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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한국언론정보학회 봄철 정기학술대회 <기계가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테크놀로지와 인간의 미래>

□ 일시: 2016년 5월 28일 토요일 11시 30분~17시 30분
□ 장소: 한양대학교 에리카캠퍼스 언론정보관
□ 후원: NAVER

장 소 언론정보관

강의실 302호 303호 304호 305호 306호 307호

11:30-
12:30

접수/등록

12:30-
14:00
(1부)

기획세션Ⅰ
(기술과 비판언론학)

특별세션Ⅰ-1
(디지털몰입과 

인간커뮤니케이션)
13:00~

연구회세션Ⅰ-1
(문화정치연구회)

연구회세션Ⅱ-1
(저널리즘학연구회)

자유세션Ⅰ

14:00~14:10   휴 식

14:10-
15:40
(2부)

기획세션Ⅱ
(알고리즘 미디어와 

인간의 일: 
로봇, 추천, 인간)

후원세션
(한국언론진흥재단)

특별세션Ⅰ-2
(디지털몰입과 

인간커뮤니케이션)
14:25~

연구회세션Ⅰ-2
(문화정치연구회)

연구회세션Ⅱ-2
(저널리즘학연구회)

연구회세션Ⅲ
(비교미디어정책연구회)

15:40~15:50   휴 식

15:50-
17:20
(3부)

기획세션Ⅲ
(디지털 노동과 참여문화)

세월호 참사 2주기 
특별세션
(세월호, 

그리고 멈추어 버린 
시간에 대한 기록)

특별세션Ⅱ
(타율적 구조조정, 

극한의 경쟁:
대학교육의 좌표를 묻는다)

연구회세션Ⅰ-3
(문화정치연구회)

연구회세션Ⅳ
(커뮤니케이션

정치경제연구회)
자유세션Ⅱ

17:30- 정기 총회 (20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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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소
시간

302호 303호 304호 305호 306호 307호

1부
12:30-14:00

(90“)

기획세션Ⅰ

기술과 비판언론학

사회: 조항제
(부산대)

1. 사물과 규범 사이에서: 
사물은 꿈꾸는가?

발표: 김상호(경북대)
발표: 성민규(UNIST)
토론: 박선희(조선대)
발표: 이동후(인천대)  
     

13:00~14:15

특별세션Ⅰ-1
(디지털몰입과 

인간커뮤니케이션)

디지털 중독과 인공지능: 
인간 커뮤니케이션의 
확장인가? 종속인가? 

사회: 김효동
(아주대)

1.  Prevalence of Cyber-
bullying and Predictors 
of Cyberbullying Perpet-
ration among Korean 
Adolescent
발표: 이창호(한국청소년
발표: 정책연구원)
토론: 김희경(한림대)
발표: 남윤재(경희대)

2. 스마트폰 중독 실태와 
국가정책
발표: 서보경
발표: (한국정보화진흥원) 
토론: 이원태(KISDI)
발표: 조재희(중앙대)

연구세션Ⅰ-1
(문화정치연구회)

사회: 원용진
(서강대)

1. “그래도 20년이 지났
는데, 뭐라도 달라졌겠
죠?”: 일본군 ‘위안부’ 문
제의 담론 구성 
발표: 김수아(서울대)
발표: 홍종윤(서울대)
토론: 김현경(광운대)

2. 노동으로서 무위: 생명
통치와 정동의 네트워크
발표: 김예란(광운대)
토론: 김수정(충남대)

연구회세션Ⅱ-1
(저널리즘학연구회)

분단저널리즘,
이슈와 쟁점

사회: 김광원
(저널리즘학연구소)

1. 분단국가의 슬픈 자화
상: 한미군사훈련 담론을 
통해서 본 한반도 위기의 
실체
발표: 김성해(대구대)
발표: 김민경
발표: (대구대 석사과정) 
토론: 이봉현(한겨레)

2. 중국과 한국 신문에 
나타난 사드 담론분석 
발표: 최낙진(제주대)
발표: 조  박
발표: (제주대 석사과정)
토론: 서보윤(중앙대)

자유세션Ⅰ

사회: 이광석
(서울과기대) 

1. 사이버스페이스의 ‘공
간’에 관한 연구: 커뮤니
케이션 물리학의 관점
발표: 김동민(단국대)
토론: 김수철(한양대)

2. 미디어로서 봇(bot): 
뉴스 챗봇에 대한 시론적 
논의
발표: 오세욱
발표: (한국언론진흥재단)
토론: 이종임
발표: (성균관대)

3. 아도르노와 68:  톰슨
의 알튀세르 비판으로부
터 아도르노의 68 비판 
읽기
발표: 이영주(성균관대)
토론: 정준희(중앙대)

14:00-14:10
(10“)

휴   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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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소
시간

302호 303호 304호 305호 306호 307호

2부
14:10-15:40

(90“)

기획세션Ⅱ

알고리즘 미디어와 
인간의 일: 

로봇, 추천, 인간

사회: 강형철
(숙명여대)

1. 알고리즘 미디어의 등
장과 문화충격
발표: 임종수(세종대)

2. 로봇-VR-드론, 테크저
널리즘 시대의 뉴스 양식
과 기자되기/하기
발표: 김익현(ZDNet)

3. 넷플릭스 효과? 포스
트TV에서의 콘텐츠 생산
과 수용자 복지
발표: 김  혁(SBS)

4. 로봇의 시대 호모 미
디어쿠스의 길
발표: 구본권(한겨레)

종합토론:
김동원(언론노조)
김상호(경북대)

후원세션
(한국언론진흥재단)

디지털 혁신 사례를 
통해 본 뉴스 생태계와 
언론 교육의 혁신 모델 

사회: 김서중
(성공회대)

1.  디지털 뉴스 생태계
와 언론 교육의 혁신 모
델 
발표: 김성해(대구대)
토론: 최  숙(한국외대)
발표: 최은경(한양대) 

2. 뉴스 빅데이터 혁신 
생태계의 가능성
발표: 박대민
발표: (한국언론진흥재단)
발표: 김옥태(방송통신대)
토론: 유경한(한국외대)
발표: 이은주(서강대)

14:25~15:40

특별세션Ⅰ-2
 (디지털몰입과 

인간커뮤니케이션)

디지털 중독과 인공지능: 
인간 커뮤니케이션의 
확장인가? 종속인가? 

사회: 심두보
(성신여대)

3.  '인공지능 사회'는 오
는가?: 알파고와 이세돌
의 대결을 보고 
발표: 홍성태(상지대)
토론: 김대중(동아대)
발표: 김봉섭
발표: (한국정보화진흥원) 

4. 디지털기기 중독과 사
이버불링: 커뮤니케이션
과 교육차원의 대안 탐색
발표: 정의철(상지대) 
토론: 김동윤(대구대)
발표: 정은이
발표: (동아방송예술대학)
발표: 

연구세션Ⅰ-2
(문화정치연구회)

사회: 김영찬
(한국외대)

3. 전지구적 대테러 전선
의 구축과 테러방지법 제
정의 국면
발표: 전규찬(한예종) 
토론: 이기형(경희대)

4. 신검열’과 ‘통치성’ 관
점에서 본 SNS 검열
발표: 홍남희(연세대) 
토론: 홍성일(서강대)

5. 디지털 잉여주체들에
게 희망은 있는가?: 한국 
청년 세대의 주체성 위기
와 극복의 가능성 
발표: 김상민(서울대)
토론: 임태훈(대구경북
토론: 과학기술원)

연구회세션Ⅱ-2
(저널리즘학연구회)

대안미디어의
현황과 전망

사회: 김영욱
(카이스트)

1. 한국과 프랑스의 탐사
저널리즘 비교 분석-뉴스
타파와 메디아파르트를 
중심으로
발표: 진민정(대구대)
토론: 박진우(건국대)

(라운드테이블)

디지털 시대의 대안미디어,
위기 혹은 기회?

패널:
민노씨(슬로우뉴스)
서보윤(중앙대)
박진우(건국대)
이봉현(한겨레)
진민정(대구대)
최낙진(제주대)

연구회세션Ⅲ
(비교미디어정책연구회)

새로운 방송환경에서의 
다양성과 다원성 재구성 

논의

사회: 이상훈
(전북대)

1. 독일의 미디어환경변
화와 방송의 다양성
발표: 심영섭(한국외대)

2. 일본의 미디어환경 변
화와 방송의 다양성
발표: 김경환(상지대)

종합토론:
김동원(언론노조)
문연주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정두남(KOBACO)
정미정(공공미디어연구소)
정준희(중앙대)
허찬행(청운대)

15:40-15:50
(10“)

휴   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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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소
시간

302호 303호 304호 305호 306호 307호

3부
15:50-17:20

(90“)

기획세션Ⅲ

디지털 노동과 참여문화

사회: 김수정
(충남대)

1.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의 확장: 담론에서 노동
으로
발표: 김동원(언론노조)

2. 정보통신기술, 비물질 
노동, 삶의 취약성의 관
계에 관한 이론적 고찰
발표: 채석진(성공회대)

종합토론:
김수철(한양대)
오연주(한림대)
함성주(한국외대)

세월호 참사 2주기 
특별세션

세월호, 
그리고 멈추어 버린 
시간에 대한 기록

사회: 원용진
(서강대)

(라운드 테이블)

패널: 
박수빈
(법무법인 청맥 변호사)
심영섭(한국외대)
유해정(인권기록활동네트
워크'소리' 활동가)
정은주(한겨레신문 기자)

특별세션Ⅱ

타율적 구조조정, 
극한의 경쟁: 

대학교육의 좌표를 묻는다

사회: 김남석 
(경남대)

(라운드 테이블)

패널: 
손병우(충남대)
박선희(조선대)
유홍식(중앙대)
전범수(한양대)

연구세션Ⅰ-3
(문화정치연구회)

기술문화연구를 위한 
학문 자립체구성과 

향후과제

사회: 이광석
(서울과기대)

(라운드테이블)

패널: 
강신규(서강대)
김상민(서울대)
김예란(광운대)
김지훈(중앙대)
박성우(우송대)
이기형(경희대)
이원태(KISDI)
이영주(성균관대)
이재현(서울대)
임태훈
(대구경북과학기술원)

연구회세션Ⅳ
(커뮤니케이션

정치경제연구회)

사회: 정연우
(세명대)

1. 모택동의 언론투쟁사
상은 습근평의 지구적 미
디어복합기업론과 충돌하
는가
발표: 김승수(전북대)
토론: 이남표(MBC)
토론: 최은경(한양대)

2. 디지털 저널리즘의 특
성과 동향
발표: 이진로(영산대)
토론: 강국진(서울신문)
토론: 김은규(우석대)

3. 언론 무보도에 대한 
비판적 고찰
발표: 김수정(중앙대)
토론: 서명준(건국대)
토론: 한찬희
토론: (공공미디어연구소)

자유세션Ⅱ

사회: 김훈순
(이화여대)

1. 권언유착인가 직업이
동인가: 한국 사회 폴리
널리스트 연구 
발표: 김세은(강원대)
토론: 권장원
토론: (대구가톨릭대)
토론: 정수영(성균관대)

2. MBC ‘백종문 녹취록’ 
사건의 보도에 관한 사례 
연구: 언론 통제의 기제
를 중심으로 
발표: 김상균(성균관대
토론: 미디어문화콘텐츠
토론: 연구소)
토론: 이정훈(서강대)
토론: 최진봉(성공회대)

17:20- 정기 총회 (202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