다면, 본인의 중점분야가 policing이 아니면 지원하지  

않은 편이 낫습니다.  본인이 그 학교에서 찾고 있는 적절한 candidate이 아니기 때문에, 지원하 

더라도 1차 서류에서 제외될 확률이 높고,  인터뷰를 받을 확률도 낮습니다. 그 학교를 지원할 시 

간과 에너지를 절약하여 본인의 리서치와 티칭분야가 맞는 학교에 지원하시길 바랍니다. 

 

   2. Interview Preparations: Phone Interview and Campus Visit 

 

잡마켓에서 한국인들과 인터내셔널 학생들이 가장 약한 부분이 전화인터뷰입니다. 기본적으로 전 

화면접의 경우 Zoom이나 Skype으로 화상면접을 하는 학교도 있고 단순히 전화통화로만 면접을  

진행하는 학교도 있습니다. 화상면접의 경우에는 서로 얼굴을 보며 대화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  

반면에 본인이 준비한 준비답안을 읽을 수 없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물론 전화 인터뷰의 경우에는  

준비답안을 옆에 놓고 읽을 수는 있지만, 읽는 것과 대화를 하는 것은 다르기 때문에, 면접에 대비 

한 가상인터뷰를 주변 동료들과 해 보며 최대한 인터뷰가 자연스럽게 진행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반적으로 서치커미티들은 질문리스트를 가지고 면접에 

들어옵니다. 보통 4-6명의 서치커미티 체어와 커미티멤버

들이 순서대로 한 질문씩 물어보고 대답하는 형식으로 15

-20분 정도가 소요됩니다. 인터뷰 마지막에는 candidate

에게 학교나 학과에 궁금한 것이 있는지 물어보고 질문 할 

시간을 주기도 합니다. 이때, 작은 질문 하나라도 하는 것

이 좋습니다.  인터뷰 동안에 많은 것들이 커버가 되어 따

로 추가 질문할 게 없다고 하는 것 보다는 미리 한 두 개의 

질문을 준비해서 이 시간을 잘 활용하여 좋은 인상을 남길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캠퍼스인터뷰 요청을 받고 방문하기에 앞서 보통은 서치커미티

체어가 인터뷰 스케줄을 보내줍니다. 안보내주었다면 보내달라고 요구를 하셔도 괜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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캠퍼스인터뷰 스케줄은 학교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지만 일반적으로 보통은 1박2일, 혹은 2박3일 

일정으로 진행됩니다. 보통은 첫날공항픽업에서부터 다음날 아침, faculty meeting, 점심, 프리젠

테이션, 학생들과 미팅, 저녁, 그리고 호텔까지 데려다 주는 일정으로 둘째날에 포커스를 맞추어 

인터뷰 준비를 하시면 됩니다. 첫째날이나 마지막날은 굳이 정장을 입을 필요는 없지만 둘째날은 

professional하게 보일 수 있도록 full dress up (e.g., 와이셔츠, 넥타이, 구두, 양복)을 하시길 추

천드립니다. 프리젠테이션에 관하여 학교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는데 어떤 학교는 teaching 

demonstration을 원하는 학교도 있고 어떤 학교는 dissertation/research presentation을 요구하

는 학교도 있습니다. 프리젠테이션의 토픽을 사전에 서치커미티체어와 논의하셔도 좋습니다. 그

리고 각 시간별로 다른 faculty와 함께 만나도록 일정이 촘촘히 짜여져 있어서 물을 마시거나 화

장실 갈 시간도 없을 수 있습니다. 이럴 때에는 정중히 물어보시고 가셔도 좋습니다. 식사할 때에

도 다른 faculty와 식사를 하게 됩니다. 음식메뉴를 선택할 때에 동행한 faculty와 비슷한 가격대

의 음식을 주문하고, 저녁식사때 종종 술을 권하기도 하는데, 가급적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동행

한 faculty와 분위기를 맞춰 한 잔 정도 하시는 것은 괜찮지만, 긴장한 상태에서 한 잔이 본인에게 

어떤 효과를 가져올 지 모르기 때문에, 마시지 않은 것을 권장드립니다. 

 

전화면접이나 캠퍼스인터뷰를 준비하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본인이 지원할 학교와 학과에  

관하여 미리 공부(homework)를 하는 것입니다. 전화인터뷰나 캠퍼스 인터뷰 전에 미리 학과  

faculty들의 CV를 읽어보시고 학교 웹사이트에 들어가 학교와 학과정보를 미리 알고 인터뷰에 임 

하시길 바랍니다. 인터뷰시, 같이 연구하고 싶은 faculty가 있는지 물어볼 수도 있고, 학과 내 학

생클럽과 관련된 student and community services에 관한 질문을 할 수도 있습니다. 서치커미티

들도 candidates의 서류들을 꼼꼼히 리뷰를 하고 본인들과 오랫동안 함께 할 수 있을 만한 새로

운 멤버를 뽑는 과정이기 때문에 캠퍼스인터뷰시 본인의 옷차림부터 말투, 표정, 하나하나 지켜보

고 있다는 점을 유념하셔서 인터뷰에 응하시면 좋은 결과가 있으리라 믿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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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Negotiation: Salary, Moving expense, Summer support, Course reduction, and Others.  
 

일단 offer를 받고 나면, 주도권은 candidate으로 넘어온 것입니다. Job offer를 받기 전까지는 결 

정권이 학교나 학과에 있지만, offer를 받은 이후에는 협상권이 본인에게 있습니다. 한국 정서상  

연봉 및 여러조건들을 협상하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만 미국에서는 negotiation이 기본이고 최종 

적으로 사인을 하기 전에 이루어지는 매우 중요한 절차입니다. Starting salary가 정해진 이후에는  

기본급을 올리는 것이 쉽지 않고 기본급에 따라 인상폭이 결정되기 때문에 최대한 본인에게 유리 

한 조건으로 협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퍼를 받고 계약서에 서명을 하기 전에 salary및 moving expenses, summer teaching, re 

search/travel grants 등 세부 조건들을 협상할 수 있습니다. 먼저, 새로운 직장으로 옮기게 되면  

새 터전으로 이사를 가야 합니다. 이 경우 학교에서 relocation expense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job offer 받은 후 학교 및 지역 방문에 드는 비용도 지원해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학교마다 지원 

해주는 금액 및 명목도 다양하기 때문에 잘 알아보시고 지원을 최대한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 

다.  

 

Salary는 보통 academic year인 9개월 기준으로 계약합니다. 나머지 3개월에 대하여 summer  

teaching을 요구할 수도 있고 research/travel grants과 같은 방식으로 negotiation할 수 있습니다.  

샐러리의 경우, 보통은 캠퍼스인터뷰시 대략적인 범주를 알게 되지만, 오퍼를 받을 때, 정확한 액 

수를 이야기해주고, 거기서부터 연봉협상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 학교 최근에 임용된 assistant  

professor 연봉 범위와 같은 정보를 통해 연봉 수준을 유리하게 협상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 다른  

학교에서 offer를 받은 경우에는 negotiation이 더 유리하게 진행될 수도 있습니다. 사무실 집기도  

마찬가지로 책상부터 책장, 의자, 컴퓨터, 프린터, 소프트웨어, 캐비넷등 연구에 필요한 물품이나  

수업에 필요한 물품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임용된 첫 1-2년은 새로운 faculty와 학생, 주변환경에 적응할 수 있도록 teaching  

load를 줄여줍니다. 예를 들어 3-3 teaching load로 계약했을 때 첫 1-2년은 2-3로 줄이는 경우 

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학생분과미팅이 잡마켓을 준비하는데 큰 도움이 되었다는 몇몇 학생들의 좋은  

피드백이 있었습니다. 잡마켓에 관련하여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추태명 교수님과 임혜영 교 

수님께 연락하시길 바랍니다. 2019년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릴 ASC 학회에서도 알찬 내용으로 네  

번째 학생분과 모임을 가질 예정입니다. 활발한 학생분과 모임을 위해 따뜻한 관심과 참여를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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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미한인범죄학회 &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공동연구과제 진행보고 

  

공동연구원: 임혜영 

 

2018년 1월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이하 국과수)과의 공동연구과제 수행을 위해 학회를 대표하는 

공동연구원으로 선발되어 국과수 법의학과와 법심리학과 연구원들과 공동연구과제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연구과제선정에 중점은 국과수에서만 할 수 있고, 이 연구결과가 관련 기관 및 

연구원들에게도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에 두었습니다. 아래는 연구주제 선정에 대한 

배경입니다. 

 

한국 보건복지부 아동전문보호기관 2015년도 보고서에 따르면, 전국 56개 아동보호전문기관을 

통해 아동학대 신고접수된 사례는 총 19,214건, 이중 아동학대로 인한 사망은 19건 (사망16건, 

조사진행중 사망3건)으로 보고 되어 있습니다. 이 수치는 아동전문보호기관에 신고접수된 사례에 

기준한 것으로 수사기관에 신고접수된 사례들이 제외될 수 있음을 전제하고 있으며, 해당기관은 

0세부터 17세를 아동으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실제 사망건수 16건중, 13건이 만2세미만의 영아로 

보고되어 있습니다.  

 

2013년 국과수 내부 보고서에 따르면, 9세미만 타살이 41건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41건 모두가 

학대에 의한 사망이라고는 볼 수 없으나, 보고된 연령대를 고려해 볼때, 보건복지부 

아동전문보호기관에서 보고한 19건은 국과수의 수치와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국과수 타살보고서를 이 연령대에 맞추면 (0세-18세) 학대에 의한 사망케이스가 

아동전문보호기관에서 보고한 19건보다는 많을 것으로 유추됩니다. 또한, 2015년 범죄백서에 

13세미만 아동피해자 수치만을 고려하더라도 현재, 한국내, 아동학대와 그로 인한 사망에 대한 

자료가 미흡한 것으로 보입니다. 같은 해, 미국에서 아동사망사례는 1903건, 그 중에 학대로 인한 

사망은 1258건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이것에 비하면 한국의 아동전문보호기관에서 보고한 

수치는 해당기관에 접수된 사례에 기반했다 하지만, 국과수 타살보고서와 범죄백서에 보고된 

통계수치와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국과수와 재미한인범죄학회가 공동으로 학대로 

인한 아동사망 수치를 국과수 부검사례를 중심으로 분류 보고한다면 한국내 영유아/청소년 

보호기관에 종사하시는 실무자분들 뿐 아니라, 수사관 미 연구자들에게도 많은 도움이 되리라 

사려되어, 연구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첫 3개월간은 세부 주제선정과 연구대상, 그리고 자료수집에 관한 방법론들을 정기적인 

화상미팅을 통해 조율해 나갔고, 이후에는 국과수에서 본 연구전임으로 선발된 두 명의 연구원들이 

부검의뢰서와 부검보고서를 중심으로 아동의 사망원인, 특히 학대로 인한 사망사례를 중점으로 

자료를 수집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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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부족한 자료들을 수사기록이나 미디어 등을 통해 보고된 내용들을 토대로 필요한 자료들을 

수집하였습니다. 한국 아동전문보호기관과 법률상의 아동의 연령기준치, 만18세이하를 대상자로 

2016년 부검사례들을 먼저 살펴보았습니다.  

 

9월경, 2016년도 자료에 대한 1차 리뷰가 마쳐줬으며 정확한 분류기준을 정하기 위해 국과수를 

방문하였고, 연구팀들과 심도깊은 토론을 통해 사인의 분류가 애매한 사례들을 재검토하였으며 Pe-

ter Sidebotham et al.’s classification 기준을 기반으로 국내 사례들을 분류했습니다. 먼저 선분석된 

2016년 사례들을 중심으로 두 가지 연구를 이번 ASC 학회에서 Interpersonal Violence Against 

Children and Youth라는 주제로 패널을 만들어 국과수 연구원들과 발표하였습니다. 본 연구는 

2019년까지 연장되었으며, 현재, 2015년도 사망사례분석을 같은 분류기준으로 하고 있으며, 위의 

주제로 책출판과 한국내에서의 세미나/심포지엄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재미한인범죄학회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공동연구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물심양면으로 

애써주신, 국과수 최영식 원장님과 전 학회장님이신 추태명 교수님, 현 학회장님과 임원진, 그리고 

국과수 연구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전합니다.  앞으로 공동연구가 더욱 활성화되어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회원님들의 관심과 협조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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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재미한인범죄학회 특별 공로상 수상자 인터뷰 

  

수상자: 임혜영 

 

우선, 저를 특별공로상 후보로 추천해 주신 회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많은 

회원님들이 학회창단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많은 노고를 아끼지 않으셨는데, 제가 이러한 상을 

수상하게 되어 송구스럽고 더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제가 학회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된 

계기는 모든 회원님들께서 알고 계신 바와 같이 2013년 추태명 전 학회장님의 요청으로 편집부를 

맡게 되면서부터 입니다. 일반회원으로만 있다가 학회의 임원진이 되면서, 그리고 편집부를 이끌어 

가면서 학회에 대한 더 많은 애정이 생긴 것 같습니다. 우리 편집부원님들이 없었다면 제가 여태껏 

편집부를 잘 운영해 나갈 수 없었을 것입니다. 성실히 자기의 몫을 소리없이 잘 해 주고 있는 전현직 

편집부원님 한 분 한 분께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또한, 저와 함께 학회 홈페이지 일을 해 주고 

있는 웹팀원님께도 고마운 마음을 전합니다. 제가 학회 일에 더 적극적이 될 수 있었던 두 번째 

계기는 후배님들 때문이었습니다. 학회를 통해 후배님들을 보다 가까이서 만날 수 있었고, 소통을 

할 수 있었고, 부족한 저를 선배로서 또한 교수로써 믿고 따라주고, 귀 담아 들어주는 후배들을 

보면서,  제 스스로가 작지만 누군가를 위해서 무언가를 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는 점을 깨달을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었습니다. 어떤 이는 학회가 나에게 무엇을 해 줄 수 있을까 혹은 내가 

학회에서 무엇을 얻어 갈 수 있을까 하는 질문을 던집니다. 제 소견으로는 학회가 무엇을 해 줄 수 

있고 아님 내가 무엇을 얻어갈 수 있는지는 본인한테 달린 것 같습니다. 저는 학회를 통해, 사람을 

얻었고, 그 마음을 얻었고, 자신감을 얻었습니다. 또한, 저를 되돌아 볼 수 있는 좋은 계기들을 가져 

볼 수 있었습니다. 저희 모두는 타지에서 현지인들과 또한 전세계 학자들과 선의의 경쟁을 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좋은 스승님과, 동료, 학생들이 많으실 거라 믿습니다. 하지만, 그들과 공유하지 

못하는, 공감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 비워진 부분이 학회를 

통해 채워질 수 있길 바랍니다. 그를 위해, 저 또한 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저에게 귀한 상을 주신 학회원님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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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정기학회에서는 Life-course theory로 유명하신 메릴랜드 대학교의 Thornberry교수님을 

모시고 “Crime across the Life Course: Findings from the Rochester Youth Development Study”

라는 주제로 강연을 들었습니다. 아래는 교수님의 간단한 프로필과 발표하신 자료를 회원님들을 위해 

원본 그대로 실었습니다.  

 

 

 

Dr. Terence P. Thornberry 
Ph.D. University of Pennsylvania 
MA. University of Pennsylvania 
BA. Fordham University 
 
Current Position 
Distinguished Professor 
Department of Criminology & Criminal Justice 
University of Maryland 
 
 
Terence P. Thornberry, Ph.D., was a Distinguished University Professor, Department of Crimi-
nology and Criminal Justice. He was formerly Director of the Problem Behavior Program at the 
Institute of Behavioral Science and Professor of Sociology, University of Colorado and prior to 
that Distinguished Professor and Dean at the School of Criminal Justice, University at Albany, 
State University of New York. In 1995 he was elected a Fellow of the American Society of Crim-
inology and in 2008 he was the recipient of that society’s Edwin H. Sutherland Award. Dr. 
Thornberry is the recipient of numerous other awards including the President's Award for Ex-
cellence in Research at the University at Albany, the Justice for Children Award from the Office 
of Juvenile Justice and Delinquency Prevention, and was an invited lecturer at the White House 
Conference on Helping America’s Youth in 2005.  
 
His research interests focus on understanding the development of delinquency and crime over 
the life course, the consequences of maltreatment, and intergenerational continuity in antiso-
cial behavior. He is the Principal Investigator of the Rochester Youth Development Study, a 
three-generation panel study begun in 1986 to examine the causes and consequences of delin-
quency and other forms of antisocial behaviors. He has developed an interactional theory to 
explain these behaviors and has used data from the study to empirically test his theory. He is 
the author of a number of books, including The Criminally Insane 1979 (which received the 
American Bar Association's Gavel Award Certificate of Merit), From Boy to Man, From Delin-
quency to Crime 1987, and Gangs and Delinquency in Developmental Perspective 2003 (which 
received the American Society of Criminology’s Michael J. Hindelang Award for the Most Out-
standing Contribution to Research in Criminology).  

 
(Continued on page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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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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ark Stafford 

 

 Dr. Mark Stafford소개 

Ph.D. Sociology, University of Arizona, Tucson (1979) 

M.A. Sociology, University of Arizona, Tucson (1974) 

B.A. Sociology, Southern Methodist University, Dallas (1971) 

 

Current/Past Positions: 

2008-Present: Texas State University, School of Criminal Justice 

1995-2008: University of Texas at Austin, Department of Sociology 

1980-1995: Washington State University, Department of Sociology 

1993-1994: University of Colorado at Boulder, Center for the Study 
and Prevention of Violence, Visiting Scholar 

1982, 1986-1987: Stanford University, Center for Advanced Study in the Behavioral Sciences, 
Research Fellow 

 

Research Interests: 

Criminological Theory, Juvenile Delinquency and Juvenile Justice, Suicide, Quantitative Methods 

 

 

인터뷰 관련 안내사항 

2019년 1월, 노기윤 (Texas State University, 박사과정) 학생이 Mark Stafford 교수님과 

인터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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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하

였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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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 Who would you say the most influenced you work? 

쉬운 질문입니다. 제가 University of Arizona대학원 학생이었을 때 제게 멘토링을 해준 Jack 

Gibbs 라는 교수님입니다. Social control theory와 deterrence로 잘 알려진 사회학자이셨죠. 제가 

그 분의 학생이었을 때 deterrence theory 에 관한 그의 책을 읽었습니다. 대학원에서 들은 그의 강

의 중에 sociological theory construction에 관한 수업에서 많은 것들을 배웠고 후에 제게 많은 영

향을 미쳤습니다. 저의 박사학위논문이 deterrence 에 관해 쓰여진 것도 그 분의 영향이었죠. 대학

원 과정을 마친 후에도 Gibbs와 저는 많은 것들에 대해 연구를 했는데, 특히Durkheim의 관점에서 

본 자살율에 대한 다양한 것들을 주로 연구했습니다. 학교를 옮기고 난 후에도 매년 만나서 교류를 

계속해온 Jack Gibbs가 저에게 가장 영향을 준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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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학원생 때부터 저는 항상 여러 프로젝트들을 동시에 진행해왔습니다. 논문을 출간하는 데 있어

서 저에게 특별한 법칙이 있는 건 아니지만, 저는 여러 가지 프로젝트들에 지속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일의 공백을 줄이기 위해서죠. 다수의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데 있어서 새로운 

주제에 대한 프로젝트들에 대해서도 저는 거리낌이 없었습니다. 물론 전혀 관심이 없는 주제가 되

면 안되겠지만, 항상 새로운 걸 시도하려고 노력했습니다. 보통은 동시에 6개 정도의 논문을 진행

하려 하고, 그 중 매년 2-3개 정도를 출간하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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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자주 그렇습니다. (어떻게 극복하십니까?) 그냥 억지로 계속 씁니다, 계속 쓸려고 노력합니다. 

Writer’s block 을 벗어나는 방법이 특별히 있는 것 같진 않습니다만, 저는 당황하지 않는 편입니다. 

Writer’s block 은 일시적인 것이고, 언젠간 끝날 것이라 믿기 때문이죠. 가끔 무엇을 적어야할지 

전혀 생각할 수 없을 때는 밖에 나가 걸으면서 다른 무언갈 할 수도 있겠지만, writer’s block에 며

칠동안 갇혀 있는 경우에도, 어떻게든 자리에 돌아와 억지로 적으려고 노력합니다. 인내심이 중요

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수의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것이 도움이 되기도 합니다. 하나에 몰두 할 수 

없을 때, 다른 프로젝트로 돌아가 적어보려고 하는 것도 가끔 도움이 될 때가 있었습니다. 학생들 

시험을 채점하거나 다른 일들로 벗어나려고 노력할 때도 있었지만, 제게 있어서 가장 효과적인 방

법은 되도록 빨리 다시 자리로 돌아가 계속 쓰는 것이었습니다. Magic solution은 없는 것 같습니

다.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 생각합니다. 글을 쓰는 데 있어서 어떻게 시작하고 어떻게 

끝맺을 지를 생각해보고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구체적인 개요가 짜여져 있지 않더라

도 최소한 머리 속엔 대충의 개요가 있어야 합니다. 글의 방향이 어디로 갈지를 아는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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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 이 질문에 대해선 답변한 것 같습니다만, 저는 보통 6개 정도의 논문을 동시에 진행합니다. 저

는 다수의 비슷한 주제의 프로젝트들을 하는 편이 아닙니다. 비슷한 주제로 연속적인 연구를 3개 

이상 해본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물론 새로운 주제의 연구를 하려면 시간을 오래 걸리지만 제게

는 이러한 방식이 더 즐겁고 오랜 시간 집중해서 연구를 할 수 있게 해주는 것 같습니다. 

(Continued on page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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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 Do you have a specific time of the day when you prefer to do research?  

딱히 선호하는 시간대나 날은 없고, 작업을 시작하면 그 자리에서 되도록 많은 일을 하려고 노력합

니다. 개인적으로 일하기 선호하는 시간대는 없지만, 대학원생 시절 이후부터 현재까지 일하는 시

간대에서 차이는 있는 것 같습니다. 대학원생 때부터 젊은 시절까지는 늦은 밤까지 작업을 하고 다

음 날 아침에 잠에 드는 것이 부지기수였는데, 나이가 들어가면서 작업 시간이 아침으로 바뀐 것 

같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어떤 변화가 생긴거겠죠. “내 인생에 일출을 본 적이 한번도 없다” 라는 

농담을 할 정도로 아침에 일하는 것을 매우 싫어했는데, 나이를 먹고나니 어느 순간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저를 발견하게 되더군요. 상황에 따라서 작업 시간대가 바뀐 것이지, 제가 선호하는 시간

대가 특별히 존재하진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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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루에 잘 쓰여진 2페이지를 썼다면 저는 만족합니다. 저는 글을 느리게 쓰는 편입니다. 다른 이들

에겐 권하고 싶진 않지만, 저는 글을 쓸 때, 글을 씀과 동시에 고쳐쓰기를 계속 반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의 진행 속도가 매우 느린 것이죠. 이런 방식은 아주 귀찮지만 저에겐 익숙한 방법이기에 

아직 그 방식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매일 잘 쓰여진 2페이지를 일주일에 5일을 꾸준히 한다면, 10

페이지잖아요. 한달이면 보통 논문의 분량이 됩니다. 결코 적은 것이 아니라 생각합니다. 

 

  Q: Are you a generalist?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전 generalist 입니다. Criminal justice에 관한 분야 뿐만이 아닌 사회학 틀 내

에서 deviance와 crime에 대한 다양한 연구를 시도했습니다. 초반엔 suicide에 관한 연구와 ex-

perimental social psychology 에 관한 연구도 많이 출간했습니다. 지금 현재 작업 중인 책이 있는

데, deviance 와 criminology/criminal justice의 교차점에 대해 얘기하는 것 입니다. 챕터들 중 

Suicide와 mental illness를 다루는 챕터에서 저는 generalist 의 관점에서 접근하였습니다. Polic-

ing이나 Correction 분야에 대해서 많은 것들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criminal justice 분야 내에서

는 확실하게 제가 generalist 라고 말씀드리긴 힘들 것 같지만, 범죄학 이론이나 사회학적 관점의 

deviance 에 관해서는 저는 generalist 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Q: What constitutes a specific research year to you?  

이 질문에 대해 제가 잘 설명할 수 있을진 모르겠지만, 저에겐 이 문제는 외적인 것 (external) 보단 

내적인 것 (internal) 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어떤 해는 논문 출간이 전혀 없을 때도 있지만, 그렇

다고 해서 그것이 제가 일을 아무것도 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의미하진 않습니다. 매년 꾸준히 작업

을 하고 있고, 다만 특정 해에는 논문이 출간되지 않았을 뿐이죠. 저에게 있어 연구를 위한 좋은 해

는 어떤 것에 대한 일이든지 간에 꾸준히 글을 쓰고 일이 전진하는 것이 있다면 그걸로 된 것 같습

니다. 논문이 출간되지 않았다는 것이 제 3자가 보기에는 생산적으로 보기 힘들 수도 있지만, 나 자

신이 꾸준히 글을 쓰고 있고 일이 진척이 되고 있다고 느낀다면, 그것이 잘해나가고 있는 것 아닐까

요? 연구를 하다보면 항상 진행이 빠르게 되는 일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많은 분량의 글을 요구하

는 것도 있고, 난이도 자체가 어려운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문제는 더욱 내적인 것이

라 생각합니다.                                                                                                                            (Continued on page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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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 Do you set specific productivity goals in terms of quantity and quality?  

양적인 생산에 있어서는 구체적인 목표가 있지 않습니다만, 질적인 생산에서 만큼은 구체적인 목

표가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제가 글을 느리게 쓰는 이유도 저는 제가 글을 쓸 때 질적으로 높아

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하루에 잘 쓰여진 2페이지를 쓴다고 하였는

데, 글을 쓰면서 다시 이전 문장으로 돌아가 고쳐쓰고 하는 이런 반복적인 작업은 매우 고통스럽습

니다. 질적으로 낮은 10페이지를 쓸 수도 있겠죠. 하지만 그로 인한 결과물은 만족스럽지 않습니다. 

전 제가 결과물에 기쁨을 느낄 수 있는 2페이지가 만족스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겐 양적인 생

산보다는 질적인 생산에 더 집중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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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 가지 것들을 중에 특히 저는 본인의 열정을 추구하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몇 해의 시간을 보

내도 할 수 있는 본인이 원하는 주제의 연구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 또한 여러 가

지 주제에 대한 논문들을 고쳐쓰고 검토하기를 많이 요청 받았지만, 그것이 저에게 그다지 흥미롭

지 않다면 일을 하는 데 있어서 기쁨을 느낄 수가 없을 것 입니다. 해야할 것 같은 기분이 들어서 

하는 그런 일들은 하지 않길 바랍니다. 대학원생들에겐 교수의 직업에 있어서 어떠한 이미지가 있

는 것 같습니다. 학교에서 보는 교수들, 특히 강의라든지 연구라든지 무엇이든 잘해나가는 교수들

을 만나게 되죠. 하지만 그것은 그때 당시에 보고 있는 교수라는 직업에 대한 일편적인 모습일 뿐

입니다. 자신이 원하지 않는 일을 하고, 일을 함에 있어서 만족을 느끼지 못하는 교수들도 있습니

다. 그런 사람들은 멀리 못가 학교를 그만두게 됩니다. 적절한 예시인지는 모르겠으나, 이렇게 얘

기해봅시다. 만약 당신이 복권에 당첨되어서 돈은 이제 더이상 중요한 것이 아니게 되었습니다. 설

사 그렇다고 하더라도, 만약 당신이 지금 원하는 일을 하고 있다면, 그 다음 날에도 당신은 평소에 

하던 일들 그대로 하고 있을 것 입니다. 물론 휴가는 더 많은 돈으로 멋진 곳으로 갈 수야 있겠죠. 

돈이 중요하지 않은 자신이 하길 원하는 일들을 하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물론 일이 힘들 때도 있

겠지만, 그 일을 결코 싫어 해선 안될 것 입니다. 저는 이때까지 제 일들이 어려운 적은 있었지만, 

싫어해 본 적은 없습니다. 그것이 제가 여지껏 이 길을 걸어온 이유이기도 하겠지요. 본인이 원하

는 삶을 사세요. 주위의 남들이 말하는 것들만 듣지 말고, 자신이 맞다고 생각하는 일을 하길 바랍

니다. 

 

 

 

노기윤 박사과정 

Texas State University (keeyoon.noh@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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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소개: University of Texas at Dallas (UTD) 

 

임하늘 박사과정  

 (hxy170530@utdallas.edu)  

 

 KOSCA 회원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The 

University of Texas at Dallas, Criminology 

박사과정에 있는 임하늘 이라고 합니다. 우

선 KOSCA 회원 여러분들께 제가 공부하고 

있는 The University of Texas at Dallas에  

대해 소개하게 되어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The University of Texas at Dallas (이하 UTD)는 1969년 설립된 대학으로 미국내 다른 대학들에 비하

여 상대적으로 젊고 역동적인 학교라 할 수 있습니다. UTD는 사실 Richardson이라는 Dallas 근교 도

시에 위치해 있으며, Downtown Dallas로부터는 북쪽으로 20마일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재학생 수는 

2018년 기준 총 28,757명이며 이 중 학부생은 19,872명, 그리고 대학원생은 8,885명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총 8개 단과대학의 560명 이상의 교수진이 연구 및 교육에 힘쓰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노벨상 수상자 1명과 National academy 회원 6명이 UTD 교수로서 질 높은 연구와 교육을 제공

하고 있습니다. UTD의 주력학과로는 Business School, Engineering School and Computer Science

가 있으며, 특히 Business School인 Navin Jindal School of Management는 Bloomberg Business 

2014에서 Intellectual Capital 부문 세계 5위에 랭크되기도 하였습니다. 

제가 공부하고 있는 Criminology and Criminal justice 프로그램은 8개의 단과대학 중 하나인 School 

of Economic, Political and Policy Sciences에 소속된 주요 Program 중 하나입니다. Criminology 

프로그램은 사회과학대학 내 세부 프로그램 중 하나로써 BA, MS, PhD 과정을 모두 제공하고 있습니

다. 이 중 PhD program은 2008년에 시작하여 현재까지 약 40여명의 졸업생을 배출, 다른 대학들의 

프로그램에 비해 비교적 젊은 프로그램이라 할 수 있습니다. 

 

 

 

 

 

 

 

 

 

(Continued on page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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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riminology 프로그램 커리큘럼은 여타 다른 대학의 프로그램과 거의 유사합니다. 2018 Graduate 

Catalog에 따르면 박사과정은 기본적으로 4년 과정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1년차와 2년차에는 주로 

Coursework을 이수해야 하며 3년차에는 Qualifying exam과 Dissertation Proposal 그리고 4년차에는 

Dissertation research와 Dissertation Final Defense 과정을 거칩니다. Coursework 분야는 크게 

Research Design, Theory, Crime and Justice Policy, and Statistics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특히 최근 

많은 학교에서 Publication paper로 자격시험을 대체하는 추세와는 달리 UTD는 전통적인 방식을 유

지하여 Core coursework을 이수한 이후 자격시험을 보도록 하고 있습니다 . 

UTD Criminology Program 은 작지만 여러가지 장점을 통해 높은 수준의 경쟁력을 확보하여 2018 

U.S News rank에서 전체 criminology 박사과정 중 15위에 랭크 되어 있습니다. 특히 뛰어난 교수진 

이야말로 UTD Criminology 프로그램의 가장 큰 장점으로 뽑고 싶습니다. 예를 들어 Dr. Alex Piquero

의 경우 400편 이상의 논문 실적을 바탕으로 The Office of Justice Programs’ Science Advisory 

Board member 또는 National Institute of Justice 의 Evaluator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임 ACJS 

회장을 역임한 Dr. Nicole Piquero 와 Police Quarterly Journal Editor 인 Dr. Worrall 등 다른 교수진들 

또한 다양한 분야에서 뛰어난 역량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다양한 형사사법기관들과의 활발한 커

뮤니케이션, 다양한 정책과 프로그램 관련 경험, 그리고 활발한 연구 활동들을 바탕으로 많은 교수들

이 박사과정 학생들에게 질 높은 교육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 뿐만 아니라, 저를 포함한 다수의 박

사과정 학생들이 교수들이 진행하는 research projects에 포함되어 함께 다양한 연구를 진행할 수 있

는 기회들을 제공받고 있습니다. 

박사과정 프로그램 입학절차는 다른 대학의 절차와 유사합니다. 학생선발은 1년에 1번 이루어지며 보

통 가을 학기에 선발절차를 시작합니다. 요구조건으로는 범죄학 또는 관련분야의 석사학위가 있어야 

합니다. 또한 지원서, 학부/석사 성적표, GRE, TOEFL (International students의 경우), 추천서 3부 그

리고 Admission Essay (Personal Statement와 유사)가 필요합니다. 1월 15일까지 지원을 받으며 채

용인원은 4~6명 정도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UTD Criminology 홈페이지에서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https://www.utdallas.edu/epps/criminology/phd-crim.html 

Funding의 경우 대부분의 Full-time students에게 그 기회가 제공됩니다. 제 Cohort의 경우 1명은 

Research Assistantship을 받았으며, 저를 포함한 5명이 Teaching assistantship을 제공 받았습니다. 

Assistantship의 혜택으로는 기본적으로 Tuition waiver를 받게 되며 연간 14,000불 이상의 Stipends

가 지급됩니다. 

이상으로 The University of Texas at Dallas의 PhD program in Criminology 소개를 마무리하겠습니

다. 이 글을 통해 KOSCA 회원님들이 UTD 내 범죄학 박사과정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라겠습

니다. 혹시 UTD 박사과정 프로그램에 대하여 소개된 것 이외의 내용에 대해 궁금하신 분들은 위에 있

는 이메일로 연락주시면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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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thern Criminal Justice Association  

CALL FOR PAPERS 
September 9th - 13th, 2019 

Nashville, TN 

DoubleTree by Hilton Hotel—Nashville Downtown 

“Improving the Efficiency and Quality of Criminology Research and Education” 
 

 
 

 

We will be heading back to Music City--Nashville, Tennessee in 2019. The DoubleTree by Hilton—

Nashville Downtown is conveniently located within close proximity to the Ryman Auditorium, Nis-

san Stadium, the Country Music Hall of Fame and Museum, and the Bridgestone Arena. The 

deadline for proposals is July 15, 2019. We will be using the electronic submission system again for 

all papers, panels, roundtables and posters (https://www.southerncj.org/conference/abstract-

submission/). Please email questions to Dr. Wesley Jennings (scja2019nashville@gmail.com).  
 

 

     John Stogner, President                                                     Wesley G. Jennings, Program Chair 

           University of North Carolina at Charlotte                                                 Texas State Univers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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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미한인범죄학회(Korean Society of Criminology in America) 연혁 및 주요업적 

 

  창립 

  2009 년 11 월 5 일 @ Philadelphia, PA 에서 공식 출범 

 

  역대 회장 명단 및 임기 

  초대회장: 장성준 박사 (2009 년 11 월- 2011 년 11 월) 

   2 대회장: 주희종 박사 (2011 년 11 월 – 2013 년 11 월) 

   3 대회장: 추태명 박사 (2013 년 11 월 – 2015 년 11 월) 

   4 대회장: 전돈수 박사 (2015 년 11 월 – 2017 년 11 월) 

   5 대회장: 김문선 박사 (2017 년 11 월 –  present) 

 

  역대 정기총회 모임 및 장소 

  2009 년: 학회창설, 창립총회 (Courtyard Philadelphia Downtown) 

  2010 년: 제 2 회 정기총회(San Francisco Marriott Marquis) 

  2011 년: 제 3 회 정기총회(Washington Hilton Hotel) 

  2012 년: 제 4 회 정기총회(Chicago Palmer House Hilton Hotel) 

  2013 년: 제 5 회 정기총회(Atlanta Marriott Marquis) 

  2014 년: 제 6 회 정기총회(San Francisco Marriott Marquis) 

  2015 년: 제 7 회 정기총회(Washington DC Hilton) 

  2016 년: 제 8 회 정기총회(Hilton New Orleans Riverside) 

  2017 년: 제 9 회 정기총회(Philadelphia Marriott Downtown) 

  2018 년: 제 10 회 정기총회(Atlanta Marriott Marquis) 

 

 
 

(Continued on page 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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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회 소식지 발간 현황 

  The Korean Criminologist: The Official Newsletter of the Korean Society of Criminology in 

  America 

 1 권 1 호 (2009) 

 1 권 2 호 (2010) 

 2 권 1 호 (2011) 

 2 권 2 호 (2011) 

 3 권 1 호 (2012) 

 3 권 2 호 (2012) 

 3 권 3 호 (2012) 

 3 권 4 호 (2012) 

 4 권 1 호 (2013) 

 4 권 2 호(2013) 

 4 권 3 호(2013) 

 4 권 4 호(2013) 

 5 권 1 호 (2015) 

 5 권 2 호 (2015) 

 6 권 1 호 (2016) 

 6 권 2 호 (2016) 

 7 권 1 호 (2017) 

 7 권 2 호 (2017) 

 8 권 1 호 (2018) 

 8 권 2 호 (2018) 

 

(Continued on page 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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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학회와 연구협력 약정을 맺은 기관들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13) 

 이화여자대학교 학교폭력방지연구소 (2014) 

 경기대학교 범죄학과 대학원 (2015) 

 대한범죄학회 (2015) 

 한국과학수사연구원 (2015) 

 한국교정복지학회 (2016) 

 경찰대학교 (2017) 

 The Center for Research in Criminology at Indiana University of Pennsylvania (2018) 

   

  역대 학회 명사 초청 강연 

 2010 년: Dr. Ronald Akers [University of Florida] 

“The Challenge of Cross-Cultural Testing of Theory in Criminology” 

 2012 년: Dr. Steven Messner [SUNY-Albany] 

“Social Institutions, Theory Development, and the Promise of Comparative Criminological 

Research” 

 2013 년: Dr. Marcus Felson [Texas State University] 

Routine Activity Theory, “Do they apply to Korea, too?” 

 2014 년: Dr. Robert Agnew [Emory University] 

“The Origin of Strains: Why Certain Events and Conditions are Disliked” 

 2015 년: Dr. Larry Siegel [University of Massachusetts – Lowell] 

“Private Security and the Need For Academic/Practitioner Partnership” 

 2016 년: Dr. Richard Rosenfeld [University of Missouri at St. Louis] 

 “US Crime Trends and Inflation: 1960-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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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년: Dr. Robert J. Sampson [Harvard University], 

“New Directions in Life-Course Criminology” 

 2018 년: Dr. Terence P. Thornberry [University at Albany & University of Maryland], 

“Crime cross the Life Course: Findings from the Rochester Youth Development Study” 

 

  역대 한미 학술 공동 심포지움 

  2013 년: 한미학술 공동 심포지움 @ 한국형사졍책연구원 

 

미국범죄학회(American Society of Criminology) 연례모임시 재미한인범죄학회 (KOSCA) 세션 운영 

현황 
 

  2018 KoSCA Sessions 

  1. Victimization in interpersonal cybercrime and computer crime 

  2. Emerging Cybersecurity Issues: Cases, Practices and Policy Recommendations 

  3. Cybersecurity and Cybercrime Education and Awareness: Interdisciplinary Approach 

  4. Interpersonal Violence against Children and Youth 

  5. Women in Academia: What’s their story? 

  6. Criminogenic Places, Neighborhoods, and Their Interaction Effects on Street Crimes 

  2017 KoSCA Sessions 

  1. Murder and Postmortem Investigations in South Korea and in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2. Are Juvenile Problems Under Control? Seeking Effective Responses and Developing Better 

Strategies 

3. Contextual Effects? Spatial Dependence? Spatial Regressions? Where We Are and Where   

We Go! 

4. Cyber Criminology and Criminal Justice Policy: Internet Fraud, Cyber-attacks, and Online   

Drugs 

5. Impact of Cybercrime on Social Media and Criminal Justice Response: Cyber-terrorism,   

Cyberbullying, Augmented Reality Game, and Cyber Polic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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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KoSCA Sessions 

1. Interpersonal Violence in Cyberspace: Cyberbullying, Sexting, Revenge Porn, and Cyber-

harassment 

2. Women in Criminology and Criminal Justice: International Scholarship and the Academy 

3. Police Response to Resistance 

4. GIS/Spatial Data Analysis in Criminal Justice Research and Practices 

  2015 KoSCA Sessions 

  1. Comparative Study of Criminal Justice Procedure for Murder: South Korea and the United 

States 

  2. Special Issues in the Criminal Justice System in Korea 

  2014 KoSCA Sessions 

  1. Use of Geo-Spatial Data Analysis and Crime Mapping in Criminal Justice 

  2. Police Stress and Leadership 

  3. New and Comparative Perspective on Criminal Justice in Korea 

  4. Crime Victimization and Recidivism among Juvenile in South Korea 

2013 KoSCA Sessions 

  1. Crime Victimization in South Korea 

  2. Special Topics in Korea 

  3. General Strain Theory 

  4. Criminal Justice System in South Korea 

  5. Fear of Crime in South Korea 

  2012 KoSCA Sessions 

  1. Crime and Victimization in South Korea 

  2. Criminal Justice in South Korea 

  3. Blind Spots in Research on General Strain Theory 

  2011 KoSCA Sessions 

  1. Criminology and Research from South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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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 법원: 청소년 마약치료 법원     
 

추경석 교수 

Utica College  
 
 

  다양한 미국 법원 시스템중에 청소년 마약치료 Juvenile Drug Treatment Court (JDTC) 특별 법원제 

  도에 관해 간략히 소개하고자 합니다.   
 

   청소년 마약치료 법원 

2017년기준으로 미국내 청소년 마약치료 법원 (JDTC) 은 43개주 405 곳에서 운영되고 있다.  

JDTC 설립목적은 문제 청소년중에 (juvenile justice system involved) 절반 이상이 다양한 마약관

련 문제를 갖고 있고 또한 재범위험이 매우 높은것에 기인한다.  JDTC는 이러한 마약문제청소년들

에게 맞춤형 치료와 재활서비스를 제공하여 재범위험을 줄이고 이들이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간략히 JDTC를 소개하자면, 대다수의 JDTC는 7-11명의 운영 위원들로 구성되어 있다. 예를 들면,  

◊ 담당 판사 (대다수의 JDTC는 전담 판사가 있음) 

◊ 검사 

◊ 변호사 

◊ 사회 봉사 단체 대표 

◊ JDTC 담당자 (JDTC supervisor/program director or manager) 

◊ 케이스 메니저 

◊ 재활 프로그램 제공자 

◊ 공립학교 대표 

◊ 청소년 보호관찰 대표 

◊ 경찰 대표 

 

  JDTC 참여자격으로는 다음과 같다. 

◊ 마약중독진단을 받은 14-17세 청소년으로 재범위험이 높은자 

◊ 부모나 보호자가 프로그램에 함께 참여하는 동의에 서명한자 

 

심각한 마약중독으로 병원에서 Intensive Detoxification  치료를 받는 경우를 제외하곤 아래의 소개된 

재활치료중 하나 혹은 병행하는 경우가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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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ssertive continuing care (ACC) 

◊ Behavioral therapy 

◊ Cognitive behavioral therapy (CBT) 

◊ Family therapy 

◊ Motivational enhancement therapy (MET) 

 

대다수의 JDTC 프로그램은 10-14개월동안 운영되며, 참여 청소년과 부모는 최소 한달에 한 번 

JDTC 운영위원회 (법정)에 참여하여, 담당 판사와 위원들에게 그동안의 치료및 프로그램 진행과정

을 보고한다. 평균적으로 40%  참여 청소년이 성공적으로 프로그램을 이수한다. 

 

OJJDP Juvenile Drug Treatment Court Guideline Project 

JDTC 가이드라인 연구 프로젝트는 Office of Juvenile Justice and Dequincy Prevention 에서 컨

소시움으로 구성된 대학과 연구소들을 (American Institutes for Research, George Mason Uni-

versity, Vanderbilt University, Court Centered Change Network, and WestEd) 지원하여, 미국 전

역에서 운영되는 JDTC 운영실태를 체계적으로 수집하여 효율적인 연방 JDTC 운영 가이드라인를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고, 본인은 WestEd 선임연구원으로 운영방침과 정책에 관한 연구팀을 이

끌었다 (최종 보고서 참조: https://www.ncjrs.gov/pdffiles1/ojjdp/grants/250442.pdf). 주요 연

구 결과는 아래에 요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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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ey Findings 

Treatment     

Options 

 • All participating JDTCs provided substance abuse treatments. The majority  

   of JDTCs offered mental health services and family services, including  

   counseling for parents. 

• Every drug court utilized urine analysis for drug testing; some also conduct 

    ed oral fluid analysis and breathalyzers for alcohol detection. 

• The juvenile clients were tested frequently, generally two to three times a 
week at random. 

Structure and 
Operation 

• The typical structure of a JDTC consisted of three major parts: intensive judi-
cial supervision, treatment services, and community-based organizational 
support. 

• JDTC coordinators played a significant role in maintaining the coordinated and 
collaborative work of all the multiple partnering agencies and organizations. 

• Most JDTCs had a clearly delineated referral process and explicitly outlined 
eligibility and program requirements in their policy manuals and client hand-
books. 

• All JDTCs in our sample used incentives and sanctions to encourage clients to 
comply with program requirements. The most frequently cited incen-
tives were gift cards and extended curfews. The sanctions most commonly uti-
lized by JDTCs were increased supervision, including GPS monitoring or de-

Successes 

• Local JDTCs defined success in a variety of ways. Some defined it as measura-
ble change or impact for youth who participated, such as program graduation 
and reduced substance abuse, continued education, sustained employment, 
and reduction in recidivism. Others defined success as staff dedication to the 
youth and long-term connections between youth, staff, and others such as pro-
bation officers. 

• In addition, a few key contacts at local JDTCs identified certain attitudinal and 
behavioral changes, such as improved relationships with parents and personal 
functioning, as being indicative of success even though these factors were not 
captured by data systems. 

• Very few key contacts, however, could provide any data on documented suc-  
cesses of their local JDTC, but nearly all indicated their perception that their  

   court was successfu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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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ey Findings 

Challenges 

•  The most common challenges were lack of funding, especially for supporting incentives 
for youth in the program and enabling sufficient staffing. 

•  Other common challenges to implementation identified by local JDTC respondents in-
cluded developing effective treatment for youth who presented with serious addiction 
or other complex problems; engaging families in the program and in providing a sup-
portive home environment for their children; insufficient treatment options, especially 
mental health and family counseling; lack of training for staff and treatment providers; 
lack of collaboration and communication among certain stakeholders in the JDTC; lack 
of partnership with some key agencies, such as the district attorney; lack of transporta-
tion for youth to attend JDTC activities, particularly in rural areas; and the role of the 
youth's defense attorney, which could conflict with the aims of the JDTC. 

•  Lack of consistency across courts about eligibility criteria, which appeared to be more 
locally determined with not much explanation of why certain youth were eligible and 
others were not. In addition, formal diagnosis was not required for some local JDTCs. 

•  Use of detention as a sanction seemed widespread regardless of research indicating 
that detention is harmful. 

Sustainability 

•  None of the JDTCs had a formal sustainability plan. 

•  Many of them suggested factors that would facilitate sustainability, such as having a 
"program champion" (i.e., someone who believes that the program is necessary and 
useful regardless of the statistics); achieving judicial, prosecutorial, school and commu-
nity buy-in (at least one JDTC used social media and a website to promote its program 
to parents and the community); having a committed leader, team and advisory board; 
and demonstrating the value of the program through data and research. 

Practice     
standards/ 

guidelines 

•  Most key contacts at JDTCs were, in general, aware of the existence of the 2004 JDTC 
practice standards. 

•  In some cases, the 16 standards were acknowledged in the local JDTC (or state-level) 
policy and procedures manual. In a few instances, the 16 standards were intentionally 
used to guide the creation of the JDTC. Others took the standards into account for per-
formance monitoring. Most key contacts supported the 16 standards, especially those 
focused on collaboration, teamwork, judicial involvement, and community partner-
ships. Family engagement was considered critical; however, some JDTCs were strug-
gling to involve parents or guardians in their child's treatment. Several JDTCs cited 
challenges around providing incentives (sometimes because of funding issues) and 
sanctions. 

•  With respect to future work related to guidelines, one key contact recommended 
reaching out to the statewide drug court associations and asking them to review and 
disseminate the new guidelines. Another key contact advocated including the use of an 
instrument such as the Youth Level of Service Case Management Inventory as a stand-
ard to facilitate data-driven offender assessment and treatment decisions. 



회원 소식 (Publications, Presentations, and Grants) 

  (1) Awards 

    전돈수 교수 (Don Soo Chon). Distinguished Research Professor Award.  
      Auburn University at  Montgomery. Fall, 2018.  
 

(2) Employment & Promotion   

김중곤 교수 (Kim Joonggon). Florida State University. 

2019년 3월1일 계명대학교 조교수로 임용.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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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koreadaily.com/news/read.asp?art_id=6591355&refere… 기사입력 2018/09/26/16:13  

                               
 
 

    추태명 교수 (오른쪽 사진)가 카 범무장관에게 패널 참석에 대한 감사의 뜻을 전하며 대화를 나누고 있다. 
  

미국에서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마약성 진통제 오피오이드 (Opiods)남용에 대해 범죄이

기 보다는 질환으로 인식해 치료와 사회 복귀에 더 치중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이날 세미

나 진행을 맡은 추태명 UNG 범죄학과 교수는 ‘약물중독이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어 해결방안을 

찾고 관련 범죄를 예방하며 수형자의 재범률을 어떻게 감소시킬수 있는지에 초점을 두고 세미나를 기

획하게 됐다’고 밝혔다 (기사 발췌 일부).  

 

임혜영 교수 (Hyeyoung Lim, Ph.D.) University of Alabama at Brimingham. 

  2018    (Special Lecturer) “Police Service Assessment and Innovation in Police  Supervision.”  

 Majors Training at ESPOL, Bogota, Colombia (November 21, 2018). 

  2018    (Keynote Speaker). “Assessment of policing models for keeping institutional legitimacy”  

 at the V. Police Science Symposium in Bogota , Colombia (November 20-22).  

  2018    (Special Guest). XVII. International Symposium of Criminal Investigation.  

 Medellin, Colombia (October 3-4). 

  2018    (Affiliated Researcher). “Research in Criminal Justice & Criminology: Past, Present, & Fu-
ture.” National Forensic Service Headquarters, Wonju, South Korea (September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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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Media/News/Press Releases 

학회  

2018년 11월15일 미주 최대 한인 미디어 정보 포털 미주 중앙일보에 재미한인범죄학회 연례총

회에 관한 기사가 보도되었습니다.  기사의 원문은 아래 링크에서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http://

www.koreadaily.com/news/read.asp?art_id=6743667 

 

임혜영교수 

a) Live Radio Interview on “Contemporary Policing and Police Science” at the Colombian  Na-
tional Police Radio Station in Bogota , Colombia on November 21st. 

b) Live Radio Interview on “AI and Policing” at the Colombian National Police Radio Station in 
Medellin, Colombia on October 4th.  

 
           Division of Cybercrime 

본 학회 사이버범죄 학술분과 멤버들을 주축으로 구성된 Center for Cybercrime Investigation and 

Cybersecurity에서 그 팀원들과 자문위원회 멤버들 (Founding members and advisory board mem-

bers)이  콜롬비아 국립경찰 라디오 프로그램에 코너를 만들어 2018년 한 해 동안, 경찰뿐 아니

라 일반 시민들에게 다양한 사이버 범죄유형에 관해 소개하고 사이버 범죄 예방에 관한 토론을 

진행했습니다.  아래는 국립콜롬비아 경찰국 라디오 프로그램과 방송일정, 주제, 발표자 리스트입

니다.  

 
FM 92.4 Colombian National Police Radio Network  
Director's name: Captain Dorian Vanegas  
Radio Program: AM the Morning 
Corner Title: Cybersecurity 
DJs: Intendant. Edwing Javier Rueda A. 

Intendant. William Alfonso Ortega T. 
Intendant. Miguel Alberto Nu n ez D. 
Intendant. Julio Ce sar Uchima S.  
ASE-02. Andrea Castro N. 

     
 
 
 
 
 
 
 
 
 
 
 

(Continued on page 45) 

회원 인사 및 연구 활동 

Page 44 

The Korean Criminologist 

Vol. 9 No. 1. January 2019 



 

     First season 
     March   8: Cryptocurrencie. Dr. Kyungshick Choi (Boston University) 
     March 15: Identity theft. Dr. Hannarae Lee (Marywood University) 
     March 22: Deepweb. Kevin Earl (University of New Haven) 
     April   5: Directed Cyberattacks. Sinchul Back (Florida International University) 
     April 19: Cyberbullying. Jin Lee (Michigun State University) 
     April 26: Ethical Hacking. Joe Provost (Syncstate & New England Regional Cyber Range)  
     May   3: Social Networks. Edgard Hernandez (Boston University) 
     May 17: Web Defacement. Dr. Dennis Giever (New Mexico State University) 
     May 24: Artificial Intelligence. Dr. Hyeyoung Lim (University of Alabama at Birmingham) 
     June 11: Cybercriminology and Cybersecurity. Drs. Kyungshick Choi & Hyeyoung Lim 
     June 14: Spoofing. Chris Pogue (NUIX) 
     June 21: Computer Ethics. Dr. Claire Lee (Inha University) 
 

     Second season 
     July   5: Password Attacks. Mike Toro (Colombian National Police) 
     July 12: Grooming. Jin Lee (Michigun State University) 
     July 19: Deepweb. Kevin Earl (University of New Haven) 
     July 26: Directed cyberattacks. Sinchul Back (Florida International University) 
     August   2: Turinet. Dr. Claire Lee (Inha University) 
     August 23: Skimming. Mike Toro (Colombian National Police) 
     August 30: Phishing. Dr. Hyeyoung Lim (University of Alabama at Birmingham) 
     September   6: Smishing. Dr. Hyeyoung Lim (University of Alabama at Birmingham) 
     September 13: DoS and DDoS. Sinchul Back (Florida International University) 
     September 20: Catfishing. Dr. Hyeyoung Lim (University of Alabama at Birmingham) 
 

     Third season - Mike Toro (Colombian National Police) 
     October 18: Application Layout Attacks  
     October 25: Romance Fraud 
     November 15: Child Abuse on Internet 
     November 22: Social Engineering 
     November 29: Morphing 
     December 6: Cybersecurity on mobile applications 
     December 13: Sniffing  
     December 20: Annual cybercrime report and  2019 trends 
      
     *Next season will start on January 10th, 2019.  

 

 

 

회원 인사 및 연구 활동 

Page 45 

The Korean Criminologist 

Vol. 9 No. 1. January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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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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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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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