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ean Association of
Psychology and Law

2018
한국법심리학회
워크샵 및
춘계학술대회

일시
2018. 06. 22. 금
13:00 ~ 18:00

장소
동국대학교(서울캠퍼스)
혜화관 2층 고순청세미나실

주최

후원

한국법심리학회

동국대학교 경찰사법행정대학

인사말
푸르름이 더해가는 6월에 한국법심리학회에서 인사드립니다. 본 학회는
6월 22일 동국대학교 혜화관 2층 고순청 세미나실에서 진술분석 워크샵 및
춘계학술대회를 개최하고자 합니다.
오전에는 진술분석 워크샵이 진행됩니다. 아동이나 장애인에 대한 성폭력
사건들은 물적 증거가 없는 경우가 많아,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 여부는
유무죄 판단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CBCA(Criteria-Based Content
Analysis)는 성폭력 피해아동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하는 진술분석
기법입니다. 본 워크샵에서는 CBCA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사용 방법을
알아보고 간단한 실습도 함께 실시할 예정입니다.
오후에 진행되는 본 학술대회는 심포지엄 및 일반논문 발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권력과 지위를 이용한 권력형 성범죄의 경우 가해자가 위력을
이용해 범죄를 저지른다는 점에서 피해자의 고통은 더욱 심각하다 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권력형 성범죄를 주제로 발표자들을 모시고
심포지엄을 개최하고자 합니다. 또한 다양한 법심리학적 주제의 일반논문
발표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법심리학에 관심 있는 연구자, 실무자 및 학생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한국법심리학회
학회장 조 은 경
학술위원장 이 미 선

한국법심리학회 워크샵
한국법심리학회에서 성폭력 피해아동 진술의 신빙성 판단을 위한 진술분석 워크
샵을 개최합니다. 관심 있으신 대학생, 대학원생 및 일반인 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
드립니다.

제목

진술분석 워크샵1: CBCA에 대한 정확한 이해

강사

조은경 (동국대학교 경찰행정학부 교수)

일시

2018년 6월 22일 (금) 09:00 ~ 11:50

장소

동국대학교 혜화관 2층 고순청세미나실

참가비

사전예약: 3만원 / 현장등록: 4만원

입금계좌

우리은행 1005-803-023216 (예금주: 한국법심리학회)

사전예약
기간

2018년 6월 6일(수) ~ 2018년 6월 21일(목) 18:00 까지

워크샵 개요

※ 첨부된 지원서 양식 작성하여 kapl@daum.net로 제출

아동이나 장애인에 대한 성폭력 사건들은 물적 증거가 없는
경우가 많아 피해자의 진술신빙성 여부가 유무죄 판단에
결정적 역할을 하게 된다. 이에 경찰, 검찰, 법원 등에서
진술분석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하는 사건들이 증가하고 있다.
본 워크샵에서는 진술분석 방법으로 널리 알려져 있는
CBCA(Criteria-Based Content Analysis)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사용 방법에 대해 알아보고 간단한 코딩 실습도 해볼
것이다.

※ 본 워크샵은 범죄심리사 연수평점 2시간 인정됩니다.
☎ 문의
정지은(한국법심리학회 간사) 010-2663-4130 (kapl@daum.net)

Korean Association of
Psychology and Law

2018
한국법심리학회
춘계학술대회
- 권력형성범죄
주최

후원

한국법심리학회

동국대학교 경찰사법대학

일시

2018. 06. 22. (금) 13:00 ~ 18:00

장소

동국대학교 혜화관 2층 고순청세미나실

참가 접수
현장등록
회원/학생

비회원

1만원

2만 원

※ 학생증 제시 필수

프로그램

사회: 김민지(숙명여자 대학교)

12:30 ~ 12:50

등록 및 접수

13:00 ~ 13:10

인사말

조은경(한국법심리학회 회장)

축사

이윤호(동국대학교 경찰사법대학장)

심포지엄: 권력형 성범죄

13:10 ~ 13:40

권력형 성폭력과
피해자의 ‘말할 수 없음’

김정혜(고려대학교)

13:40 ~ 14:20

직장내 성희롱 판단에 대한
문화 차 연구

최이문(경찰대학교)

14:10 ~ 14:40

종합토론

이기범(경찰청)
윤상연(치안정책연구소)

14:40 ~ 15:00

휴식

일반논문발표

15:00 ~ 15:30

권력형 성희롱: 성희롱과 외상
후 증상의 관계에서의 조직
배반의 매개효과

15:30 ~ 16:00

성폭력 피해아동 진술 신빙성
판단 시 평가자간 신뢰도:
진술분석 전문가를 대상으로

이미선(동양대학교)

16:00 ~ 16:30

배심원의 성별 및 피해아동의
연령이 가해자 처벌판단에
미치는 영향: 진술신빙성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김지현(숙명여자대학교)

16:30 ~ 17:00

공감수준과 공감지시가 얼굴
감정 인식에 미치는 영향

배민선(한림대학교)

17:00 ~ 17:30

청소년기 경찰접촉에서 인식한
절차적 정성이 법의식에 미치는
영향: 경찰에 대한 태도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하지은(숙명여자대학교)

17:30 ~ 18:00

종합 질의 및 응답

18:00

폐회사

김지은(이화여자대학교)

조은경(한국법심리학회 회장)

오시는 길

혜화관 2층(9번)
고순청세미나실

3

4

충무로역 3,4호선
1번 출구

정문
후문

3

동대입구역 3호선
6번 출구

중문(혜화문)

자가용 이용
모든 자동차의 출입은 동국대 정문으로만 가능

지하철 이용시
3호선 동대입구역 6번 출구 이용
3,4호선 충무로역 1번 출구 이용

버스 이용시
장충동(동국대 입구)
지선버스: 7212 간선버스 144, 301, 420, 407
대한극장 앞
지선버스: 7011 간선버스: 104, 105, 140, 463, 421, 507, 604

자가용 이용시
모든 자동차의 출입은 동국대 정문으로만 가능
분당방면 : 한남대교 -> 남산국립국장 400m 전방 - > 동국대 정문
강남방면 : 동호대교 -> 장충체육관 앞 사거리에서 좌회전 300m 전방 -> 동국대 정문
용산방면 : 남산 2호 터널 통과 후 좌회전 100m 전방 -> 동국대 정문
동대문방면 : 장충사거리 200m 전방 -> 동국대 정문
(주차권: 4시간 3천원, 8시간 5천원 현장구매 가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