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한국방송학회 가을철 정기학술대회
“미디어 격변과 혁신: 방송학의 현실진단 그리고 미래”
■ 일시: 2019년 11월 9일(토) 10시~18시30분 ■ 장소: 한양대학교 사회과학관, 백남학술정보관 ■ 휴게실: 304호(일반 휴게실), 253호(원로휴게실) ■ 투표소: 103호
참가 등록:
한양대학교 사회과학관 1층 로비

10:00 ~
강의실

105호

153호

1부
11:00
~
12:20

151호

152호

대학원생 세션

11:30~
12:50

점 심(생활과학관 7층 교직원식당)

강의실

311호

2부
12:50
~
14:10

일반세션

3부
14:20
~
15:40

기획 세션

4부
15:50
~
17:10

기획 세션

105호

153호

후원세션

원로세션

후원세션

후원세션

151호

152호

303호

일반세션

일반세션

일반세션

251호

104호

301호

214호

연구회 세션

백남학술정보관
6층 국제회의실

특별세션

특별위원회
특별세션 연구회 세션
세션

연구회 세션

연구회 세션

302호

특별위원회 세션

17:30~
18:30

정기총회(백남학술정보관 6층 국제회의실)

18:30 ~

만 찬(생활과학관 7층 교직원식당)

일반세션

특별세션

참가 등록:
한양대학교 사회과학관 1층 로비

10:00 ~
강의실

105호

153호

151호

152호

대학원생 세션
대학원생 Ⅰ
사회 : 유경한(전북대)

대학원생 Ⅱ

대학원생 Ⅲ

이야기판으로서
스토리텔링의 가능성과
의미: 유튜브 투병
브이로그를 중심으로

사회 : 송요셉
사회 : 정영주(한양대)
(한국콘텐츠진흥원)
4.27 남북정상회담
인스타그램에서의
실황중계에 관한 연구
방송사 콘텐츠의 브랜드
전략
발표 : 왕지아(고려대)

발표 : 이해수(서강대)

발표 : 김샛별(청운대)

대학원생 Ⅳ
사회 : 이소현(한양대)
국회의원들의 유튜브
이용에서 나타나는
커뮤니케이션 전략
발표 : 이하경(고려대)

1부
11:00
~
12:20

쌍용자동차 사태와 한국
언론의 정권별 보도태도
분석: 텍스트 마이닝
분석을 통해

한국 사회의 이념 지형이
언론 보도의 논리 전개
게임과몰입: 게임으로의 방법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도피
연구: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에
관한 기사를 중심으로
발표 : 이대영(건국대)
발표 : 이동은(한양대)

중국 미디어 산업의
상업화와 주류 이데올로기의
상품화: 오늘날 중국
젊은이들은
왜 애국주의를
소비하는가?

발표 : 박재상(한양대)
토론 : 이형민(성신여대)
토론 : 최믿음
(KBS 공영미디어 연구소)

토론 : 이현지(서울시립대)

발표 : 김천웅(한양대)
박만수(한양대)
토론 : 김수정(중앙대)

11:30~12:50
강의실

점 심(생활과학관 7층 교직원식당)
311호

105호

153호

151호

152호

303호

후원세션
일반세션 Ⅰ
사회 : 송인덕(중부대)

사회 : 심미선(순천향대)

기부 관련 보도 프레임
분석

<지상파 방송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건전한 재원
구조 구축 방안 : 콘텐츠
경쟁력 강화 및 수익 안정화
전략을 중심으로>

발표: 정가은(한양대)
토론: 유용민(연세대)

2부
12:50
~
14:10

MBC

한국의 공영방송연구
30년: 1989년~2019년
국내 17개 학술지 메타
분석을 중심으로
발표 : 박희봉(한양대)
한동섭(한양대)
토론 : 채정화(서강대)
2019년 Donald Trumph
대통령의 UN 연설에 담긴
지도자 이미지와 가치
연구 분석
발표 : 임성호(서강대)
토론 : 송요셉
(한국콘텐츠진흥원)

T커머스 협회

251호

104호

연구회 세션
일반세션 Ⅱ

사회 : 김광재(한양사이버대) 사회 : 김정현(고려대)

<새로운 미디어 환경에서의 1인 미디어 방송
TV홈쇼핑 산업과 규제>
커뮤니케이터의 속성에
대한 상대적 중요도 분석:
게임방송을 중심으로
발표 : 김태오(창원대)
토론 : 이상호(경성대)
이옥기(한양사이버대) 발표 : 김유미(조선대)
발표 : 이제영(가톨릭관동대)
최재섭(남서울대)
토론 : 유수정
토론 : 김재철(방송통신위원회)
김희경(성균관대)
(이화여대 커뮤니케이션
유홍식(중앙대)
미디어연구소)
최세경(중소기업연구원)
최선영(이화여대)
방송 포맷산업의 진화

일반세션 Ⅲ

방송 저널리즘

융복합 미디어

사회 : 정의철(상지대)

사회 : 최영재(한림대)

사회 : 박경우(동아대)

게임 이용 장애 질병코드
도입에 대한 수용자들의
태도가 게임 광고 인식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발제 : 박진우(성신여대)
이형민(성신여대)
토론 : 박세진(대한민국육군)

‘기레기’의 시대를 기자로
살아가기: 담론이
기자들의 수행에 미치는
영향

AI스피커 이용행태별
AI스피커 이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연구 :
인지된 필요성, 인지된 특성,
의사사회적 상호작용,
개혁성 및 성격을 중심으로
발표 : 백상기(YTN)
토론 : 강혜원(성균관대)

Understanding
engagement in complex
organization-public
relationships
발표 : 박세진(대한민국육군)
발표 : 홍원식(동덕여대)
Lisa Fall
김창숙(경희대)
(Pellissippi State
김숙((주)컬쳐미디어랩)
Community College)
토론 : 권호영(한국콘텐츠진흥원)
Adam Saffer
오하영 (한국콘텐츠진흥원)
(University of North
Carolina)
토론 : 손동영(한양대)

발표 : 신우열
(한국탐사저널리즘)
토론 : 이종혁(경희대)
김남두(KISDI)

온라인 구전이 음악콘텐츠에
가짜뉴스와 숙의 효과에
대한 평가에 미치는 영향
관한 연구(미세먼지 이슈
발표 : 윤도경(성균관대)
관련 가짜뉴스를 중심으로)
장병희(성균관대)
토론 : 전종우(단국대)
발표 : 정유진(고려대)
토론 : 채영길(한국외대)
TV 프로그램의 지각된
상호작용성과 사회적
실재감이 시청만족도
및 지속시청의도에
Effects of Advertising
미치는 영향: <마이 리틀
Models’ Images on Health
텔레비전>을 중심으로
Product Advertising
발표 : 권용완(성균관대)
발표 : Clarissa Kiana(단국대)
김헌(성균관대)
전종우(단국대)
토론 : 이형민(성신여대)
홍다현(단국대)
토론 : 김활빈(한림대)

301호

214호

302호
특별세션

방송경영과
마케팅
사회 : 박우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미디어에 재현된 일본군
위안부 할머니의 삶과 죽음:
추모기사에 나타난 사회적
기억체계를 바탕으로
발표 : 배재영(부산대)
이완수(동서대)
토론 : 정영희(고려대)

방송의 공익성과
방송저널리즘
사회 : 김경모(연세대)
초연결시대의 페이크
뉴스와 저널리즘, 그리고
수용
발표 : 박진우(성신여대)
토론 : 고흥석(한국IPTV협회)
박성복(한양대)
방송저널리즘의 위기:
본질과 쟁점

It’s the economy for the
future research, stupid
발표 : 이완수(동서대)
토론 : 이미나(숙명여대)
유경한(전북대)

발표 : 김형일(극동대)
토론 : 김유정(MBC)
전영식(배재대)

백남학술정보관
6층 국제회의실

강의실

311호

105호

153호

기획 세션 Ⅰ
국내 플랫폼 기반의
방송서비스 양식의 진화
사회 : 성동규(중앙대)

151호

14:20
~
15:40

303호

후원세션
원로세션

KISDI

사회 : 강현두(서울대)

사회 : 도준호(숙명여대)

일반세션 Ⅳ
사회 : 박성복(한양대)

항일 ‘단파방송 연락운동’에 OTT 확산에 따른 방송 관련 ‘먹방’ 속성이 내재된
관한 고찰
규제개선(안) 논의
영상콘텐츠의 장르에 따른
이용자의 선호 유형 및 이용
행위에 대한 연구
발표 : 노동환(WAVVE)
발표 : 김성호(광운대)
발표 : 곽동균(KISDI)
토론 : 이강수(한양대)
토론 : 김남두(KISDI)
플랫폼기반의 새로운
이광재(경희대)
정동훈(광운대)
발표 : 박신영(대구가톨릭대)
방송수익모델
유건식
토론 : 김창숙(경희대)
(KBS 공영미디어 연구소)
발표 : 김희경(성균관대)
최은경(전남과학대)
허위정보 노출 경험 및
우려에 미치는 요인 분석:
종합토론 :
<디지털 뉴스 리포트
김세환(한국콘텐츠진흥원)
2018>의 37개국 데이터
이종관(법무법인세종)
분석
조성동(한국방송협회)

지역방송 Ⅰ
사회 : 류한호(광주대)
지역 방송에 관한 연구
경향과 향후 과제
발표 : 정용복(제주대)
토론 : 원숙경(동의대)
지역 대학 방송학 교과
커리큘럼의 방향
발표 : 이정기(동명대)
토론 : 주지혁(극동대)
김효은(한양대)

발표 : 김찬중(전남대)
김선호(한국언론진흥재단)
김위근(한국언론진흥재단)
토론 : 최홍규(EBS)

기획 세션 Ⅱ
플랫폼 경제의 도래와
방송산업의 새 담론

4부
15:50
~
17:10

후원세션
SBS

방송통신위원회

251호

방송과 수용자

문화연구

사회 : 정회경
사회 : 이상길(연세대)
(서울미디어대학원대)
디지털 존재의
유럽 시장에서의 OTT
오리지널리티와 문화
이용과 경쟁
산업적 가치
– 복면 래퍼 <마미손>의
등장과 활동을 중심으로
발표 : 박주연(한국외대)
토론 : 신정아(한신대)
류성진(대구대)
발표 : 기국간(중앙대)
토론 : 홍지아(경희대)
이도훈(연세대)
개인 맞춤 뉴스 알고리즘
서비스 이용 동기, 지각된
유용성, 지각된 위험성,
미디어 플랫폼, 콘텐츠,
인지된 편향성에 따른 뉴스 사용자: 웹툰산업의
서비스 신뢰도와 합의착각 플랫폼화
효과
발표 : 김수철(건국대)
발표 : 김미경(청운대)
이현지(건국대)
토론 : 백강희(한남대)
토론 : 강혜원(성균관대)
김동윤(대구대)
최숙(한국외대)

일반세션 Ⅴ

지역방송 Ⅱ

방송법제

방송콘텐츠

사회 : 황 근(선문대)

사회 : 홍지아(경희대)

사회 : 이진로(영산대)

사회 : 송종현(선문대)

사회 : 박성호(호남대)

플랫폼경제의 대두와
방송산업의 새질서 :
인접 산업으로부터의
교훈

<방송시장 확대를 위한
새로운 규제 패러다임의
모색>

<미디어 환경변화에 따른
방송통신 규제개혁과
거버넌스 정립방안>

방송언어 관련 심의 의결
내용에 나타난 특성 분석

지역방송의 시청자위원회
운영 개선방안

미국의 혐오표현 규제에
관한 연구

플랫폼경제와
방송시장에서
경쟁법적 쟁점
발표 : 홍대식(서강대)
종합토론 : 강재원(동국대)
강준석(KISDI)
박주연(한국외대)

발표 : 최현주(계명대)
토론 : 조은영(채널A)
방송산업 활성화를 위한
규제 개선 방안
발표 : 김정현(고려대)
발표 : 심영섭(경희사이버대)
토론 : 이시훈(계명대)
김재철(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 정책 거버넌스
김유정(MBC)
정립 방안
황성연(닐슨컴퍼니코리아)
발표 : 임정수(서울여대)
종합토론:
안정상(더불어민주당)
지성우(성균관대)
최용준(전북대)
이찬구(미래미디어연구소)

대중의 수동적 무지를
기반한 동시대 미술
커뮤니케이션 연구
발표 : 기국간(중앙대)
토론 : 신정아(한신대)
TV드라마 <마더>에
재현된 모성이데올로기
연구 - 주디스 버틀러의
‘수행성 이론’을 중심으로
발표 : 윤복실(선문대)
토론 : 정사강(이화여대)

발표 : 김대경(동아대)
토론 : 김영수(KNN)
정용복(제주대)

발표 : 윤성옥(경기대)
토론 : 최영묵(성공회대)
이영희(한양대)

지역밀착형 매체로서
케이블 지역방송의
지역사회 연대를 통한
발전 방향 모색: 일본
케이블 지역 방송과의
비교를 통해

융합환경 대응을 위한
방송통신발전기금 제도
개선 방안 연구: 기금 부과
대상 확대 논의를 중심으로

발표 : 원숙경(동의대)
토론 : 김천수(동의대)

발표 : 정두남(KOBACO)
토론 : 이만제(원광대)
박성순(산동예술대)

백남학술정보관
6층 국제회의실

301호

214호

302호

특별위원회 세션

특별세션

연구회 세션

4차산업혁명
특별위원회

방송학 커리큘럼
개선방안

모바일

사회 : 배상준(건국대)

사회 : 정인숙(가천대)

사회 : 양혜승(경성대)

사회: 안종배(한세대)

대중음악의 역사적 맥락과
K-Pop, BTS

<4차산업혁명과 미디어>

변화하는 방송환경에서
방송학 커리큘럼 진단과
대안 모색

스마트모바일 1인방송의
현재와 미래

발표 : 김무규(부경대)
토론 : 정은이(동아방송대)
유세문(한국영상대)

발표 : 정윤식(강원대)
하주용(인하대)
정영주(한양대)
발표 : 심미선(순천향대)
김숙((주)컬쳐미디어랩) 토론 : 김유정(MBC)
송인덕(중부대)
지성욱(한국외대)

5G와 VR 영상을 통한
공직자 후보 TV토론회의
새로운 변화에 관한 탐색

종합토론:
홍종윤
(서울대 언론정보연구소)
발표 : 이호은(청운대)
김선미(고려대)
토론 : 이제영(가톨릭관동대)
김정환(네이버)
이주봉(군산대)

특별위원회 세션

사회 : 윤석민(서울대)

감시와 처벌 또는 지향과
협치: 방송규제철학의
패러다임 전환

영상연구

연구회 세션

사회 : 도준호(숙명여대)

발표 : 전범수(한양대)

104호

연구회 세션

OTT기반 방송서비스의
전망과 시장변화

3부

152호

남북방송교류
특별위원회
사회 : 유홍식(중앙대)

미디어교육
특별위원회

라운드 테이블:
김광옥(수원대)
이병혜(명지대)
이진로(영산대)
이설희(용인대)
심용운(SK텔레콤 경영
경제연구소)
백상기(YTN)
송원숙(고려대 정보
문화연구소)
박재헌(KT 뉴미디어
사업단)
김민영(밸러스트)

특별세션
일반세션 Ⅵ

e-스포츠와
미디어

사회 : 조연하(이화여대)

사회 : 문종대(동의대)

영화와 함께 나타난 연기
<미디어 교류협력에 있어
변천 연구 -클래식 영화에서의 상호주의>
‘영화적 신체’ 개념을 중심으로

<데이비드 버킹엄 교수의
저서 <미디어교육 선언>의
함의>

<미디어사회학의 전망> e스포츠 산업과 미디어

발표 : 손보민(성신여대)
토론 : 안상욱(서강대)

종합토론:
김경희(한림대)
김광재(한양사이버대)
이미나(숙명여대)
이제영(가톨릭관동대)
이도경(KBS)

종합토론 :
이호규(동국대)
오기현(경주문화재단)
익스트림 시네마(Extreme
이광백(통일미디어)
Cinema) 연구 -극단적
이주철(KBS)
이미지(추, 불쾌, 불편,
황준호(KISDI)
불안)를 사용하여 사유를
최숭민(언론중재위)
강제하고 삶을 변화 시키려는 김수정(어린이 어깨동무)
영화들에 대한 연구
발표 : 황정현(홍익대)
토론 : 유세문(한국영상대)
부산국제영화제와 사회·
문화적 환경의 상관성 연구
발표 : 이후경 (인문학협동조합)
토론 : 안지은(고려대)

17:30~
18:30

정기총회(백남학술정보관 6층 국제회의실)

18:30 ~

만 찬(생활과학관 7층 교직원식당)

매클루언의 통찰,
Understanding
Media의 이해
발표 : 김동민(단국대)
토론 : 신동진(성균관대)
BBC 역사를 보는 두 가지
시선: 아사 브리그스와
레이몬드 윌리엄스를
중심으로
발표 : 정용준(전북대)
토론 : 임종수(세종대)

사회 : 최은경(전남과학대)

미래기술과
방송학
사회 : 김관규(동국대)
<미래의 기술과 방송의 미래,
무엇을 어떻게 변화시켜야
하는가?>

발표 : 최은경(전남과학대)
토론 : 강병호(샌드 박스 게임)
김우진((주)펍지)
종합토론 :
남윤승(OGN)
장병희(성균관대)
남정석(스포츠조선)
권장원(대구가톨릭대)
이유찬(전남과학대)
송재호(KT미디어
플랫폼사업본부)
이은우(MBC)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