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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시는 글
회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9년도 한국 사회 및 성격 심리학회 춘계 학술대회를
5월 25일 성균관대학교에서 개최합니다.
이번 학술대회에서는 한국사회의 주요 현안인 정체성 문제에 관한 심도있는 논의를
위해

<개인정체성과

사회정체성

연구의

동향과

과제>라는

특별

심포지움을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두 편의 초청발표를 포함하여 다양한 주제에 걸쳐 총 15편의
학술논문 발표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학회의 주인인 회원 여러분의 참여야말로 학회 발전의 가장 큰 원동력입니다. 부디
참석하셔서 정겹고 의미있는 시간을 함께 할 수 있기를 고대합니다.
아름다운 5월의 교정에서 반가운 얼굴로 뵙겠습니다.
한국 사회 및 성격 심리학회 회장 최훈석 拜上

※
원활한 행사 진행을 위하여 점심 샌드위치와 저녁 식사 수요를 조사하고자 합니다. 아래 링크에 접속하셔서
해당란에 표기해주시기 바랍니다(기한: 5월 20일).

•

12:00 – 1:00

등록
* 12:00부터 학술대회 시작 전 드실 수 있는 샌드위치를 제공합니다.
* 정회원: 20,000원 / 대학원생: 10,000원 / 비회원: 30,000원 / 학부생∙고등학생: 무료

1:0 0 – 1:10

개회사 – 최훈석 (학회장)
사회: 노혜경(숙명여자대학교)

1:1 0 – 2:40

1 부 (심포지움: 개인정체성과 사회정체성 연구의 동향과 과제)

1:10 – 1:40 개인적 정체성 연구의 두 갈래: 현황과 과제
박선웅 (고려대학교)
1:40 – 2:10 집단 정체성과 친사회 행동
설선혜 (부산대학교)
2:10 – 2:40 ‘남한사람’, ’한민족’: 한국인의 이중 사회 정체성과 집단간 태도 및 행동의도
이하연 (북한대학원대학교)
2:40 – 2:55

휴식
사회: 노혜경(숙명여자대학교)

2:5 5 – 3:45

2 부 (초청발표)

2:55 – 3:20 Predicting Achievement with Achievement Goals via Task Values
김지윤 (아주대학교)
3:20 – 3:45 원전 관할 소방관의 위험 인식 연구: 지식과 신뢰의 영향 탐색
최해연 (한국상담대학원대학교), 최종안 (강원대학교)
3:45 – 3:55

사회및성격심리학회 SNS 소개 및 대학원생 참가자 모집 – 권영미 (홍보위원장)

3:55 – 4:10

휴식

•

장소: 국제관 9B118호
사회: 김지윤(아주대학교)
4:1 0 – 5:25

3 부 (일반 논문 발표 – Session A)

4:10 – 4:25 중년 여성의 자아정체감과 감사성향이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 건강한 부부관계의 매개효과
진신남, 이정미 (용문상담심리대학원대학교)
4:25 – 4:40 슬픔의 표출 방식에 따른 관찰자의 사회적 지지 의도: 한-일 간 차이를 중심으로
서정길(성균관대학교), 육영선, Takumi Kuraya (Toyo University)
4:40 – 4:55 고생 끝에 낙이 온다: 부정적 정서와 성취의 관계에 있어서 문화의 조절효과
최윤석, 나진경 (서강대학교)
4:55 – 5:10 Meaning Pursuit Orientations: Cultural Differences in Existential Anxiety Buffering
Paloma Benavides (고려대학교)
5:10 – 5:25 검은 양(Black Sheep)으로부터의 집단 학습: 집단주의 가치지향성과 독립적 자기표상의 효과
박하은, 최훈석 (성균관대학교)

장소: 국제관 9B106호
사회: 권영미(성균관대학교)
4:1 0 – 5:25
4:10 – 4:25
4:25 – 4:40
4:40 – 4:55
4:55 – 5:10
5:10 – 5:25

6:00 –

3 부 (일반 논문 발표 – Session B)
범죄를 저지른 조현병 환자에 대한 강제치료 필요성
김나애, 이수정 (경기대학교)
대학생의 사회부과적 완벽주의와 진로 스트레스: 진로목표 불일치의 매개효과 검증
송영주 (숙명여자대학교), 손재환 (꽃동네대학교)
여성적인 외모와 남성적인 성격이 각 성별의 권력에 미치는 영향
정찬영, 박상희 (충북대학교)
대학생의 젠더 혐오 태도 측정: 암묵적 연합검사(IAT)를 중심으로
성나경, 성현준, 임광현, 김성현, 김성희, 김사라, 이수정 (경기대학교)
진로결정 동기 유형과 그 영향
이영주, 최해연 (한국상담대학원대학교)

폐회 및 뒷풀이

•

성균관대학교 인문사회과학 캠퍼스
(서울특별시 종로구 성균관로 25-2)

교수회관

후문
600주년
기념관

국제관
정문

지하철 안내
4호선 혜화역
–

4번 출구 → 도보 (15분)

–

1번 출구 → 셔틀버스 탑승, ‘600주년기념관’ 하차 (10분, 300원).

3호선 안국역, 종각역
–

안국역 2번 출구 → 종로02번 탑승, ‘성균관대 후문’ 하차

–

종각역 2,3번 출구 → 종로02번 탑승, ‘성균관대 후문’ 하차

시내버스 안내
102, 104, 106, 107, 108,109, 140, 143, 149, 150, 151, 160, 162, 171, 172, 272, 273, 301, 2112
–

‘명륜3가 성대입구’ 또는 ‘혜화역’ 하차

교내 셔틀버스 안내
‘혜화역 1번 출구’ 또는 ‘맥도날드 성균관대입구점 앞’ 탑승 → ‘600주년기념관’ 하차
–

요금 : 300원 (현금 또는 우리∙국민카드 후불교통카드결제 가능)

자가용 안내
600주년기념관 지하주차장 이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