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한국소통학회 창립 20주년 기념
및 2021 가을철 정기학술대회

변곡점에서 본 하이브리드 소통의 현재와 미래

시간대

가온

Ⅰ주관: 한국소통학회

Ⅰ장소: 한국언론진흥재단 미디어 교육원

Ⅰ후원: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누리

12:30~13:00
13:00~13: 10

이음

세션 등록 1
개회선언 및 세션 안내 (가온)
뉴스와 예능에 대한 공중의 태도

13:20~14:20

Ⅰ일시: 2021.12.18.(토) 12:30

대학원생 세션 1

소셜미디어 소통의 질

<사회: 이종희 (선거연수원)>

<사회: 노광우 (고려대)>

<사회: 홍성철 (경기대)>

김천수(동의대), 이형민(성신여대): 원자력에 대한 뉴

정묘정

스 노출과 공중의 태도: 인지와 정서에 의한 정보의

Platform Regulation and Third-Person Effects

이중처리에 대한 연구

오해정 (MBC): 뉴스의 감정적 소구정도가 뉴스 품질

김은진(동아대 젠더어팩트 연구소): SBS <골 때리는

평가에 미치는 영향

그녀들>과 여성 팀 스포츠

토론: 상윤모(성신여대), 백강희(한남대)

(Northeastern

U):

Public

Opinion

on

토론: 장정헌 (차의과대학교), 이명선(고려대)

14:30~15:30

스피치교육과 예술가 AI

토픽모델링과 커뮤니케이션
<사회: 정의철 (상지대)>
강대한 (성균관대), 코로나19 관련 뉴스의 토픽모델

<사회 심두보 (성신여대)>

링과 의미연결망

육의 디지털 전환

이은순(동아대): 마음 챙김의 커뮤니케이션학 적용:

사영준(서강대) 이충헌(성균관대): 인간-AI 구별짓기:
인간을 능가하는 예술가 AI에 대한 반응을 중심으로
토론: 김헌(중부대), 이종명 (대구가톨릭대)

토픽모델링을 통한 국내 연구 동향분석
토론: 오세욱(한국언론진흥재단), 송해엽(군산대)

김동규(성균관대). 디지털 레토러시를 위한 스피치 교

김동민(고려대 석사과정) 뉴스 리터러시 수준이
허위정보에 대한 정정효과에 미치는 영향
박수연, 김유나, 최예슬(고려대 석사과정) 조직
내 백신 의무 정책 인식 연구
토론: 최지향(이화여대), 류숙(고려대)
대학원생 세션 2
<사회: 이종희 (선거연수원)>
이하림(동국대 학석사연계) 가상 인플루언서
마케팅이 소비자의 브랜드 태도와 구매의도에
미치는 영향
송윤서(고려대 석사과정): 페미니즘 오정보
수용이 디지털 플랫폼 정치 참여에 미치는 영향
토론: 김설아 (홍익대), 김활빈(강원대)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KCA) 특별세션
<사회: 임정수 (서울여대)>

15:40~16:50

소통을 바라보는 3가지 시선: 군과 스포츠, 그리고

홍종배, 김형경, 강명승, 유광재, 최재호, 주희정, 김

언론

정미 (이상 KCA), 중소방송⦁제작사를 위한 빛마루

<사회: 유상건(상명대)>

활용방안: XR 버추얼 스튜디오 구축을 중심으로
토론:

권상희(성균관대),

배진아(공주대),

김대규

(HCN), 곽동균(KISDI), 노광우(고려대)
현우진(KCA). 방송통신융합의 차세대 전략

최병욱(상명대/전 국방부장관 정책보좌관)
이태일(전 NC 다이노스대표/한체대 특임교수)
감명국(시사저널 부국장/취재1팀장)
토론 김동성, 이명선, 홍성철, 이종희

토론 : 고흥석(군산대), 변상규(호서대), 임종석 (강
원대)
17:00~18:00

총회(가온)

북콘서트: 3권의 책 저자들과의 대화
<사회: 조수진 (장로회신학대)>
김기한 (서울대): 스포츠커뮤니케이션
정의철 (상지대): 다문화사회와 이주민건강
이창호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유튜브이해와 활
용
토론: 이상철 (성균관대), 이종명(대구카톨릭대)

*학술대회는 온라인/오프라인으로 병행합니다.
각 행사장별 Zoom 주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학술대회장에 오시지는 못하지만 세션을 보고싶으신 회원들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행사장

가온

누리

이음

회의 ID

680 810 7672

217 996 6973

872 9897 9986

암호

Ksmca@2021

1UjKdJ

901401

<미디어교육원 사용시 주의사항>
*모든 방문자는 설치되어 있는 스마트폰을 통해 QR코드(카카오톡, 네이버 등 이용) 방문 인증 필수
*코로나19로 인해 각 공간별 정원(가온-20명, 그외 공간-15명)이내 사용, 대화 시 마스크 착용
*사용 신청 공간 외 입장 불가(사무실 포함)
*강의실 책상 및 의자는 사용 후 원위치
*안내문, 일정표, 현수막 등 부착물 제거 필수(필요 시 스티커 테이프 제거제 제공)
*쓰레기 분리수거에 사용할 봉투를 구비하여, 분류 작업(일반쓰레기, 재활용, 음식물) 후 안내에 따라 정리
*미디어교육원 이용 종료 후 정리, 정돈 상태 확인 후 퇴실 가능
*미디어교육원 와이파이 : KPF EDU 비밀번호 : kpf12345
*미디어교육원 정동빌딩 주차(주차권 지원불가)
- 차량높이 2.1미터 제한
- 30분이하 무료, 초기 30분 3천원 이후 10분당 천원
- 주차권 구매 관련 문의 - 정동빌딩 주차관리소장 이종성소장님 010-9087-390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