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젠더폭력과
피해자 보호를 위한

경찰의 대응방안

오시는길

충주공용버스터미널 - 수안보 방향(200번대) 시내버스 이용

충주역 하차 - 수안보 방향(200번대) 시내버스 이용

서울 경기지역에서

경부, 중부고속도로 → 영동고속도로(하행선 강릉방향) → 여주휴게소 지나서

→ 여주분기점(여주-김천간 중부내륙 고속국도 이용) →  ① 충주IC이용 ② 괴산IC이용

① 충주 IC 이용시(약 22km)  → 충주시내방향 → 충주대학교 → 용두교차로(수안보방향) → 살미사과탑 

→ 수안보휴게소 → 용천삼거리(수안보방향으로 직진) → 언덕위 좌측 주유소 지나 내리막길로 진행 방향 

좌측에 중앙경찰학교 

② 괴산 IC 이용시(약 13km) → 수안보방향 → 방곡삼거리(좌측으로) → 문강방향 → 문강사거리(추측방향) 

→ 문강온천(좌측 위치) → 원통마을 → 중앙경찰학교

고속버스

기 차

자가용

셔틀버스 운행 • 충주역, 충주시외버스터미널에서 중앙경찰학교까지 셔틀버스를 운영합니다.

•  학술대회 시작 전 1회, 종료 후 1회 운행 예정이오며, 시간은 신청자들을 대상으로 추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 이용신청: 조제성 간사(010-5423-1863)에게 신청바랍니다.

일시

2018년 6월 21일(목요일) 13:30~18:30

장소

중앙경찰학교 제4강의동 대강당

 | 주 최 | 한국범죄심리학회



초/청/의/말/씀

존경하는 학회 회원과 임원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을 지나 풋풋한 연둣빛으로 가득한 6월에 학회 회원과 임원진 여러분께 인사를 

드립니다.

한국범죄심리학회는 회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바탕으로 대·내외적으

로 발전하는 학회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회원 여러분의 지지와 성원에 늘 감사드리며, 

아울러 학회발전을 위해 묵묵히 노력해준 임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번 학술대회는 중앙경찰학교와 공동으로 ‘젠더폭력과 피해자 보호를 위한 경찰의 

대응방안’이라는 주제로 학술대회를 개최하여 젠더폭력 문제에 대한 경찰의 대응방안

과 피해자 보호의 방향성에 대한 의견을 공유하고자 합니다.

젠더폭력이란 사회적 의미의 성(性)을 의미하는 ‘젠더(gender)’와 ‘폭력’이 합쳐진 말

로 성별 차이를 기반으로 발생하는 신체·정신·성적폭력을 통칭하는 말입니다. 최근, 

이러한 젠더폭력이 사회적으로 이슈화가 되고 있는 만큼, 젠더를 기반으로 한 폭력에 

대응하는 경찰의 역할이 중요하게 인식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젠더폭력 문제를 다루는 이번 학술대회에 학회 회원과 임원진 여러분께서 

적극적으로 참석하시어 학문적인 정보를 공유하고, 젠더폭력 근절을 위한 다양한 아이

디어를 제시할 수 있는 귀중한 자리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귀중한 발제를 해주실 발표자분들과 토론에 참가하여 풍성한 고견이 오갈 수 있게 

해주실 토론자 분들, 그리고 좌장과 사회를 맡아주실 사회자분들, 학술대회 준비를 위

해 수고해 주실 학회 집행부와 중앙경찰학교 교직원 그리고 교육생 여러분께 감사의 말

씀을 올리며, 모든 회원 여러분의 건승과 발전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한국범죄심리학회 회장   김 상 균

중앙경찰학교장    박 건 찬

등록 & 사전행사

13:30~14:00    참석자 등록 

14:00~14:20    개회사: 김상균 교수(백석대학교, 한국범죄심리학회장)

 환영사: 박건찬 치안감(중앙경찰학교장)

 축   사: 최응렬 교수(동국대학교, 한국경찰학회장)

14:20~14:30 기념 촬영 및 Break Time

전체사회 : 박상진 교수(세한대)

14:30~14:45(15분) 기조발표 경찰의 범죄피해자 보호방향

● 발표자: 장석헌 교수(순천향대학교, 한국범죄심리학회 명예회장)

14:50~15:40(50분) 제1세션 여대생의 사이버 성폭력 피해경험

사회: 송병호 교수(백석대학교 경찰학과)

● 발표자: 성용은 교수(극동대학교 경찰행정학과)
● 토론자: 이윤용 교수(중앙경찰학교 수사학과) / 안영규 교수(신경대학교 경찰행정학과)

15:40~15:50 Break Time(10분)

15:50~16:40(50분) 제2세션 경찰의 가정폭력 대응방안

사회: 이임걸 총경(중앙경찰학교 학생과장)

● 발표자: 이창용 교수(중앙경찰학교 여성청소년학과)
● 토론자: 김선영 교수(중앙경찰학교 여성청소년학과) / 이완희 교수(가천대학교 경찰안보학과)

16:40~16:50 Break Time(10분)

16:50~17:40(50분) 제3세션 경찰의 데이트 폭력 대응방안

사회: 이창배 교수(동국대학교 경찰행정학과)

● 발표자: 박외병 교수(동서대학교 경찰행정학과)
● 토론자: 홍정연 교수(중앙경찰학교 윤리인권학과) / 김도우 교수(경남대학교 경찰학과)

17:40~17:50 Break Time(10분)

17:50~18:05 특별발표 미국의 젠더폭력 현황과 대응 (Current Situation and Response of Violence in the U.S.)

● 발표자: 조역일 교수(중앙미주리대학교 형사사법학과)

 Dr. Yeok-il Cho(Professor of Criminal Justice Department at University of Central Missouri)

18:05  폐회 및 만찬 다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