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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사회및성격심리학회

학회소식

1. 2020년춘계학술대회취소

COVID19의 심각성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시

책에 부응하고자 5월에예정되어있던금년 춘계

학술대회를취소하게되었습니다.

12월에 개최될 추계 학술대회는 전일(all-day)

동안 진행될 예정입니다. 회원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참여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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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020년임원구성변경

1) 운영위원회신임 부위원장 위촉

• 범죄심리사 자격관리부위원장: 윤상연 연구

관 (경찰대학치안정책연구소)

2) 신임 선임이사위촉

• 김영훈교수 (연세대학교)

• 최은수교수 (고려대학교)

• 김지윤교수 (아주대학교)

• 윤상연연구관 (경찰대학치안정책연구소)

3.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발간

및운영세칙변경

본 학술지의 발간 및 운영 세칙이 아래와 같이

일부변경되었습니다.

▪ 논문수정기간 내에 수정된 논문을제출 하지

않은경우,해당 논문을게재불가로처리

▪ 관련상세페이지:

http://ksppa.or.kr/html/?pmode=BBBS001

3900004&page=1&smode=view&seq=76&sea

rchValue=&searchTitle=strTitle

4. 학회영문홈페이지제작

본 학회의 저변 확대를 위해 학회 홈페이지의 영

문페이지를제작하였습니다.

영문 홈페이지에서는 학회 관련 주요 정보 및 최

근에 발행된 본 학술지 논문의 영문 초록, 학술

대회 발표 논문의 제목 및 저자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에최근 3년 간(2017-2019)춘계 및추계학술

대회에서 발표하신 연구자분들께 발표 논문 제

목 및 저자 영문 이름에 대한 정보를 요청 드릴

예정이오니,모쪼록협조부탁드립니다.

▪ 영문홈페이지주소:

http://eng.ksppa.or.kr/html/

5. 2021 아시아사회심리학회 조직위원회

신임위원위촉

1) 신임 학술위원위촉

▪ 김민지교수 (숙명여자대학교)

▪ 윤상연연구관 (경찰대학치안정책연구소)

http://ksppa.or.kr/html/?pmode=BBBS0013900004&page=1&smode=view&seq=76&searchValue=&searchTitle=strTitle
http://eng.ksppa.or.kr/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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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2021 아시아사회심리학회(AASP) 서

울학술대회초록접수

2021년 8월에 개최되는 14회 아시아사회심리학

회 서울 학술대회의 초록 접수가 시작되었습니

다.초록접수마감일은 11월 30일입니다.

이번 학술대회에는 다양한 분야의 국내외 석학

들이 참여하는 Keynote Speech, Featured

Talk, Featured Symposia가 준비되어 있으며,

COVID19관련심포지엄도구성될예정입니다.

사회및성격심리 분야뿐아니라다양한 유관분

야의 연구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회원 여러분

들의많은관심과참여부탁드립니다.

▪ Conference Theme: Social Psychology

of Intergroup Conflict: Towards Peace

and Reconciliation in Asia

▪ 초록제출안내페이지:

http://www.aasp2021seoul.org/html/?pmo

de=GuidelinesSubmission

▪ 초록제출페이지:

http://www.aasp2021seoul.org/html/?pmo

de=AbstractSubmission

▪ AASP 2021 뉴스레터:

http://www.aasp2021seoul.org/html/?pmo

de=BBBS0014400001&page=1&smode=view

&seq=51&searchValue=&searchTitle=strTit

le

http://www.aasp2021seoul.org/html/?pmode=GuidelinesSubmission
http://www.aasp2021seoul.org/html/?pmode=AbstractSubmission
http://www.aasp2021seoul.org/html/?pmode=BBBS0014400001&page=1&smode=view&seq=51&searchValue=&searchTitle=str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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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소식

1. 경•조사

1) 최해연 회원(한국상담심리대학원대학교)

시부상

2) 이동귀 회원(연세대학교) 모친상

3) 김영윤 회원(경기대학교) 부친상

삼가고인의명복을빕니다.

3. 신규회원

신규 회원 가입을 환영합니다!

(2019년 12월 28일 ~ 2020년 7월 6일 회비 완납

기준)

정회원 (총 3명)

김상래 남다원 이경숙

준회원 (총 6명)

권 능 박송희 성삼환 이은정 임소현 전효영

2. 기타회원활동

1) 이구현회원과최재훈회원께서사회및성격

심리학을일반대중에게소개하기위한심리학

유튜브채널을개설하셨습니다. 회원여러분들

의많은관심부탁드립니다.

▪ 채널명 : 심리학에취하다

▪ 링크 : 

https://www.youtube.com/channel/UC

QwVCO9kw4hOcmNjlDasGQQ?view_as=s

ubscriber

▪ 이메일: shininghand29@gmail.com

2) 정현도회원(대법원/ 국민대교육심리학 박사)

께서 HK리서치센터의센터장정현근교수(고려

대뇌공학박사)와함께전문심리검사활동을시

작하셨습니다.  HK리서치센터는올해 1월부터

구리경찰서와업무협약을체결하여소년범선도

위원회자문기관으로등록되어운영되고있습니

다. (프로필: 

http://newstart.coach/company/company

_3_4.php)
본학회에서는사회및성격심리학에관심있는

예비회원들의참여를기다립니다! 

회원들께서도주위에우리학회를적극적으로

홍보해주시기를부탁드립니다!

뉴스레터에소개또는홍보하실내용은 학회

홍보위원장(권영미, youngmi.kwon.psy@gmail.com) 

또는학회간사(정진오, ksppa1004@naver.com)에게

보내주시기바랍니다.

본 학회에서는홈페이지를통하여사회및성격

심리학과관련된다양한컨텐츠(예: 도서, 영화, 

유튜브영상등)를회원및대중과공유하고자

합니다. 다른사람들과공유하고싶은컨텐츠를

추천해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보내실곳: 홍보위원장 (권영미, 

youngmi.kwon.psy@gmail.com)

https://www.youtube.com/channel/UCQwVCO9kw4hOcmNjlDasGQQ?view_as=subscriber
http://newstart.coach/company/company_3_4.ph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