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통학회 2017 봄철 정기학술대회
┃일시 : 2017년 5월 13일(토)
┃장소 : 상명대학교 밀레니엄관

“불통 사회의 진단, 학술적인 대안의 모색”
Seeking Academic Remedies for the Disconnected Society

서울특별시 종로구 홍지문2길 20

11:30~12:00
장 소

12:00
~
13:20

등록
신진학자 세션 I

스포츠와 커뮤니케이션 I

위험 커뮤니케이션

가짜뉴스의 철학적·사회적 맥락

사회:
1.<사랑을 카피하다> 디지털 리얼리티, 구성된
실재를 만드는 과정: 빌렘 플루서의 논의를 중
심으로
❙발표: 최성원(고려대)
❙토론:
2.중국 텔레비전 예능 프로그램 생산자의 능동
전략 연구: 프로그램 포맷 수입 제작을 중심으
로
❙발표: 이천영(고려대)
❙토론:

사회:
1.스포츠 스타의 SNS 소통방식에 대한 개념적
탐색
❙발표: 권순용(서울대)
❙토론:
2.스포츠 스폰서십 광고의 정보처리 효과 분석
❙발표: 오인애, 임충훈(서울대)
❙토론:
3.Examining determinants of Major League
Baseball(MLB) attendance
❙발표: 임남헌(Indiana University)
❙토론:

사회:
1.한국사회 위험에 대한 국민 인식지형 및 함의
❙발표: 최현주, 김원제(성균관대)
❙토론:
2.한국인의 위험인식 진단과 소통전략
❙발표: 조항민, 송해룡(성균관대)
❙토론:
3.의제 단서와 매체 지각의 효과: 원자력 관련
뉴스를 중심으로
❙발표: 임종인(고려대)
❙토론:

사회: 강명현(한림대)
1.가짜뉴스에 대한 철학적 고찰: 자크 엘룰의 사
상을 중심으로
❙발표: 장정헌(차의과학대)
❙토론: 김성해(대구대), 유승관(동명대)
2.가짜뉴스의 사례와 정치·사회적 맥락
❙발표: 최진봉, 최은경(성공회대)
❙토론: 박아란(언론진흥재단), 김창숙(경희대)

13:20~13:35

Coffee Break
스포츠와 커뮤니케이션 II
엔터테인먼트 커뮤니케이션

신진학자 세션 II

13:35
~
15:05

사회:
1.세월호 참사 뉴스 보도의 토픽 구성 연구 – 3년
보도 기사에 대한 Latent Semantic Analysis
(LSA) 적용
❙발표: 전진오(고려대)
❙토론:
2.소셜미디어 읽기와 쓰기가 정치 참여에 미치는
매개 효과에 관한 연구 – 박근혜 전 대통령 퇴
진을 위한 광화문 촛불집회를 중심으로
❙발표: 김선우(고려대)
❙토론:
3.파나마 청소년의 한국 미디어 이용과 문화적
맥락
❙발표: Iraitiel Suazo Ritter(경희대)
❙토론:
4.How to re-create the main melody of the
China nationality variety show named Spring
Festival Gala
❙발표: Wu Di(고려대)
❙토론:

사회:
1.국가지도자와 스포츠스타가 국가평판에 미치는
영향 비교
❙발표: 진용주(이화여대)
❙토론:
2.멀티플랫폼 환경에서의 스포츠 커뮤니케이션
효과
❙발표: 함은주(스포츠문화연구소)
❙토론:
3.여고생의 가족커뮤니케이션 패턴과 여가 라이
프스타일
❙발표: 이은순(부경대), 강형길(경남대)
❙토론:

다문화사회 소통연구

커뮤니케이션 심리

사회:
1.소수민족 언어와 소수민족 미디어 이용: 러시
아 부리야트족의 사례
❙발표: 김현주(광운대)
❙토론:
2.문화차원의 메시지 정보처리 효과연구: 한국과
중국 광고 소비자를 중심으로
❙발표: 김정규(부경대)
❙토론:
3.재한 중국인 유학생의 소셜미디어 이용과 학교
생활 적응의 관계에 대한 연구
❙발표: 마스치(경희대)
❙토론:

사회:
1. 지상파 채널 시청과 콘텐츠 선호가 대통령 선
거 투표의도에 미치는 영향
❙발표: 전종우(단국대)
❙토론:
2. 발표 할당제가 발표 효능감에 미치는 영향
❙발표: 최지원, 허경호(경희대)
❙토론:
3. 페이스북 이용자의 자기노출수준, 사회교류
동기 및 자아표현 동기가 주관적 행복감과 삶
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발표: 손영화(계명대)
❙토론:

15:05~15:20

15:20
~
16:50

16:50~18:00

사회:
1.클래식 공연과 대중 공연 소비에 미치는 영향
요인
❙발표: 김연주(단국대)
❙토론:
2.An experimental investigation of the effect
of online word-of-mouth on willingness to
read of web fiction
❙발표: 이로(성균관대)
❙토론:
3.연예 리얼리티 프로그램의 서사구조 분석
❙발표: 윤도경(성균관대)
❙토론:
4.뉴미디어의 집중과 분산: 디지털 영상을 중심
으로
❙발표: 김무규(부경대)
❙토론:

Coffee Break
한국언론진흥재단 특별세션
사회: 이진로(영산대)
1.청소년 미디어 교육의 현황과 문제점 연구
❙발표: 김기태(호남대)
❙토론:
2.학습장애 학생의 미디어 리터러시와 미디어 교
육
❙발표: 장윤재, 김소희(서울여대)
❙토론:
3.청소년 사이버불링 대안으로서의 미디어 리터
러시 교육
❙발표: 김아미(경기도교육연구원)
❙토론:

가짜뉴스의 영향과 규제
사회: 심두보(성신여대)
1.가짜뉴스에 대한 이해와 합리적 규제 방안 연
구
❙발표: 홍숙영(한세대)
❙토론: 강영희(KBS), 정의철(상지대)
2.소셜미디어 뉴스 선별의 확증편향과 관여도가
정보추구행동에 미치는 영향
❙발표: 김미경(청운대)
❙토론: 이나연(성신여대), 송인덕(중부대)

가짜뉴스 세미나 종합 토론
사회: 이경자(방송통신위원회/경희대)
1.라운드 테이블: 가짜뉴스 대응 방안 모색
❙패널: 김상미(나고야대), 윤승수(YTN), 모든
발표자 및 토론자

기조 연설 “대선정국과 선거보도”(손석희 JTBC 보도부문 사장)및 총회(국제회의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