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30
세션

14:00~
15:20

| 일시 : 2020. 06. 27(토) 13:30

포스트코로나, 다시 소통

| 한국소통학회 2020 봄철 정기학술대회 |

| 장소 : 한림대학교 사회경영1관

라운드테이블 (10108호)
사회자: 변상규(호서대)
❖포스트코로나, 미디어 산업의 변화
| 발제자: 임정수(서울여대)
| 토론자: 이종희(선거연수원),
심두보(성신여대),
김대규(현대HCN),
김선미(고려대),
최윤태(MBCnet),
홍종배(방송통신전파진흥원),
장정헌(차의과대),
임종석(강원대)

연구회 세션(온라인)
스포츠와 소통 연구회
❖ 'EPL 한국 선수들의 부상에 대한 한국과 영국의
신문 보도비교분석': 이청용 (2011) & 손흥민
(2020) 부상을 중심으로
| 발제자: 유상건(상명대), 이명선(서강대),
| 토론자: 장정헌(차의과학대)
❖ 평창 동계 올림픽 귀화선수들의 한국인 정체성 재
현': 평창 동계 올림픽 국내 신문 보도분석
| 발제자: 이명선(서강대)
| 토론자: 임종석(강원대)

자유 세션(온라인)
❖ 주역의 변통(變通)적 역설(易說), 그 역설(逆說)과
소통의 메커니즘
| 발제자: 김연재(공주국립대학)
| 토론자: 송해룡(성균관대)

❖ 텍스트 마이닝에 기반한 효과적 OTT 서비스 컨텐
츠 탐사: '만개의 레시피' 사례를 중심으로
| 발제자: 이희대(옴니더이엔엠), 김상연(광운대)
| 토론자: 사영준(단국대)

KBS후원 특별 기획 세션(10112호)
사회자: 김성호(전 광운대 정보콘텐츠대학원장)
❖ 지상파 방송의 위기, 문제점 진단과 해결방안
모색

17:00

17:30~

한림대학교

- 발제자
| 정윤식(강원대) : 공영방송에서 공영미디어 및 플
러스(+)로 패러다임 전환
| 채정화(서강대) : 지상파방송 재정적 위기와 합리
적 대안모색

스피치와 디베이트 연구회 세션(10108호)

자유세션(10110호)

사회자: 이상철(성균관대)

사회자: 이종희(선거연수원)

❖ 외식산업 종사자에 대한 소통과 공감 능력의 인식
이 소통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고객과 종사자의 비교
| 발제자: 이상훈(국민대), 류춘렬(국민대)
| 토론자: 문안나(충북대), 장정헌

❖ 망중립성 정책을 돌러싼 찬반 주장의 합리성 검토
| 발제자: 김대규(현대HCN)
| 토론자: 변상규(호서대),

❖ 디아스포라로서의 고려인 담론 연구: 2000년대
이후, 고려인 사설을 중심으로

대학원/신진학자 세션(온라인)
❖ What do koreans think? Racialized
sexuality and multiculturalism on Youtube’s
Korean Studio
| 발제자: Vaselinova, Desislava Petrova(고려대)
| 토론자: 정재선(이화여대)
❖ 중국과 한국의 지방자치단체의 숙의민주주의 실천
연구 - 공론조사를 중심으로
| 발제자: Ji Shaoqing(강원대)
| 토론자: 김활빈(강원대)
❖ Chinese Main Theme in China Idol
Audition Reality Shows – a Case Study on
Comparing Idol Producer Youth with You
| 발제자: Cheng Yan(고려대)
| 토론자: 최지혜(한림대)

휴식 (20분)

15:40~

| 후원 : KBS 현대홈쇼핑

대회 등록 | 사회경영1관 1층 등록데스크

다문화소통 연구회
❖ 국가 간 문화차 예측을 위한 사회, 경제, 정치학적
인데스 탐사: 문화 다이나믹과 역동적 예측변인
| 발제자: 김상연(광운대)
| 토론자: 노광우(고려대)

세션

| 주관 : 한국소통학회

❖ 뉴노멀 시대의 소비자와 미디어간의 소통과 이전
| 발제자: 김용희(숭실대), 김대규(현대HCN)
| 토론자: 임정수(서울여대), 홍종배(KCA)

| 발제자: 신예원(고려대)
| 토론자: 노광우(고려대),

- 토론자
| 김선미(고려대), 하주용(인하대)

총회 (예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