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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사회및성격심리학회

학회소식

1. 2021년운영위원회신임위원장위촉

 2021년 신임 범죄심리사 자격관리위원장에

윤상연 연구관(경찰대학 치안정책연구소)이

위촉되었습니다.

 전임 범죄심리사 자격관리위원장이신 김민지

교수님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021년운영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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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책 성명 소속

학회장 최훈석 성균관대 심리학과

학술위원장 신지은
전남대
심리학과

편집위원장 김영훈
연세대
심리학과

범죄심리사
자격관리위원장

윤상연
경찰대학

치안정책연구소

상벌 및
윤리위원장

고재홍 경남대 심리학과

홍보위원장 권영미 성균관대 심리학과

학회발전기획
위원장

허태균 고려대 심리학과

감사 정태연 중앙대 심리학과

2. 2020년동계학술대회개최

2020년 한국 사회 및 성격 심리학회 동계

학술대회가 12월 12일 (토 ) 온라인 (Webex

webinar)으로 개최되었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 구두 발표는 성균관대학교 600주년 기념관

제1회의실에서 실시간으로 진행되었습니다.

특별 심포지움과 신진 학자 발표, 일반 논문 발표,

대학원생 포스터 발표를 포함하여 총 24편의

연구 발표가 있었으며, 회원 및 비회원 187명이

참석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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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진 학자 발표

다른 사람의 행복 정확하게 판단하기
최혜원 (동아대학교)

미래 유사사건 경험 가능성의 효과를 중심으로
한 자의식정서의 기능 고찰
최혜만 (Marshall University)

군계일학의 심리학: 수행 우수 구성원의 문화적
지향성과 집단 과제에서의 동기 증진
서정길 (성균관대학교)

Does money make life meaningful? 
Socioeconomic status, financial self-efficacy, 
and meaning in life
김진형 (서강대학교)

신진 학자 발표 세션에서는 타인의 행복 판단에

서 사용하는 단서들에 대한 연구와 부정적인 과

거 사건에 대한 수용에 있어서 사건 재경험 가능

성 및 자의식 정서가 미치는 효과를 검증한 연구,

집단 과제 수행에서 구성원의 동기를 증진시키

는 문화적 지향성의 효과에 대한 연구, 그리고

사회경제적 지위와 삶의 의미의 관계를 매개하

는 경제적 자기효능감의 역할을 검증한 연구가

발표되었습니다.

특별 심포지움: 지속가능한 공동체 구축

좌장: 정태연 (중앙대학교)

포스트코로나와 인간의 미래

이종관 (성균관대학교)

다문화사회의 마음의 벽과 마음의 창: 이주민과

선주민의 상호인식

윤인진 (고려대학교)

어떤 공동체, 어떤 정치인가?

김비환 (성균관대학교)

지속가능성을 위한 심리학의 전환: 환경에서 생

태계로

한규석 (전남대학교)

특별 심포지움의 주제는 ‘지속가능한 공동체 구

축’으로, 철학, 사회학, 정치학, 심리학의 다양한

관점에서 공동체의 의미를 고찰하고 지속가능한

공동체의 구축 방향에 대해 제언하는 연구가 발

표되었습니다.

두 세션으로 구분되어 진행된 일반 논문 발표는

신뢰, 자기, 동기, 범죄, 대인 지각 및 대인 관계,

행복, 북한이탈주민 대상 심리척도 개발 등 등

다양한 주제에 대한 최근 연구 결과를 소개하였

습니다. 각 세션의 발표가 끝난 후 사전 접수 및

Webex를 통해 실시간으로 접수된 질문을 바탕

으로 질의응답을 진행하였습니다.

일반 논문 발표 (1부)

사회경제적 불평등과 신뢰: 사회 계층과 소득 불
평등이 신뢰에 미치는 영향
김영주 (서강대학교), Nicolas Sommet (University of 
Lausanne, Switzerland), 나진경 (서강대학교), Dario 
Spini (University of Lausanne, Switzerland)

사회비교와 낮은 안녕감: 내현이론의 중요성
박은정, 신지은(전남대학교)

도망친 유머: 선량한 위반을 위한 심리적 거리
신홍임(순천대학교)

사회적 지위와 비도덕적 행동의 역설적 관계
김민지, 나진경(서강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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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술대회 발표 자료는 학회 홈페이지 학술대

회 > 학술대회 자료집 메뉴

(https://www.ksppa.or.kr/html/?pmode=B

BBS0013900007)에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일반 논문 발표 (2부)

부정적 환상으로부터 행동으로: 심리적 대조의
코로나 19 예방 행동 촉진 효과
김선영, Gabriele Oettingen, Peter Gollwitzer(New 
York University)

아동의 물질주의가 행복과 자존감에 미치는 영
향: 종단 분석
임낭연(경성대학교)

소년원생의 성차에 따른 재입원 요인 연구: 성격, 
관계, 소년원 내 징계를 중심으로
성현준, 이수정(경기대학교)

한민족 통일을 위한 심리척도 개선 방향
채정민(서울사이버대학교)

대학원생 포스터 발표는 사전 녹화한 발표 영상

을 유튜브에 게시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으며,

학회 일정 중 실시간 질의응답을 진행하였습니

다.

포스터 발표

직장인의 자아존중감이 성인지 감수성에 미치는
영향: 성별 차이를 중심으로
정우강, 박희현(동신대학교)

청년의 자기불일치가 주관적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 귀인양식의 매개효과
김은지, 최은수(고려대학교)

공정한 세상에 대한 믿음과 COVID-19 관련 행동
의 관계: 불안의 매개효과
한지민, 최훈석(성균관대학교)

범죄예방에 있어서 인공지능로봇 활용에 관한
평가: 사회경제적 지위에 따른 차이
김보경, 김범준, 박동선(경기대학교)

집단간 관계에서 공감의 역효과
정진오, 최훈석(성균관대학교)

즐거움 혹은 의미: 서로 다른 배우자 가치 신호
로써의 두가지 행복
위윤서, 서은국(연세대학교)

STEM과 HEED의 성별 직종분리에 대한 대학생
의 태도: 성별과 성 정체성의 영향
차현진, 최은수(고려대학교)

집단간 공감에서 공감 초점의 효과
도은별, 최훈석(성균관대학교)

3. 2020년동계학술대회사전등록비기

부

2020년 동계 학술대회 사전등록비 중 일부를 학

회 명의로 인도주의적 구호활동 단체인 ‘옥스팜’

에 기부하였습니다. 참여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

사드립니다.

4. 학회지우수논문상시상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게재 논문 중

심사를 통하여 우수논문을 선정, 우수논문상을

시상하였습니다. 2020년도 학회지의 우수논문

상 시상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논문 저자: 최승혁(광운대학교 방위사업연구

소), 허태균(고려대학교 심리학과)

 논문 제목: 그들이라면...그럴만하지: 범죄 고

의성 판단에서 도덕적 특성과 범죄 전형성의

역할

수상하신 저자분들께 축하의 말씀을 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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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2021년 범죄심리사 1급 및 전문가 대

상보수교육실시

 일시: 2021년 1월 30일 ~ 2021년 1월 31일

 내용: 범죄심리사 전문성 역량강화를 위한 범

죄심리사 1급 및 범죄심리사 전문가 보수교육

이 온라인으로 실시될 예정입니다.

 자세한 안내사항은 학회 홈페이지 공지사항

(https://www.ksppa.or.kr/html/?pmode

=BBBS0013900001&page=1&smode=view

&seq=115&searchValue=&searchTitle=st

rTitle)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관련 담당자 및 문의처: 

crime2008@hamail.net

6. AASP2021 서울 학회 뉴스레터 발행

및초록제출기한연장

 아시아사회심리학회(AASP) 2021 서울 학회

의 세 번째 뉴스레터를 발행하였습니다. 뉴스

레터는 AASP2021 홈페이지의 ‘News & 

Notice’ 메뉴

(https://www.aasp2021seoul.org/html/?

pmode=BBBS0014400001&page=1&smod

e=view&seq=53&searchValue=&searchTi

tle=strTitle)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AASP2021 서울 학회의 초록 제출 기한이

2021년 2월 15일로 연장되었습니다. 많은 관

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mailto:crime2008@ha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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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전임교원신규임용

 김진형 회원(서강대학교 심리학과): 2020년 1

학기 임용

 최혜원 회원(동아대학교 사회학과): 2020년 2

학기 임용

 최혜만 회원(가천대학교 심리학과): 2021년 1

학기 임용

한국사회및성격심리학회 NEWSLETTER 2020 WINTER

회원소식

2. 경·조사

 최인철 회원(서울대학교 심리학과) 부친상

 한민 회원(우송대 교양교육원) 빙부상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4. 신규회원

신규 회원 가입을 환영합니다!

(2019년 11월 23일 ~ 2020년 12월 21일 가입비

납부 기준)

정회원 (총 32명)

김나연 김상래 김영근 김정모 김지근 김지현

김태영 김태호 김혜진 남궁혜정 남다원 문현실

박경택 박민지 박선형 박희현 안유빈 안정현

양미정 오아윤 오유진 왕세연 이경숙 이기은

이형근 장대익 전해란 정수현 정영식 최소정

한보미나 한유화

준회원 (총 47명)

강혜원 고유리 공풍용 구미영 구병훈 권능

권문선 김가연 김동희 김성철 김영숙 김윤지

김은지 김지경 문홍원 민지은 박상철 박선영

박송희 박정남 박혜림 배윤주 변인옥 성삼환

안문영 여언여 오사윤 유예림 이민주 이서준

이성애 이윤지 이은정 이주민 이지선 이창현

임소현 장효주 전효영 정연영 조양희 조용우

차현진 최승호 추희경 홍서현 홍정현

본 학회에서는 사회 및 성격 심리학에 관심있는

예비 회원들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회원들께서도 주위에 우리 학회를 적극적으로

홍보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뉴스레터에 소개 또는 홍보하실 내용은 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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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는학회간사(정진오, ksppa1004@naver.com)에게

보내주시기바랍니다.

3. 도서발간

박선웅 회원(고려대학교 심리학과)께서 신간을

발간하셨습니다.

 도서명: (온전한 나로 살기 위한) 정체성의 심

리학

 출판사: 21세기북스 (2020년 7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