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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술타당도평가(Statement Validity Analysis) 워크샵”

안녕하십니까?

최근에 증가하고 있는 아동 성폭력, 아동 학대 사건은 물리적 증거가 없이 피해자의
진술에 의존하여 사실을 판단해야 하는 경우가 많아서 경찰, 검찰, 법원에서 가해자의
처벌 여부를 가리기 위해 심리전문가에게 피해자의 진술신빙성에 대한 의견을 요청하
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피해자가 실제로 경험한 사실을 말하는 것인지 아닌지
를 평가하는 일은 피해자뿐만 아니라 가해자의 운명과도 직결되어 있는 매우 어려운
문제입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진술신빙성 평가 방법론이 체계화되어 있지 않고
전문가의 숫자도 매우 적어서 많은 사건에 도움을 주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독일 법정에서는 심리전문가들이 진술신빙성에 대해 전문가 의견을 제시하는 것이 일
반화되어 있어 우리나라 법정에서도 참고가 되고 있습니다. 이번 워크샵을 진행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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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법을 연구하고 체계화한 심리학자이며, 독일과 다른 나라에서 수백 건의 전문가 의
견을 제시한 이 분야 최고의 전문가입니다. 이번 워크샵에서는 풍부한 연구 결과와
실제 사례들을 통해서 국내 심리전문가들이 진술신빙성 평가의 지식과 기법을 향상시
킬 수 있도록 도와드릴 것입니다.

이 분야에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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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VA 워크샵에서 다루어질 주제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부정확한 진술의 다양한 원인과 그것을 진단하는 방법
▶아동의 진술을 평가하는 다양한 방법들의 신뢰도와 타당도 문제
▶암시의 영향과 피암시성 문제
▶아동을 적절하게 면담하는 방법
▶SVA를 활용한 가설검증 절차
▶CBCA(Criteria-Based Content Analysis)에 대한 정확한 이해
▶SVA의 단계적 평가 방법 및 사례
▶전문가 의견서 작성 방법

일

시: 2014년 8월 25일~27일 (3일간), 09:30-17:30

장

소: 숙명여자대학교 순헌관 612호

참가 자격: 한국심리학회 범죄심리전문가, 범죄심리사 1급 (수련생 포함),
임상심리전문가, 상담심리전문가, 발달심리전문가,
법원 전문심리위원, 진술분석 실무자(경찰, 검찰, 법원, 아동보호기관 등)
혹은 심리학 석사 이상 학위 소지자
참 가 비 : 40만원 (교재, 중식, 이수증 포함)
(한국법정심리학회 정회원 및 준회원은 5만원 할인.
신청 시 2014년도 한국법정심리학회 연회비 납부 여부 확인)
입금 계좌: 우리은행 1002-345-409135, 예금주: 조은경(법심리학연구소)
신청 기한: 2014년 8월 15일, 18:00까지 신청서 작성 및 입금 완료
(당일 등록은 불가함을 양해 바랍니다.)
참가 문의: 이정윤 연구원, psylaw@hallym.ac.kr, 010-4007-66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