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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회 소식
1. 2021년 임원 구성 변경

3. AASP 2021 서울대회 개최

1) 신임 선임이사 위촉

2021년 제 14회 아시아사회심리학회 (Asian

• 김진형 교수 (서강대학교)

Association of Social Psychology; AASP)
서울대회가 온라인 형식으로 개최되었습니다.

• 박상희 교수 (충북대학교)

성균관대학교 600주년 기념관 세미나실에 학회

• 최혜만 교수 (가천대학교)

운영본부를 설치하여 운영 staff들이 각 발표

• 최혜원 교수 (동아대학교)

세션의 진행을 지원하였으며, 참가자들은 온라인
플랫폼(Whova) 및 이에 연동된 Zoom 회의실을
통해 학회에 참여하였습니다.

2. 이사회 보고
1) 2021년 제 1차 확대이사회 (온라인)
▪ 일시: 2021년 1월 25일 3시

▪ 참석자: 최훈석(회장), 김영훈(편집위원장), 권
영미(홍보위원장), 허태균(학회발전기획위원
장), 정태연(감사), 김진형(선임이사), 나진경
(선임이사), 최은수(선임이사), 최혜원(선임이
사), 홍영오(선임이사)
▪ 안건: AASP 2021 서울대회 홍보 및 참여 독
려

2) 2021년 제 2차 확대이사회 (온라인)
▪ 일시: 2021년 7월 19일 3시

▪ 참석자: 최훈석(회장), 김영훈(편집위원장), 고
재홍(상벌 및 윤리위원장), 윤상연(범죄심리사
자격관리위원장), 권영미(홍보위원장), 김진형
(선임이사), 나진경(선임이사), 박상희(선임이
사), 박선웅(선임이사), 설선혜(선임이사), 최
은수(선임이사), 최해연(선임이사), 최혜만(선
임이사), 최혜원(선임이사)
▪ 안건: AASP 2021 서울대회 관련 보고 및 현
안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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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ynote Presentation 연사로는 Daniel BarTal 교 수 (Tel Aviv University, 이 스 라 엘 ),
Michael Hogg 교 수 (Claremont Graduate
School, 미 국 ), James Liu 교 수 (Massey
University, 뉴질랜드), Tatsuya Kameda 교수
(The University of Tokyo, 일 본 ), Sylvia
Chen 교 수 (The Hong Kong Polytechnic
University, 홍콩)가 초청되었습니다.

이번 AASP 2021 서울대회의 주제는 “Social
Psychology of Intergroup Conflict: Towards

Peace and Reconciliation in Asia”로, 집단 간
갈등과 화해 분야의 세계적인 석학들과 세계
27 개 국 가 의 전 문 연 구 자 들 이 발 표 자 로
참여하였습니다.
초청 세션 및 특별 세션을 제외한 일반 구두 발표
및 포스터 발표는 총 378편이었으며, 총 534명의
참가자들이 학회에 등록하여 참여하였습니다.
프로그램

초청 세션

특별 세션
일반 세션

발표 수

Keynote

5

Featured Presentation

8

Featured symposia

30

Meet the AJSP Editors

1

M. H. Bond Award Presentation

1

범죄심리 특별세션

3

구두 발표

278

포스터 발표

100

일반 프로그램 발표 수

378

전체 발표 수

426

등록 참가자

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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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eatured Presentation 연사로 한규석 교수
( 전 남 대 학 교 , 대 한 민 국 ), Grit Hein 교 수
(University of Würzburg, 독 일 ), Yuri
Miyamoto 교수(Hitotsubashi University, 일
본), Ernestine Gordijn 교수(University of
Groningen, 네 덜 란 드 ), Jacinth Tan 교 수
(Singapore Management University, 싱가포
르), Giovanni A. Travaglino 교수(University
of Kent, 영국), Mengyao Li 박사(Max Planck
Institute for Research on Collective Goods,
독일)가 초청되었습니다.

이번 학회에서는 한국 사회 및 성격 심리학회 회
원들을 위한 범죄심리 세션(“한국의 아동학대 해
결방안 모색: 조사와 사례판단”)이 개최되었으며,
회원들을 대상으로 전체 등록 기간 동안 Early
Bird 등록비를 적용하는 등 회원들의 참여를 적
극적으로 독려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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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아시아사회심리학회 내 ‘KSPPA’ 기금
조성 및 기부
2021년 7월 19일 이사회의 결정에 따라 서울대
회 등록비 중 일부를 본 학회 명의로 AASP에 기
부하여 “KSPPA” 기금(12,000USD)을 조성하였
습니다.
이 기금은 신진 연구자 및 대학원생들의 학술대
회 참여 및 연구 교류를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구성되었으며, 특히 AASP Summer School에
참여를 희망하는 아시아 지역 개발도상국 대학
원생들의 프로그램 등록비 지원과 프로그램 운
영에 사용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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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 소식
1. 경·조사
▪ 이정원 회원(한림대학교 심리학과) 부친상
▪ 김혜숙 회원(아주대학교 심리학과) 별세
김혜숙 교수님께서는 1990년부터 2018년까지
아주대학교 심리학과 교수로 재직하셨으며, 고
정관념, 편견, 집단 간 관계 등의 주제를 한국 사
회의 맥락에서 연구하시며 한국 사회심리학에
크게 기여하셨습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2. 신규 회원
신규 회원 가입을 환영합니다!
(2020년 12월 22일 ~ 2021년 7월 31일 가입비
납부 기준)

정회원 (총 5명)
권수창 김성현 성충모 신은경 이명신

준회원 (총 13명)
김유진 김나현 남창현 명진표 문은솔 성현아
우명옥 우혜숙 윤정수 이보미 이승준 이제헌
한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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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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