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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회 소식
1. 2022년 신임 운영위원회 구성

▪ 안건: 학술지 심사료 인상 [승인], 학술지 투고
자격 완화 [승인], 학회 홈페이지 게시판 개설
[추후 논의]

▪ 2022년 신임 운영위원회가 구성되었습니다.
회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지원 부탁드립니
다.

3.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발간
및 운영 세칙 변경

▪ 전임 운영위원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본 학술지의 발간 및 운영 세칙이 아래와 같이
일부 변경되었습니다.

[2022년 운영위원회]
직책

성명

소속

학회장

전우영

충남대 심리학과

학술위원장

최종안

강원대 심리학과

▪ ‘짧은 논문(Short Reports)’ 섹션 마련

편집위원장

박선웅

고려대 심리학부

▪ 완전 재현(exact replication) 연구 세션 마련

범죄심리사
자격관리위원장

윤상연

경찰대학
치안정책연구소

범죄심리사
자격관리부위원장

이미선

동양대
경찰범죄심리학과

상벌 및
윤리위원장

정태연

중앙대 심리학과

홍보위원장

최혜원

동아대 사회학과

학회발전기획
위원장

나진경

서강대 심리학과

감사

최훈석

성균관대 심리학과

1) 2021년 11월 1일 개정 사항
▪ 심사위원 인원 변경 및 편집 기간 단축

2) 2021년 11월 28일 개정 사항
▪ 학술지 심사비 변경
▪ 학술지 투고 자격 완화
자세한 내용은 학회 홈페이지 ‘학술지 > 발간 및
운영 세칙‘ 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4. 2021년 동계 학술대회 및 정기총회
개최
2021 년 한국 사회 및 성격 심리학회 동계
학 술 대 회 가 11 월 27 일 ( 토 ) 온 라 인 (Zoom

2. 이사회 보고

webinar)으로 개최되었습니다. 연구 방법론

1) 2021년 제 3차 확대이사회 (온라인)

워크샵과 일반 논문 발표, 대학원생 포스터
발 표 를 포 함 하 여 총 23 편 의 연 구 발 표 가

▪ 일시: 2021년 11월 27일 12시 20분

있었으며, 회원

▪ 참석자: 최훈석(회장), 신지은(학술위원장),
김영훈(편집위원장), 윤상연(범죄심리자격관
리위원장), 권영미(홍보위원장), 정태연(감사),
김진형(선임이사), 나진경(선임이사), 박상희
(선임이사), 설선혜(선임이사), 전우영 (선임
이사), 최해연(선임이사), 최혜만(선임이사),
최혜원(선임이사)

및

비회원

141 명 이

참석하였습니다.
2021 아시아사회심리학회 서울대회에 등록한
회원들은 동계 학술대회 사전등록을 무료로
진행하였습니다.

▪ 위임자: 고재홍(상벌 및 윤리위원장), 김시업
(선임이사), 김지윤(선임이사), 박선웅(선임이
사), 성한기(선임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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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논문 발표는 총 3부로 나누어 진행되었으며,
동기, 코로나19 관련 행동 및 의도, 대인 지각 및
대인관계, 종교, 문화비교, 규범, 태도, 범죄, 척
도 타당화 등 다양한 주제에 대한 최근 연구 결과
를 소개하였습니다. 각 세션의 발표가 끝난 후
Zoom을 통해 실시간으로 접수된 질문을 바탕으
로 질의응답을 진행하였습니다.

연구 방법론 워크샵은 심리학 및 인접 학문
분야에서 각광을 받고 있는 최신 연구 방법을
회원들에게 소개하기 위한 목적으로
진 행 되 었 으 며 , Agent-based modeling,
빅테이터 분석, 다층모형 분석에 관한 발표가
포함되었습니다.
연구 방법론 Workshop

일반 논문 발표 (1부)

Agent-Based Modeling

가족의 중요성: 사람의 사회적 동기에 대한 재
고

정지인 (New York University)

고아라(Arizona State University), Jaimie A.
Krems(Oklahoma State University), Michael E. W.
Varnum(Arizona State University), 서은국(연세대학
교), 나진경(서강대학교), Douglas T. Kenrick(Arizona
State University)

빅데이터 분석
윤호영 (이화여자대학교)

다층모형 분석
석혜원 (서강대학교)

팀 구성원의 인식 동기가 외부 조언 추구와 활
용에 미치는 영향
윤영재, James Larson, Scott Tindale(Loyola
University Chicago), 노혜경(성균관대학교)

코로나19 백신접종 의도에 대한 성격 및 상황지
각의 예측효과
서정길, 권영미, 용정순, 이하연, 최훈석(성균관대학
교)

사회적 배제와 심리적 고통: 지각된 도구성을
중심으로
한현섭, 신지은(전남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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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논문 발표 2부에서는 해외 학술지 출간을
위한 pre-registration 절차 및 방법에 관한 워
크샵이 포함되었습니다.

대학원생 포스터 발표는 사전 녹화한 발표 영상
을 유튜브에 게시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으며,
학회 일정 중 점심 시간을 이용하여 실시간 질의
응답을 진행하였습니다.

일반 논문 발표 (2부)
해외 학술지 출간을 위한 Pre-registration 워크
샵

포스터 발표

김현지(Bielefeld University)

선택의 위험과 보상 수준이 의사결정자의 사회
경제적 지위 지각과 고통 추정에 미치는 영향

종교와 환경: 환경에 대한 개인적 믿음과 친환
경 행동 간 관계에의 종교성의 조절 효과

허성진, 하창현, 박상희(충북대학교)

엄기민(Singapore Management University)

외모에 대한 사회 문화적 태도와 유명인 숭배의
관계: 자기존중감과 물질주의의 순차 매개 효과

진정한 자아 추구에 대한 비교문화 연구

김차영, 박혜경(성신여자대학교)

정민화(서울대학교), 김진형(서강대학교), 전영주, 최
인철(서울대학교)

집안일의 분배와 여성의 결혼 만족도의 관계:
사랑받는다는 느낌 및 성역할 태도를 중심으로

코로나19와 마스크: 한국과 미국을 중심으로 본
마스크 착용에서의 동서양 문화차이

이한별, 양혜원, 김영훈(연세대학교)

페미니스트 정체성이 성차별주의와 연애만족도
에 미치는 영향: 여자 대학생을 중심으로

강민혜, 정찬문, 나진경(서강대학교)

정우정(성신여자대학교), 손은주(Queen’s University)

일반 논문 발표 (3부)

돈이 사회적 통증에 미치는 영향: 대인관계 지
향성의 역할

분석적-종합적 인지양식과 범죄자 책임 판단의
관계

박노빈, 전우영(충남대학교)

코로나 방역수칙을 지키게 하는 사회적 동기요
인은 무엇인가?

권가영, 임낭연(경성대학교)

레즈비언 정체성을 드러냈을 때의 침묵이 지각
된 규범과 태도에 미치는 영향

김민영(계명대학교), 한규은(상명대학교)

TCI를 통한 대학생 비폭음 음주 집단 및 비음주
집단의 성격 및 기질 특성 비교 추후입력

차현진, 이다예, 최은수(고려대학교)

이다슬(서울특별시은평병원)

수사관의 범죄수사 요소 중요도 인식, 범죄자
프로파일링 태도와 활용 의도와의 관계
신상화, 윤상연(치안정책연구소)

삼원 사이코패스 측정도구(Triarchic
Psychopathy Model; TriPM)의 타당화: 탐색적
구조방정식 모형(ESEM)을 중심으로
서종한, 이유경, 이수빈(영남대학교)

일반인 대상 LSRP 타당화: 요인분석 및 문항반
응이론 중심으로
서종한, 이유경, 박소향(영남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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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학회지 우수논문상 시상

논문 발표 후 진행된 2021 정기총회에서는 학회
운영보고, 각 위원회 별 활동보고 및 재정보고,
감사보고가 진행되었습니다.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게재 논문 중
심사를 통하여 우수논문을 선정, 우수논문상을
시상하였습니다. 2021년도 학회지의 우수논문
상 시상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또한, 그간 학회의 운영 및 발전에 기여해주신 전
임 범죄심리사 자격관리위원장(김민지 회원), 편
집위원장(김영훈 회원), 학술위원장(신지은 회원),
아시아 사회심리학회 2021 학술대회 학술위원장
(나진경, 신지은 회원), 홍보위원장(권영미 회원),
운영위원장(이하연, 서정길 회원)에 대한 감사패
전달과 더불어, 2020년 학술지 우수논문상(설선
혜, 최종안, 최인철 회원) 시상이 있었습니다.

▪ 논문 저자: 설선혜(부산대학교 심리학과), 최
종안(강원대학교 심리학과), 최인철(서울대학
교 심리학과)
▪ 논문 제목: ‘행복의 시공간적 분포에 대한 믿
음과 주관적 안녕감‘
수상하신 저자분들께 축하의 말씀을 전합니다.

6. 2022년 범죄심리사 자격증 교육일정
1) 2022년 범죄심리사 1급 교육
▪ 일자: 2022년 1월 10일(월) ~ 1월 21일(금)

▪ 장소: 경기대학교 수원캠퍼스

2) 2022년 범죄심리사 전문가 교육
▪ 일자: 2022년 1월 12일(수) ~ 1월 16일(일)
▪ 장소: 경기대학교 수원캠퍼스

마지막으로, 차기회장 선출 과정을 통해 전우영
회원(충남대학교 심리학과)이 차기 학회장으로
선출되었습니다.

3) 2022년 범죄심리사 1급 보수교육
▪ 일자: 2022년 1월 22일(토) ~ 1월 23일(일)
▪ 장소: 경기대학교 수원캠퍼스

4) 2022년 범죄심리사 전문가 보수교육
▪ 일자: 2022년 1월 11일(토) ~ 1월 23일(일)
▪ 장소: 경기대학교 수원캠퍼스
※ 추후 코로나19 및 교육장소 상황에 따라
비대면 교육으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
※ 관련 공지:
https://www.ksppa.or.kr/html/?pmode=B
BBS0013900001&page=1&smode=view&seq
=157&searchValue=&searchTitle=strTitle
※ 범죄심리사 자격증 관련 문의:
crime2008@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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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 소식
1. 경·조사
▪ 최인철 회원(서울대학교 심리학과) 모친상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2. 신규 회원
신규 회원 가입을 환영합니다!
(2021년 8월 1일 ~ 2021년 12월 24일 가입비 납
부 기준)

정회원 (총 11명)
김경희 김수정 김지연 신능인 양선영 오영아
이다슬 이승미 최소연 홍소정 황경남

준회원 (총 13명)
강태영 권가영 권주훈 김수진 도은별 박은영
송후주 우두원 이수인 이아름 조민희 지정아
한별이

본 학회에서는 사회 및 성격 심리학에 관심있는
예비 회원들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회원들께서도 주위에 우리 학회를 적극적으로
홍보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뉴스레터에 소개 또는 홍보하실 내용은 신임
학회 홍보위원장(최혜원, hchoi@dau.ac.kr) 또는
학회간사(ksppa1004@naver.com)에게보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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