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통학회
2022 봄철정기학술대회

“위기의

❙일시: 2022년 6월 17일(금) 오후 2시-5시반
❙장소: 프란치스코 교육회관 6층

복잡성, 자유와 소통으로 넘다”

❙주최 : 한국소통학회
❙후원 : SBS 문화재단,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2022년 한국소통학회 봄철정기학술대회 등록

13:30~
장소
일반 세션

14:00
~
15:20
(80분)

대학원생 세션 1

* 사회자 홍성철(경기대)

* 사회: 심두보(성신여대)

* 사회: 정의철(상지대)

1. 언론사 버티컬 미디어 브랜드들의 독자/이용자 소통 전략
❙발표: 양정애(한국언론진흥재단)
❙토론: 유지현(광운대)

1. 화·청자 간의 상하 관계에 따른 운율 특성 연구 –시간적 변수들을 중심으로
❙발제: 김주영(고려대)
❙토론: 조수진(장신대)

1. AI 스피커 뉴스 이용 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지각된 특성, 뉴스 가치 평가
를 기반으로
❙발제: 배신양(성균관대)
❙토론: 김헌(중부대)

2. Effects of Brand Webtoon on Ad Avoidance: The Persuasion Knowledge
Model of Dual Experiences
❙발표: 주일영(Bowling Green State University), 전종우(단국대)
❙토론: 김활빈(강원대)

2. 미디어에 재현되는 청년세대의 음주문화: 타자 지향적 소비와 자기 통치 수
단으로서의 소비를 중심으로
❙발표: 이유빈(한양대)
❙토론: 김선미(고려대)
3. 20대 대통령 후보자 토론의 성공과 실패
❙발표: 이선영(경희대)
❙토론: 임종석(상지대)

15:20~15:30

2. SNS Fake follower 사용 의도에 미치는 영향요인 연구: Contingent
Self-esteem, Fear of Negative evaluation, FoMO와 Compulsive Social Media
use를 중심으로
❙발제: 김은빈(성균관대)
❙토론: 김설아(홍익대)

휴식
한국소통학회 총서 기획 세션

15:30
16:50
(80분)

대학원생 세션 2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후원세션
: 대학생들의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 증진방안

일반세션

*사회: 김성호(광운대 명예교수)

*사회: 이창호(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사회: 이시훈(계명대)

1. 코로나 비대면 시대를 기록하기
❙발제: 임정수(서울여대)
❙종합토론: 강명현(한림대), 김설아(홍익대), 김활빈(강원대), 변상규(호서대),
상윤모(성신여대), 이명선(서강대), 유상건(상명대), 홍성철(경기대)

1. 사건보도와 언론피해 : 판결 사례가 주는 시사점은 무엇인가?

1. 우크라이나와 전쟁보도-유튜브 중계를 중심으로❙발제: 이은영(휴면앤데이터)
❙토론: 조성원(SBS), 김선호(한국언론재단)

❙패널토론: 김경화(미디어오늘)
노광우(고려대)
정의철(상지대)
김대경(동아대)
권장원(대구가톨릭대)

2.’ AI Speaking with Pets’: A study on the Satisfaction and Continuous
Intention of Pet Owner to use AI speakiers: Focusing on Expectation
Confirmation Model
❙발표: 이카르멘(성균관대)
❙토론: 최종환(성균관대), 박종민(경희대)

16:50~17:00

휴식

17:00~17:30

총회

온라인 세션
일반/박사과정 세션
*사회: 임정수(서울여대)

사전
녹화

1. COVID-19 상황에서 주변인의 사회적 거리두기 위반이 관계지속의도에 미치는 영향: 친밀한 정도를 조절 변인으로
❙발제: 최지원(단국대)
❙토론: 이명선(서강대)
2.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온라인 스피치 교육 강화 우선순위 연구
❙발제: 최선희(고려대)
토론: 임종석(상지대)
3. 슈퍼 히어로 영화의 장애 극복 서사와 정상성
❙발제: 노희영(고려대)
❙토론: 노광우(고려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