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범죄심리학회 학술대회 초청의 말씀
―――――――――――――――――――

존경하는 학회 회원과 임원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7년도 그 끝을 향해가고 겨울바람의 향기가 느껴지는 계절입니다.

한국범죄심리학회는 회원 여러분의 깊은 사랑과 관심을 바탕으로 대내·외적 성취가 많았

던 해입니다. 회원 여러분의 지지와 성원에 늘 감사드리며, 아울러 학회발전을 위해 묵묵히 

노력해준 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번 학술대회는 2017년의 마지막 학술대회로 범죄심리 관련 주제를 통해 실질적인 범죄

와 심리의 이슈를 다루고자 했습니다. 범죄심리와 관련된 새로운 동향과 중요하지만 크게 

관심 받지 못했던 다양한 이슈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토론함으로써 학문적 방향의 시대적 

근거가 되게 하고자 합니다.

귀중한 발제를 해주실 발표자분들과 토론에 참가하여 풍성한 고견이 오갈 수 있게 해주실 

토론자 분들 그리고 좌장과 사회를 맡아주실 사회자분들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범죄심

리 관련 주제의 활발한 논의를 통해 참여할 모든 회원여러분께서 최근 한국범죄심리학의 핵

심논지 및 새로운 영역에 대한 노거를 고찰 할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 될 수 있길 기대합니

다.

학술대회를 통해 2017년을 마무리하면서 범죄심리 학문영역의 이슈를 확인 하고 새롭게 

맞이하게 될 새해에 범죄심리학의 학문적 고취를 위한 기반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많은 회원여러분과 임원진 여러분 한국범죄심리학회 학술대회에 참석하셔서 학문적 소양

과 의견을 교류할 수 있도록 자리를 빛내주시길 바랍니다.

모든 회원 여러분 평안하시길 기원하며, 2017년 무탈하게 마무리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한 국 범 죄 심 리 학 회  회 장

김 상 균 배상



〔학술대회 안내〕

대주제 : 한국범죄심리학의 신경향

일  시 : 2017년 12월 15일(금요일) 12:30 ~ 17:00

장  소 : 백석대학교(천안캠퍼스) 백석생활관 컨퍼런스룸

〔일 정 표〕

전체사회 : 김도우 교수(경남대)

일    정 발표 및 내용

등록 12:30-12:40 참석자 등록

개회식 12:40-12:55
개회사: 김상균 교수(한국범죄심리학회 회장)

축  사: 장석헌 교수(한국범죄심리학회 명예회장

1세션 13:00-13:50

<주제: 학업중단 청소년의 온라인 도박경험 경로 연구>

사회자: 곽대경 교수(동국대)

발표자: 조제성 박사수료(동국대)

토론자: 유재두 교수(목원대), 이완희 교수(가천대)

휴  식 13:50-14:10 Tea Time

2세션 14:10-15:00

<주제: 진술분석의 역사적 발전과정과 연구과제>

사회자: 장석헌 교수(순천향대)

발표자: 박종선 교수(백석대학교)

토론자: 성용은 교수(극동대), 박동수 교수(서남대)

휴  식 15:00-15:20 Tea Time

3세션 15:20-16:10

<주제: 젊은층의 고독한 자살(일명 ‘고독사’)의 예방과 대책에 관한 연구>

사회자: 송병호 교수(백석대)

발표자: 신현주 교수(가톨릭관동대학교)

토론자: 박상진 교수(세한대), 윤병훈 교수(경동대)

휴식 16:10-16:20 Tea Time

4세션 16:20-16:40 <연구윤리교육>

총회 16:40-17:00 이사회 및 정기총회

폐회 17:00- 폐회 및 만찬장소 이동



〔오시는 길〕

대중교통 이용시

○ 천안버스터미널

각 지역 고속버스터미널 또는 시외버스 터미널에서 천안행을 타신 후 천안고속버스 터미널에서 하차, 길 건너 

시내버스 정류장에서 시내버스(14,700,701,710,711) 또는 학교 셔틀버스(학기 중에만 운영)를 타세요. 약 10분

○ 천안역

천안역(동문)에서 내리신 후 택시승강장 우측 버스정류장 맞은편에서 시내버스(700,701,710,711)를 타세요. 약 15분 

○ 두정역

두정역에서 내리신 후 택시 승강장 맞은편 버스정류장에서 시내버스 14번 또는 셔틀버스를 타세요. 약 15분 소요

○ KTX역

KTX역 천안방면 버스정류장에서 13번을 타서 백석대학교 앞에서 하차하세요(300m 도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