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록 1> 한국문화및사회문제심리학회 17대 조직도 (2017.1.1. ~ 2018.12.31.)

1. 운영위원

번호 직함 성명 소속 연락처(핸드폰) 연락처(e-mail)

1 회장 박영신 인하대 032-860-7877 yspark@inha.ac.kr

2 부회장 허태균 고려대 010-2526-0856 tkhur@korea.ac.kr

3 총무이사 최중숙 인하대 010-3735-7955 rose550@hanmail.net

4 정보이사 임상열 인하대 010-4841-9310 lim9155@nate.com

5 재무이사 오현숙 한신대 010-3356-0776 hyunsookoh@hs.ac.kr

6 홍보이사 박선영 K마음이해연구소 010-2267-8468 keymind@daum.net

7 대외이사 이장주 이락디지털문화연구소 010-5351-8195 uracha1030@naver.com

8 학외이사 김세용 QBS 010-3307-8660 stevenqbs@hanmail.net

9 편집위원장 허태균 고려대 010-2526-0856 tkhur@korea.ac.kr

10 학술위원장 주경필 한국방송통신대 010-5186-6662 kpjoo@knou.ac.kr

11 상벌및윤리위원장 박선웅 고려대 010-4328-5847 sunwoongpark@gmail.com

12 학회발전기획위원장 문은식 강원대 010-7585-3510 esmoon@kangwon.ac.kr 

13 자격제도위원장 이재식 부산대 010-9306-2131 jslee100@pusan.ac.kr

14 공공정책위원장 김범준 경기대 010-3637-6523 bjkim@kgu.ac.kr

2. 고문

번호 직함 성명 소속 연락처(핸드폰) 연락처(e-mail)

1 고문(전임회장) 이종한 대구대 010-9391-2418 jhyi@daegu.ac.kr

2 고문(전임회장) 이순철 충북대 010-3629-1280 snchul@chungbuk.ac.kr

3 고문(전임회장) 김의철 인하대 010-8867-7343 uicholk@chol.com

4 고문(전임회장) 한성열 고려대 010-2040-0006 syhan@korea.ac.kr

5 고문(전임회장) 정태연 중앙대 010-8712-4996 tjung@cau.ac.kr

6 고문(전임회장) 방은령 한서대 010-8809-8648 thdbswls2612@naver.com

3. 감사

번호 직함 성명 소속 연락처(핸드폰) 연락처(e-mail)

1 감사 서경현 삼육대 010-5555-3314 khsuh@syu.ac.kr

4. 이사 (가나다 순)

번호 직함 성명 소속 연락처(핸드폰) 연락처(e-mail)
1 이사 곽금주 서울대 010-9117-5792 kjkwak@snu.ac.kr
2 이사 권용은 안산1대학 010-8352-6472 angela6472@hanmail.net
3 이사 김영란 숙명여대 010-8774-4591 womyn@sookmyung.ac.kr
4 이사 김의연 인하대 010-6598-8400 comsin2@hanmail.net
5 이사 김정식 광운대 010-5606-3645 kim.jungsik@kw.ac.kr
6 이사 김정실 인천논곡초 010-8301-1514 wjdtlf0514@hanmail.net
7 이사 김정희 김정희심리상담센터 010-3300-7723 kjh5824@hanmail.net
8 이사 김형수 인천일보 010-8768-8630 khs188408@naver.com
9 이사 김효창 프로이드심리검사연구소 010-3262-7672 snowsun@hanmail.net
10 이사 남순현 이화여대 010-6449-0307 shnam1227@nate.com
11 이사 남인순 너나우리아동청소년발달센터 010-8967-0466 namis23@hanmail.net



5. 사무국

번호 직함 성명 소속 연락처(핸드폰) 연락처(e-mail)
1 총무이사 최중숙 인하대 010-3735-7955 rose550@hanmail.net
2 총무간사 손주연 인천송천초 010-6747-8228 lunasun2@daum.net
3 총무간사 신미자 한국지역사회교육협의회 010-6664-3442 twin-sy@hanmail.net
4 사무국 010-7668-5571 kpacsi@hanmail.net

6. 편집위원회

번호 직함 성명 소속 연락처(핸드폰) 연락처(e-mail)
1 편집위원장 허태균 고려대 010-2526-0856 tkhur@korea.ac.kr
2 편집위원 곽금주 서울대 010-9117-5792 kjkwak@snu.ac.kr
3 편집위원 김의철 인하대 010-8243-7343 uicholk@chollian.net
4 편집위원 박광배 충북대 017-260-9729 kwangbai@cbucc.chungbuk.ac.kr
5 편집위원 박영신 인하대 yspark@inha.ac.kr
6 편집위원 서은국 연세대 010-9007-9677 esuh@yonsei.ac.kr
7 편집위원 손정락 전북대 jrson@chonbuk.ac.kr
8 편집위원 양윤 이화여대 010-6389-2641 yyang@mm.ewha.ac.kr
9 편집위원 이순철 충북대 010-3629-1280 snchul@trut.chungbuk.ac.kr
10 편집위원 이종한 대구대 010-9391-2418 jhyi@daegu.ac.kr
11 편집위원 한성열 고려대 010-2040-0006 syhan@korea.ac.kr
12 편집위원 홍성열 강원대 hothong46@hanmail.net
13 편집간사 이선경 고려대 010-7329-0922 sunkyung_lee@naver.com

12 이사 박세호 인하대 010-5278-3923 seho145@hanmail.net
13 이사 박영자 선박안전기술공단 010-5629-0633 dwjm04@hanmail.net
14 이사 박은실 인하대 010-2310-4024 pos29@hanmail.net
15 이사 박희현 동신대 010-9022-2928 gpark25@hanmail.net
16 이사 배용순 수원대학교 010-3329-8479 joy8479@hanmail.net
17 이사 서은국 연세대 010-9007-9677 esuh@yonsei.ac.kr
18 이사 안자영 마음과행복심리상담연구소 010-2710-3244 jyahn-@hanmail.net
19 이사 양환옥 인천위기청소년교육센터 010-6274-9122 75yanghy@hanmail.net
20 이사 우남식 국제신학대학원대학교 010-8727-7966 davewoo@naver.com
21 이사 유효숙 군서중 010-4171-8244 keats6564@hanmail.net
22 이사 윤길근 부천대 010-3903-1801 ykk@hanmail.net
23 이사 이경란 인천동양중 010-7697-5606 xorruddl@hanmail.net
24 이사 이문영 인성중 010-2527-2701 pnut2@hanmail.net
25 이사 이상란 인하대 010-9858-1974 lan3680@inha.ac.kr
26 이사 이상미 산본고등학교 010-9757-2338 pomgye@hanmail.net
27 이사 이상희 미래아동청소년발달센터 010-9227-4068 gjsh4@hanmail.net
28 이사 이은석 ㈜삼영피에이씨 010-8964-1204 silverstone60@hanmail.net
29 이사 이임순 인하대 010-2783-8851 lys12300@hanmail.net
30 이사 이종구 대구대 010-2207-5531 gooya@daegu.ac.kr
31 이사 이흥표 대구사이버대 010-8466-3404 youbefree@dcu.ac.kr
32 이사 임미향 인천석남초 010-8727-4807 lmh7813@hanmail.net
33 이사 장화순 한서대 010-5427-1968 1janghs@hanmail.net
34 이사 전성숙 인하대 010-3336-8798 jss2867@hanmail.net
35 이사 정갑순 필리핀 CMIC 대학교 010-9065-6112 cksun@naver.com
36 이사 정일환 대구가톨릭대 010-9390-3713 ihchung@cu.ac.kr
37 이사 조은형 솔샘나우리아동종합복지센터 010-4914-6969 j7e9h007@daum.net
38 이사 주영아 한국상담대학원대학교 010-3243-7657 juyou61@hanmail.net
39 이사 진미경 숙명여대 010-3136-7155 mkjin12@sookmyung.ac.kr
40 이사 차연실 인하대 010-3853-4531 chayeonsil@hanmail.net
41 이사 채정민 서울사이버대 010-3418-9810 minspin@hanmail.net
42 이사 최훈석 성균관대 010-7474-0494 hchoi@skku.edu
43 이사 한미순 인천송도초 010-4516-9381 ms971026@hanmail.net
44 이사 허회숙 민주평화통일위원회 010-2033-5668 yeundang45@hanmail.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