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한국 사회 및 성격 심리학회
춘계 학술 대회
일시: 2018년 5월 19일 (토) 오후 01:30 - 06:00
장소: 중앙대학교 310관(100주년기념관) 505호
주최: 한국 사회 및 성격 심리학회

모시는 글
회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8년도 한국 사회 및 성격 심리학회 춘계 학술대회를
5월 19일(토) 중앙대학교 310관(100주년기념관, 505호)에서 개최하고자 합니다.
이번 춘계 학술대회에서는 국내외 신진학자 및 대학원생들의 다채로운 연구결과에
대한 발표가 있을 예정입니다. 학술대회는 현재 학계에서 이뤄지고 있는 연구를 해
당 연구자로부터 직접 전해 듣고 서로 의견을 나눌 수 있는 살아 있는 학문의 장입
니다. 본 학술대회가 여러 회원님과 후학들 간의 활기찬 교류를 통하여 지식을 넓히
고 아이디어를 교환할 수 있는 장이 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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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1:20

등록

01:20 - 01:30

개회 준비 및 개회사 – 정태연 (한국 사회 및 성격 심리학회장)
사회자: 나진경(서강대학교)
1 부 (국내외 신진 학자 발표)

1:30 – 2:05

Cultural Neuroscience of Self-Threat: Event-Related Brain Potential (ERP) Investigations
박지영 (University of Texas at Dallas)
Cultural differences in people’s reactions to incivility by perpetrators’ different hierarchical

2:05 – 2:40

position: Comparing Korea and the United Kingdom
Chanki Moon, Mario Weick, & Ayse K. Uskul (University of Kent)

2:40 – 3:15

사회적 배척이 권력 추구와 소비에 미치는 영향: 성차의 역할을 중심으로
김남희 (충남대학교 심리학과)
2부 (일반 논문 발표)
Pleasure as a Source or Motivator: Cultural Differences

3:30 – 3:50

in Presence of

Pleasure and Search for Meaning in Life
Emily K. Hong, Li-Jun Ji (Queen’s University) & Jinkyung Na (Sogang University)
병원균 위협, 사회관계 전략과 주관적 안녕감

3:50 – 4:10

4:10 – 4:30

4:30 – 4:50

최소연, 서은국 (연세대학교 심리학과)
분노 경험 회상 시 자기거리두기의 불쾌감 감소 효과
조명현 (서강대학교 심리학과)
PTSD와 외상정서에 관한 연구: 교통사고 가해자를 중심으로
정미숙(도로교통공단), 최보영 (제주대학교)
3 부 (일반 논문 발표)

5:00 – 5:20

5:20 – 5:40

인간-기계 집단 간 사회 비교로 인한 독특성 위협과 보상 전략의 활용
차영재, 백소정, 안민경, 이형석, 이보윤, 장대익 (서울대학교 인지과학 협동과정)
집단 신입구성원 혁신행동에서 문화적 지향성의 효과
현지원, 최훈석 (성균관대학교 심리학과)
성차별 인식에 대한 남녀 및 세대

5:40 – 6:00
6:00 –

간 차이

이연정, 나진경 (서강대학교 심리학과)
폐회사 및 뒷풀이

학회장 / 찾아오시는 길

중앙대학교 오시는 길:
1.

대중교통을 이용하시는 경우
지하철
7호선 상도역(중앙대앞) 5번 출구 하차 후 도보로 10분 거리
4호선 신용산역(또는 1호선 용산역) 하차 후 한강대교 방면 버스타고 10분 거리
9호선 중앙대입구역(흑석역) 하차 도보 15분 거리
-

2.

일반버스
지선버스 5511 (서울대중앙대), 5517 (서울대중앙대),
5524 (신림8동중대입구), 5529 (삼막사사거리중앙대), 6411 (구로동개포동)
간선버스 151(우의동중앙대), 360 (송파여의도), 361 (고덕동영등포),
362(오금동여의도), 363 (송파여의도), 640 (신월동삼성동),
642 (방화동고속터미널), 462 (성남영등포)
마을버스 동작01 (달마사수산시장), 동작10 (신동아아파트절고개)

자가용을 이용하시는 경우: 중앙대학교 주차장 이용 * 주차비는 지원되지 않지 않습니다.
교통편에 대한 자세한 안내는 중앙대학교 홈페이지를(www.cau.ac.kr)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장 등록
정회원:

20,000원

비회원:

30,000원

대학원생:

10,000원

학부생, 고등학생: 무료 (학생증 지참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