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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심리학의APA사단: 짧은 개관 

Lisa A. Boyce, John D. Hogan, Harold Takooshian 

              2월21일에, 1997년, 미국 심리학 협회의 지도자는 새로운 사단52을  찬성했다, "국제 심리학,"계획의 많은 
년다음에.  그것의 임무는 "더 지견을 나누기의 지역안에  심리학자사이에 국제 관계의 발달 그리고 전진  이다, 격려 
방문, 그리고 임상 연습안에 격려 이종 문화간 연구와   개발, 그리고APA의 일반적인 목적을 승진시킨 위하여." 

그것의 첫번째 5 년동안에, 52은 몇 방법안에APA안에 특별하게  활동적인 사단을 시험했다.  IvanKos(1) 
편집자의 밑에 멋진 회보를  간행했다, 국제 취재원, 원래 기사를 제안하는 까 어느것이 유효한 보잘것 

없는 장소 이는 다른 사람 및 최고  심리학자에의한, 전세계 심리학에 관하여.  
윌리엄Masten과MustafaBaloglu(2) 웹마스터의 밑에  웹사이트를 형성했다, www.apa.org/divisions/52, 일원을 위해 
최신 뉴스를 제안하는 까 어느것이.  (3) 그것의 일원을 위해webboard그리고 몇listservers을  제안한다, 학생, 가입, 
장교.  (4) 각 8월을 만나는APA에 기운차 프로그램을  제안한다, 일원과 다른 사람이 그들의 일을 선물할 수 있는  
곳에.  1998안에 그것의 첫번째APA프로그램은39의  국가에서120명의 증여자를 특색지었다.  (5) 해마다52은 
우수를 위해 그것의 연례 포상을위해 지명을 받아들인다: 국제 심리학자, 지도자, 학생 연구원, 논문 연구원, 여자에 
연구원성.  (6) 그것의 일원에게 중요한 계획사업안에  활동적인 관련을 제안한다, 마이클Stevens이 착석시키는 
국제 연락의  네트워크, 그리고 일원을 위해 책 다른 제품에 할인.  

        시작에서, 52은APA지도자의 활동적인 지원을 만끽했다, 그것의RaymondD최고 경영 책임자를 포함하여. 
Fowler.  52의 첫번째 7명의 대통령의 4개은 곁에  표를 하는 전체APA의 대통령 이었었다  (*여기):  
ErnstBeier대통령, 피렌체 덴마크,* GloriaGottsegen, 솔직한Farley,* 찰리Spielberger,* HaroldTakooshian, 
리처드Velayo, 노르만Abeles.* 가깝의 이 새로운 사단 일 심리학 (CIRP)안에  국제 관계에APA위원회에, 1944년에 
형성하는, 미국에서 그리고 전세계 심리학자 그리고  학생을 국제부를 가입하, 겸손한 연례  회비를 위해 활동적 
되는 허용해서.  2004년에 이 요금은 학생을 위해$10이다, 전문가를 위해$20.   밖으로의 오늘52의 대 6개의 국제 
회원 조직의  한으로, 그것의 자신의 유일한 임무에 각자   (Overmier&Overmier, 2003):   

2.  (1920년에 형성하는)IAAP은 적용 심리학의  국제 연합 이다.  그것은 현재2,000명의 일원을 세계전반  
열거한다, 사계 전표 (적용 심리학을 제안한다: 국제 검토), 그리고quadrennial의회.  (www.iaapsy.org).  

3. ICP(1941년)은 심리학자의 국제 회의 이다.  그것은 현재1,500명의 일원을 세계전반   열거한다, 사계 
회보 (국제 심리학자)을 제안한다, 그리고 연례 컨벤션.  (www.icppsych.삼각.좀).  

4. IACCP(1972년)은 십자가 문화적인 심리학을 위해  국제 연합 이다.  그것은 현재800명의 일원을 
열거한다, 십자가 문화적인 심리학의 격월 전표를   제안한다, 그리고 격년 회의.  (www.iaccp.org).  

5. IUPsyS(1951년)은 심리학 과학의 국제 조합 이다. 64의 회원국 (개인적인 일원)의 조합 이다, 심리학의 
국제 저널을 간행한다, 그리고 주인 심리학의quadrennial국제 의회.  (www.iupsys.org).  

6. IPSO(1999년)은 국제 심리학 학생 조직 이다, 많은 국가저 쪽에 학생으로 구성되는 나오는  새로운 그룹.  
(www.psychologystudents.org).   

APA국제부에 세부사항를 위해, 그것의 웹사이트를 검사하십시요, www.tamu상업.edu/orgs/div52. 

참고:  Overmier, J.B., &Overmier, J. (2003년).  심리학: IUPsyS세계적인 자원Cd2003년.  동쪽Sussex: 심리학 압박.  
(www.psycpress.co.uk).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