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한국 사회 및 성격심리학회
추계 학술 대회
일시: 2017년 12월 2일 (토) 오후 1시 ~ 6시
장소: 연세대학교 외솔관 01
주최: 한국 사회 및 성격심리학회

모시는 글

회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7년도 한국 사회 및 성격심리학회 추계 학술대회를
12월 02일 연세대학교 외솔관에서 개최하고자 합니다.
이번 추계 학술대회에서는 아주대학교 김혜숙 교수님의 퇴임을 기념하는 <한국사회
의 편견과 고정관념>이라는 주제의 특별 심포지움을 준비하였습니다. 또한 그동안
연구와 교육 그리고 학회 발전에 공헌하신 김혜숙 교수님에 대한 공로패 증정의 시
간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더불어 후속 학문 세대인 대학원생들의 다양한 일반 논문
발표도 예정되어 있으니 회원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학회의 주인이신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애정 어린 제언은 학회 발전의 원동력
입니다. 바쁘신 와중이더라도 부디 참석해 주시어 반가운 얼굴들을 마주하고 정겨운
시간을 나눌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 가득합니다.
회원님들 모두의 평강을 기원합니다.

한국 사회 및 성격 심리 학회장 정태연 배상

학술 대회 일정

12:30 - 13:00

등록

13:00 - 13:05

개회사 – 정태연 (한국 사회 및 성격심리학회장)
사회자: 나진경(서강대학교)

1 부: 심포지움 <한국사회의 편견과 고정관념>
13:05~13:10 심포지움 소개
The Olympic Paradox:
13:10~13:40

Why Olympic games may be bad for intergroup relations.
김영주, 나진경(서강대학교)

사과와 용서를 통한 집단 간 상호 비인간화의 감소:
13:40~14:10

한일 간 과거사의 맥락에서
박상희(충북대학교)

14:10~14:20

휴

식

Differential Size of the Discrimination-Depression Relationship Among
14:20~14:50

Adolescents of Foreign-Born Parents in the US
한윤선(성균관대학교)

14:50~15:20

“심리적 폭력”으로서의 고정관념과 편견: 심리학자는 무엇을 할 수 있는가?
김혜숙(아주대학교)

15:20~15:45

공로패 증정
2부: 일반 논문 발표

16:00~16:20

Happiness and Retrospective Time Perception

16:20~16:40

The Double-Edged Sword of Beauty

조영원(서강대학교)
김소은(연세대학교)

집단 창의성에서 구성원의 집단주의 가치지향성과 독립적 자기표상의
16:40~17:00

상승효과
이하연, 최훈석(성균관학교)

가치와 환경문제: 외적 가치 지향이 공유자원 행동에 미치는 영향과 타인의
17:00~17:20

공유자원 행동의 조절효과
한그림, 김정화, 박선웅(고려대학교)

17:20~17:30

폐회사

학회장 / 찾아오시는 길

연세대학교 오시는 길:
1. 대중교통을 이용하시는 경우
1) 지하철: 지하철 2호선 신촌역 2번 또는 3번 출구
2) 시내버스를 타고 오시는 경우
간선: 153, 163, 171, 172, 272, 470, 472, 601, 606, 672, 673, 700, 708, 710, 750A, 750B, 751, 8153
지선버스: 6714, 7017, 7024, 7613, 7713, 7720, 7726, 7727, 7728, 7737
일반: 72, 76, 567 마을: 서대문03, 서대문04, 서대문05
2. 자가용을 이용하시는 경우
주차창에 대한 안내는 다음의 페이지를 참조하세요: http://www.yonsei.ac.kr/sc/campus/parking2.jsp
* 주차비는 지원되지 않습니다.
교통편에 대한 자세한 안내는 http://www.yonsei.ac.kr/sc/intro/directions1.jsp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장 등록
정회원:

20,000원

대학원생:

10,000원

비회원:

30,000원

학부생, 고등학생: 무료 (학생증 지참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