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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대의 글
2020년 한국법심리학회 추계 워크숍 및 학술대회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한국법심리학회에서는 2020년 11월 28일(토)에 추계 워크숍 및 학술대회를 개최합니
다. 코로나-19로 춘계 학술대회를 취소하면서 추계 학술대회에서는 회원 여러분들을 직

접 만나 뵙고 소통할 수 있기를 소망하였으나 여전히 비대면 모임이 권장되고 사회 구성
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한국법심리학회에서는 추계 워크숍
및 학술대회를 온라인(Zoom Webinar)으로 개최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번 추계 워크숍은 한양사이버대학교의 최윤영 교수님께서 ‘법심리학자들을 위한 머
신러닝 기법의 소개’라는 주제로 진행해 주실 예정입니다. 법심리학 영역에서는 재범
가능성 예측, 목격지목의 정확성 예측 등을 위한 머신러닝 기법의 적용 가능성을 확인하

는 연구들이 다양하게 시도되고 있습니다. 이번 워크숍에서는 머신러닝 기법들을 소개하
고, 사회과학자들이 머신러닝 기법을 어떻게 이해하고 접근할 수 있는지에 대한 강연이
진행됩니다. 이 강연이 머신러닝 기법에 대한 회원 여러분들의 이해를 넓히고 다양한 주
제의 법심리학 연구에 적용가능성을 모색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추계 학술대회에서는 예비심사를 통과한 총 6편의 학위논문 발표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발표논문들은 사실판단자로서의 일반인 법적 판단, 당사자로서의 일반인 법적권리의 이
해, 면담에서의 질문 유형과 거짓말 탐지, 성범죄자의 유형화 및 조현병 환자의 형사책임
능력에 대한 판단기준 분석 등으로 법심리학의 다양한 주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추계 학
술대회에서 발표되는 논문들은 모두 학문적/현실적 중요성이 높은 주제들을 다루고 있
는 만큼, 회원 여러분들께서 국내 법심리학 연구의 최신 동향을 파악하실 수 있는 더할
나위 없이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학위논문 발표 후에는 두 편의 우
수학위논문을 선정하여 시상하고자 합니다.

직접 만나 인사를 나눌 수 없는 것이 안타깝지만, 한국법심리학회의 추계 워크숍 및 학술

대회를 통하여 멈춤 없이 활발한 학문적 교류를 하실 수 있기를 바라며, 부디 회원 여러
분들의 많은 참석을 부탁드립니다.

한국법심리학회장 조 은 경
학술위원장 한 유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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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
SessionⅠ: 워크숍
사회: 한유화(충북대학교)
[09:30 ~ 12:30]

법심리학자들을 위한 머신러닝 기법의 소개

[12:30 ~ 14:00]

점심 시간

최윤영
(한양사이버대학교)

SessionⅡ: 학술대회
사회: 한유화(충북대학교)
[14:00 ~ 14:10]

개회사 및 축사

[14:10 ~ 14:35]

정당방위 유형, 신문 기사의 내용, 판단자 개인
특성이 정당방위 판단에 미치는 영향

[14:35 ~ 15:00]

조현병 환자의 형사책임능력 판단 기준

[15:00 ~ 15:25]

「범죄피해자 권리 안내문」의 이해도 비교
연구: 2019년 개정 전·후를 중심으로

[15:25 ~ 15:40]

Break Time

[15:40 ~ 16:05]

An Empirical Analysis of the Victim
Selection Strategies of Korean Sexual
Offenders: A Latent Class Analysis

[16:05 ~ 16:30]

예상치 못한 질문과 확인 가능한 사실 요구가
거짓말 탐지에 미치는 효과

[16:30 ~ 16:55]

Differences in Victim and Perpetrator
Blaming by Crime Type, VictimPerpetrator Relationship, and Victim's
Alcohol Consumption

[16:55 ~ 17:10]

Break Time

[17:10 ~ 17:20]

우수학위논문상 시상

[17:20 ~ 17:30]

폐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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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애
(숙명여자대학교)
이은화
(동국대학교)
박송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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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재경
(경찰대학교)
문혜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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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및 수련인정
사전 등록
기간
11월 27일 (금) 17시까지

방법
우리은행 1005-803-023216 예금주: 한국법심리학회
입금 후 kapl_1@naver.com으로
[이름, 소속, 연락처, 이메일] 메일 요망

금액
학부생 - 10,000원, 회원 - 20,000원, 비회원 - 30,000원

수련 인정
범죄심리사
학회참석 3시간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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