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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5월 25일 (토) 09:00 ~ 18:30
광운대학교 80주년 기념관 310호
주최 : 한국 산업 및 조직심리학회
후원 : ㈜ 에이시지알

㈜ 어세스타

㈜ 입소스 코리아

㈜ 리더스인싸이트 ㈜ 오알피연구소
(사) 한국심리학회

광운대학교 방위사업연구소

https://conference.ksiop.or.kr

한국 산업 및 조직심리학회 회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좋은 계절 5월에 춘계학술대회를 5월 25일(토요일) 광운대학교에서 개최합니다.
이번 춘계학술대회는 실무 현장에서 일어나는 생생한 목소리를 들음으로써, 산업 및
조직심리학의 정체성과 사회적 니즈를 다시 바라보고 향후 산학연계를 더욱 강화하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다음을 준비하였습니다.
• 산하 학술지의 창간 30주년을 맞아 『한국심리학회지: 산업 및 조직의 내용 분석
및 제언(광운대: 유태용)』이라는 주제로 특별강연이 있을 예정입니다.
• 실무현장에서 일어나는 산업 및 조직심리학의 적용과 니즈를 역동적으로 이해하
기 위해 『IO 심리학과 현장의 새로운 요구』라는 주제로 특별 발표가 예정되어 있
습니다.
• 대학(원) 학생과 인사조직 심리사 자격수련 인원을 대상으로 『연구방법론 특강:

문항반응이론(아주대: 이종현 박사)』이 준비되어 있으며, 학회의 오랜 전통을 계
속 이어서 연구성과들의 구두발표와 포스터발표가 이어집니다.
무엇보다 회원님 간의 교류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풍성한 저녁만찬을 준비했으니
꽃 내음 스미는 봄날의 밤에 여러분의 웃음과 우정이 풍성하게 무르익을 것입니다.
학회의 무한한 발전과 회원님들의 의미 있는 만남을 위해 준비된 춘계학술대회에
서 여러분들을 꼭 뵙기를 기대합니다.
한국 산업 및 조직심리학회 회장 김정식
학술위원장 허창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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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한국심리학회

㈜에이시지알

㈜어세스타

㈜입소스 코리아

㈜리더스인싸이트

㈜오알피연구소

광운대 방위사업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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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연회비 납부
회원할인

참가비
명찰
명칭

대상 구분

사전접수

현장접수

사전접수

현장접수

K

학부생 재학

20,000

20,000

-

-

S

대학원 재학/
수료(석박사)

35,000

40,000

30,000

35,000

I

박사 졸업/
교수

60,000

65,000

55,000

60,000

O

일반인

65,000

70,000

-

-

P

기관회원/
후원사

-

-

❖사 전 등 록

: 2019.5.14(화요일) ~ 5.23(목요일)

※ 홈페이지에서 사전등록 후 계좌이체 (기업은행 010-3359-6712, 김예진)

❖현 장 등 록

: 행사 당일(5월 25일, 토요일) 참가비 납부

❖참가자 제공 : 학술대회 발표집, 중식, 저녁 만찬
❖명찰명칭
K (Kindle, 시작하는)

S (Satisfaction, 만족하는)

I (Insight, 통찰력 있는)

O (Openness, 개방적인)

P (Pride, 자랑스런)
❖인사조직 심리사 자격수련 참가 : 연구방법론 특강 수강(당일 참가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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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접수 페이지

1. https://www.ksiop.or.kr/tc-events/2019-spring-conference/ 접속 후
자신에게 맞는 티켓 옆 Add to Cart 클릭
2. Ticket added to Cart란 메시지가 나오면 Cart 버튼 눌러 이동
(https://www.ksiop.or.kr/tickets-cart/ 페이지입니다.)

3. First Name (이름), Last Name (성), 이메일, 한국어 성명, 전화번호, 소속기관,
점심식사 신청, 저녁식사 신청 등 입력 후 Proceed to Checkout 클릭
4. 클릭 후 나타나는 지시사항에 따라 진행, 입금 금액 안내 이메일과 입금 계좌 안내 이메일
두 건을 받으면 정상 완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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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간

세 부

09:00 – 10:00

진 행

등록

Session I. 특별강연

3층 복도
80주년 기념관 310호(3/4층), 대강당

10:00 – 12:00

연구방법론 특강: 문항반응이론

이종현 (아주대)

12:00 – 13:00

점심식사

푸드코트

13:00 – 13:10

개회사

13:10 – 13:50

특별 초청: 창간 30주년을 맞는 ‘한국심리학회지:
산업 및 조직’의 내용 분석 및 제언

Session II. 연구발표

14:00
–
14:50

1

2

유태용 (광운댸)

80주년 기념관 201, 202호(2층)
[201호] 사회: 정구혁 (광운대)

[202호] 사회: 허창구 (대구가톨릭대)

일터영성과 서번트 리더십의 상호작용이
조직시민행동 역할정의를 매개하여 조직
시민행동에 미치는 효과

근무시간 외 업무관련 스마트폰 사용이 정
서소진과 직무열의에 미치는 영향: 일 관련
반추와 분리선호의 조절된 매개효과

한상준 서용원 (성균관대)

김다윤 허창구 (대구가톨릭대)

청년의 눈으로 분석한 HRM 컨설턴트 직무

이준석 최두환 한태영 (광운대)

14:50 - 15:30

Session III. 현장발표

전문연구원 조직문화 및 변화방안 연구

박고은, 이승배 박세영 (도로공사,전북대)

포스터 발표 및 휴식 (80주년 기념관 4층 복도)

80주년 기념관 310호(3/4층), 대강당

15:30 – 16:10

애자일(agile) 이란?

송근창 책임
(LG전자)

16:10 – 16:50

퍼실리테이션 참여를 통한 조직개발

유희재 상무
(ORP 연구소)

16:50 – 17:30

4차산업혁명과 산업심리

황윤익 상무
(쏘카)

17:30 – 18:00

학회 경과 안내 및 정기총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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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권력이 심리적 거리 지각에 미치는 영향 / 정유림, 정은경 (강원대학교)
2. 직장무례와 이직의도 간 관계에 대한 메타분석적 연구 / 이연주, 박형인 (성균관대학교)
3. 심리적 분리와 수행 간 관계에 대한 메타분석 / 한지은, 박형인 (성균관대학교)
4. 스펙 경쟁 현상의 심리학적 이해를 위한 자기계발동기 및 자기계발강박 척도의 개발 / 허
창구, 현광은, 김다윤, 양혜지, 이수빈, 한영은 (대구가톨릭대학교)
5. 근로자의 일과 삶의 균형이 가정, 조직 및 개인에 미치는 영향 / 김의종, 현광은, 김다윤, 양
혜지, 이수빈, 한영은, 허창구 (대구가톨릭대학교)
6. 충격 사건의 경험에 따른 직장인의 이직의도 차이 연구 / 박소영, 한태영 (광운대학교)
7. 개인-직무 부합이 경력몰입에 미치는 영향：경력열망의 매개효과 / 김미소, 고윤진, 최효

임, 유태용 (광운대학교)
8. 적응수행의 반응적 및 주도적 차원 탐색 / 유영삼, 김명소 (호서대학교)
9. 조직 구성원의 A형 성격이 직무탈진 및 직무열의에 미치는 영향: 직무특성의 조절효과 /
이혜린, 김종훈, 송다슬, 황재상, 신강현 (아주대학교)
10. 인구통계적 특성별 조직 내 다양성 신념의 결정요인 차이 / 주영경, 김명소 (호서대학교)
11. 주도적 성격이 잡 크래프팅에 미치는 영향: 직무 자율성과 상사 지지의 조절 효과 / 김은
지, 이종구 (대구대학교)
12. 지각된 과잉자격이 직무만족과 과업수행에 미치는 영향: 직무 선택 자발성의 조절효과 /
이나은, 이종구 (대구대학교)
13. 종업원의 동료 도움받기에 대한 부정적 신념이 맥락수행과 과업수행에 미치는 영향: 동
료 간 교환관계의 매개효과 / 황인식, 이종구 (대구대학교)
14. 상사의 유머 사용에서 대인관계능력의 조절된 매개효과 / 문영국, 위채현, 이종현, 신강
현 (아주대학교)
15. 창의적 자기효능감이 직무탈진에 미치는 영향: 임파워링 리더십의 조절효과 / 이병철, 신
강현 (아주대학교)
16. 완벽주의가 열의에 미치는 영향: 개인기준 완벽주의와 평가염려 완벽주의의 상호작용 효
과 / 좌은택, 한정헌, 이보정, 이종현, 신강현 (아주대학교)

17. 잡크래프팅이 직무탈진에 미치는 영향: 접근-회피 잡크래프팅의 차별적 효과 / 황재상,
홍윤혜, 임경빈, 신강현 (아주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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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직무만족과 촉진요인들의 관계에서 자기결정감과 직무 번영감의 순차적 이중매개 효과
/ 최정금, 김명소 (호서대학교)
19. 예방초점 직무의미창조와 업무통합성이 직무긴장에 미치는 영향: 상사지지의 조절된 매
개효과를 중심으로 / 김영국, 김명소 (에이시지알, 호서대학교)
20. 과업수행, 맥락수행, 반생산적 업무행동 기반의 직무수행 유형 분석: 잠재프로파일분석
을 중심으로 / 유영삼, 김명소 (호서대학교)
21. 사회적 상호의존성과 지식은폐 행동 간 관계에서 결과 상호의존성의 조절효과 / 고윤진,
김미소, 손희정, 이경진, 유태용 (광운대학교)
22. 사회지배지향성과 수행 간 관계에서 상사-부하 교환의 조절효과 / 이현준, 유태용 (광운

대학교)
23. 상사-부하 간 사회지배지향성 일치가 상사-부하 교환에 미치는 효과 / 이현준, 유태용 (광
운대학교)
24. 직무자율성의 두 얼굴: 직무자율성과 자아고갈 간 비선형적 관계 / 손희정, 이현준, 이의
현, 유태용 (광운대학교)
25. 심리적 계약 위반이 방어적 발언에 미치는 영향에서 정서적 안정성의 조절효과 / 이의현,
최효임, 손희정, 유태용 (광운대학교)
26. 상사-부하 교환관계 유형에 대한 잠재 프로파일 분석 / 이현준, 유태용 (광운대학교)
27. 지식은폐 동기 척도 타당화 / 고윤진, 유태용 (광운대학교)
28. 국내 재직자 직업가치관 변화 및 차이 분석 / 조아름, 유태용 (광운대학교)
29. 부지런한 상사와 능력 있는 상사에 대한 부하의 만족: 상사의 성별을 중심으로 / 이경진,
임가애, 최효임, 서진형, 유태용 (광운대학교)
30. 직무특성이 수면장애에 미치는 영향에서 심리적 분리의 매개효과 / 최효임, 이현준, 고윤
진, 유태용 (광운대학교)
31. 부정적 일-가정전이와 삶의 만족도의 관계에서 타인과의 긍정적 관계의 조절효과 / 최민,
권지혜, 김민영 (계명대학교)
32. 일-가족 전이/가족-일 전이와 건강 / 권지혜, 최민, 김민영 (계명대학교)

33. 일반적 자기효능감이 적응수행에 미치는 영향에서 조화열정을 통한 직무요구 수준의 조
절된 매개 효과 / 최효임, 임가애, 유태용 (광운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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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0호

❖ 서울지하철 이용 시 (1호선 광운대역)
- 1호선 : 1호선 광운대역 하차, 도보 5분 / 1호선 석계역 하차, 261번 버스 승차 후 광운대학교 하차
- 6호선: 6호선 석계역 하차, 261번 버스 승차 후 광운대학교 하차
- 7호선: 7호선 하계역 하차, 1137번 또는 1140번 버스 승차 후 광운대학교 하차
❖ 버스, 철도 및 항공 이용 시
- 고속버스 : 서울고속버스터미날 또는 센트럴시티 하차, 지하철 7호선 이용
- 시외버스 : 남부터미널 하차, 3호선 고속터미널 역에서 지하철 7호선 환승 이용
- 철도 : 서울역 또는 용산역(KTX, 새마을, 무궁화, 누리로), 청량리역 (ITX청춘) 하차, 1호선 이용
- 항공 : 공항철도 탑승(인천국제공항, 김포국제공항), 서울역 하차, 1호선 이용
❖ 자가용 이용 시 (80주년 기념관 지하 주차장 이용)
- 양재IC : 강변북로 -> 동부간선도로 -> 석계역 방면 -> 광운대학교
- 구리IC :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 북부간선도로 -> 동부간선도로 -> 화랑로 -> 광운대학교
- 서울고속버스터미널 : 강변북로 -> 동부간선도로 -> (내부순환로 ->) 화랑로 -> 광운대학교
- 서울역 : 을지로 -> 청계천로 -> 내부순환로 -> 화랑로 -> 광운대학교

https://conference.ksiop.or.kr

점심식사
310호

❖ 푸드코트 이용 (행사장 맞은 편 건물 지하)
- 80주년 기념관 L층 이동 (약도 1번)
- 동해문화예술관 지하 이동 (약도 3번)

저녁만찬

❖ JW컨벤션웨딩홀 이용: 서울시 노원구 월계동 50-29 (02-909-2121)
❖ 석계역(1호선) 1번 출구에서 도보 2분 거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