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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범죄학회 제 16 회 세계대회
2011 년 8 월 5 일(금)~9 일(화), 일본 코베국제회의장
세계의 사회적･경제적 위기와 범죄통제정책: 지역과 국제비교
주최: 일본범죄관련학회 연합회
후원 :

법무성･문부과학성･경찰청･최고재판소･일본학술회의･국제교류기금･
킨키변호사연합회・오사카변호사회・효고현변호사회・효고현・코베시

✤✤ 환영사
일본범죄관련학회 연합회는 2011 년 8 월 5 일~9 일까지 일본의 코베에서 개최되는 국제범죄학회 제 16 회
세계대회 참가를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 대회 주제
「세계의 사회적･경제적 위기와 범죄통제정책: 지역과 국제비교
세계 경제위기는 사회와 국가에 대하여 다대한 구조적 변화를 초래할 뿐만 아니라, 범죄상황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음이 틀림없습니다. 본 대회는 지역과 국가간의 비교분석을 중심으로 하여 최근의 범죄상황과 이에
대응하기 위하여 각국이 채택한 범죄예방 정책을 검토하려는 것입니다.
✤✤ 전체 발표회 주제
① 세계 경제위기와 범죄학
② 국가의 모델과 범죄예방정책
③ 기업범죄와 비지니스범죄
④ 임상범죄학의 프론티어
✤✤ 분과 발표회
❶분과별 전체 발표회(Plenary Sessions): 국제적으로 저명한 전문가를 초청하여 연구발표를 할 예정입니다
❷분과별 발표(Paper Sessions):
☞희망자는 독자적인 세션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제안자가 그 세션의 개요와 발표자명, 전체 보고서의
개요서를 작성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개별 논문 발표 희망자는 논문의 키워드가 포함된 개요서를 작성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주최측이 적절한 세션을 배정할 예정입니다.
❸분과 토론회(Roundtable Sessions): 희망자는 개요서를 작성하여 완성된 하나의 세션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❹포스터 세션(Poster Sessions): 희망자는 개요서를 작성하여 포스터 세션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발표언어
영어, 불어, 스페인어, 일본어
☞모든 전체 발표회에는 4 개국어에 의한 동시 통역이 제공됩니다.
☞각 분과 발표회와 분과 토론회는 위 4 개국어 가운데 하나의 언어에 의한 발표도 가능합니다.
✤✤ 프로그램

오전
8/5
8/6
8/7
8/8

(금)
(토)
(일)
(월)

8/9 (화)

오후
등록

✿개회식・전체 발표회
✿전체 발표회
✿전체 발표회
✿전체 발표회

상동

종일
환영 리셉션

일반 분과발표회

포스터 세션, 전시

일반 분과발표회

포스터 세션, 전시

일반 분과발표회

포스터 세션, 전시

✿ISC 이사회・
총회・폐회식

송별 리셉션

포스터 세션, 전시

✿동시통역 제공

✤✤ 도상국 발표 참가자 지원
유엔이 인정하는 개발도상국에 속하는 참가자가 발표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한정된 인원 범위 내에서 지원
(fellowship)을 할 수 있습니다. 응모자는 심사를 위하여 2011 년 1 월 31 일까지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발표자 모집에 관한 세부사항은 대회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http://wcon2011.com).
또한 온라인 참가신청과 등록, 호텔, 관광 예약은 2010 년 8 월 1 일부터 개시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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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
조기등록
2010.8.1-2011.1.31

일
학
동
법

반

반
생
자
인

\30,000
\10,000
\10,000
\100,000

등 록 비
후기등록

당일등록

2011.2.1-2011.8.4

2011.8.5.-

\40,000
\15,000
\15,000
\150,000

\50,000
\20,000
\20,000
\200,000

✤✤ 대회 장소 http://kobe-cc.jp/english/kaigi/index.html
모든 세션은 코베시 해안에 위치한 인공섬인 포트 아일랜드 소재 코베국제회의장에서 개최됩니다.
✤✤
포트
이들
좀더

호텔
아일랜드와 코베 산노미야 지역에는 참가자에 대하여 특별가격으로 제공되는 다양한 호텔들이 있습니다.
호텔은 싱글룸이 6 천엔-2 만엔, 트윈룸이 6 천엔-2 만 5 천엔 정도입니다(조식 포함). 학생들을 위하여
저렴한 시설도 있습니다.

✤✤ 코베 안내 http://www.feel-kobe.jp/english/index.html
코베는 칸사이 공항, 오사카 공항의 두 개 국제공항과 한 개의 국내선 공항인 코베공항을 갖추고 있습니다.
토쿄까지는 신칸센 열차나 비행기로 연결됩니다. 코베 근처에는 유명한 관광명소가 많이 있어서 편리합니다.
쿄토, 나라, 히메지 성, 오사카를 하루에 관광할 수 있으며, 히로시마까지는 1 박 여행이 가능합니다. 또한
교도소나 법원 그리고 경찰서와 같은 주변 시설들을 방문할 수도 있습니다.

✤✤ ISC 소개
http://pagesperso-orange.fr/societe.internationale.de.criminologie/
국제범죄학회(ISC)는 1938 년에 설립된 비정부조직으로서 전 세계 82 개국 약 천명에 이르는 회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회장: Tony Peters(벨기에), 학술위원장: Serge Brochu(캐나다), 사무총장: George Picca(프랑스)
✤✤ JFCA 소개
일본범죄관련학회연합회(JFCA)는 2011 년 제 16 회 세계대회를 일본에서 개최하기 위하여 8 개 범죄관련 학회
에 의하여 결성되었습니다. 그 구성학회는 다음과 같습니다(알파벳 순). 경찰정책학회, 일본교정의학회,
일본범죄심리학회, 일본범죄학회, 일본사회병리학회, 일본범죄사회학회, 일본피해자학회, 일본사법복지학회

☞ 조직위원회: 위원장: Toyo ATSUMI, 부위원장: Yohji MORITA, 사무국장: Ichiro TANIOKA
☞ 실행위원회: 위원장: Setsuo MIYAZAWA, 부위원장: Toyoji SAITO, Minoru YOKOYAMA
✤✤ 문의:
Congress Secretariat
3F TTS Center, 1-4-4

(att: Ms.Osawa/Sakagami)

Mikuriya-sakaemachi, Higashi-osaka, OSAKA 577-0036 JAPAN

Tel：06-6618-4323 Fax：06-6781-8883

E-Mail：wcon2011@oucow.daishodai.ac.jp

URL: http://wcon2011.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