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한국소통학회 창립 20주년 기념 및
2021 봄철 정기학술대회Ⅰ

코로나 패러독스: 소통의 재발견

Ⅰ일시: 2021.06.26.(토) 12:30

Ⅰ주관: 한국소통학회

Ⅰ장소: 한국언론진흥재단 미디어 교육원

Ⅰ후훤: SBS 문화재단

대면: 한국언론진흥재단 미디어교육원
12:30

개회사

13:00~14:10

14:20-15:30

15:40-16:50

20주년 기념 좌담회

메타버스와 소통연구회

스포츠와 소통연구회

❖ 한국소통학회의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
￨ 사회자: 유상건(제 18대 회장)
￨ 참가자: 김성호(제 8대 회장)
이상철(제 9대 회장)
이시훈(제 12대 회장)
정의철(제 16대 회장)
강명현(제 17대 회장)

￨ 사회자: 노광우(고려대)
￨ 토론자: 박상현(성신여대)
휴 ￨ 사회자: 임정수(서울여대)
식
❖ 메타버스와 소통의 확장
￨ 발표자: 배성훈(건국대)

❖ Speech Properties of non-native utterances in speech
communication
￨ 발표자: Hanyong Park, Dong Jin Kim, Jieun
Lee(University of Wisconsin-Milwaukee)
❖ Social media news use and affective polarization
￨ 발표자: Yanqin Lu(Bawling Green State University)
❖ When Design Matters in Credibility Assessment of
Health-related Websites
￨ 발표자: Wonchan Choi (University of
Wisconsin-Milwaukee) & Sang-Yeon Kim(광운대)
ZOOM (2021.06.26. 10:00 미국 현지 시간 25일 20:00)
ID: 857 9162 8413
PW: 407125

폐회사

휴 ❖ 구글 트렌드와 NBA 팀 매력도 상관관계 분석(Analysis of the relationship
식 between Google Trends and NBA team‘s attractiveness factors)
￨ 발표자: 임남헌(Elizabeth city state University)
❖ 북토크: Global Sports Fandom in South Korea: American Major League

및
총회

Baseball and its Fans in the Online Community, Palgrave Macmillan
￨ 발표자: 조영한(한국외대)
온라인 세션
다문화 사회 소통연구회

해외세션
￨ 사회 겸 토론자: 하재식(University of Illinois at Spring
field)

17:00-17:40

자유세션

￨ 사회자: 변상규(호서대)
❖ 정과 친절, 환대(우대)의 정치학
￨ 발표자: 오원환(군산대)
￨ 토론자: 정의철(상지대)

￨ 사회자: 이종희(선거연수원)

❖ The Role of product Design as a Marketing Communication Tool: Multicultural
Study of South Korea and USA
￨ 발표자: SangWon Lee(ball state University)
￨ 토론자: 조성동(방송협회)
❖ 코로나 팬더믹의 동아시아적 문화현상과 소통의 재발견: 음양재이설의 역설
￨ 발표자: 김연재(공주대)
￨ 토론자: 임종석(강원대)

❖ AI, 빅데이터와 미디어서비스의 융합
￨ 발표자: 이희대(명지대)·김상연(광운대)
￨ 토론자: 홍종배(방송통신전파진흥원)
❖ 블록체인 기반 공연 영상 공공 플랫폼 구축에 관한 탐색적 연구
￨ 발표자: 이승현(동서울대)
￨ 토론자: 문안나(충북대)

ZOOM (2021.06.26. 14:00부터 입장가능)
ID: 858 0321 1178
PW: 944829

평판 커뮤니케이션 연구회

❖ 인터넷 강의(인강) 학습 스타일 척도 개발 연구
￨ 발표자: 김은성(KBS), 정환(고려대), 김예원(인강코어)
￨ 토론자: 김활빈(강원대)

녹화 완료: 홈페이지 공개

신진학자/대학원 세션
￨ 사회자: 이종명(대구가톨릭대)

❖ 아이덴티티(identity)-이미지(image)-평판(reputation)
커뮤니케이션 Flow 과정에 대한 개념적 고찰 및 실무적 사례:
SBS 오디션 프로그램 <LOUD>에 대한 탐색적 연구
￨ 발표자: 장우성(성균관대)
￨ 사회 겸 토론자: 최숙(오피니언라이브)
ZOOM (2021.06.26. 09:30)
ID: 817 9816 2384
PW: 549898

❖ 커뮤니케이션 대상에 따른 조직 구성원의 매체 선택
￨ 발표자: 정경호(광운대)·김상연(광운대)
￨ 토론자: 김문환(차의과학대)

❖ ‘방탄현상’의 문화적 함의와 팬덤 수용의 명과 암
￨ 발표자: 장가혜(경희대)
￨ 토론자: 이은별(고려대)

❖ 이문화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커뮤니케이션 요인 연구
￨ 발표자: 류지현(광운대)·김상연(광운대)
￨ 토론자: 홍성철(경기대)

❖ 온라인시대 팬픽문화 공동체와 팬픽의 특성 조명하기: 슈퍼주니어 팬픽의 사례들을 중심으로
￨ 발표자: 이적비(LIYUEEFI,경희대)
￨ 토론자: 장민지(경남대)

❖ 중국의
한 텍스트
￨ 발표자:
￨ 토론자:

ZOOM (2021.06.26. 14:30)
ID: 910 2373 6726
PW: 2021

‘가정윤리’ 드라마 <도정호>의 서사구조와 이데올로기 작용에 관
분석
우천교(YU TIANJIAO,경희대)
정용복(제주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