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여성커뮤니케이션학회 2020 봄철 정기학술대회

“데이터와 젠더: 균형 찾기의 실천”
• 일시 : 2020년 6월 13일(토) 오전11시~오후6시
• 장소 : 센터포인트 광화문
10:00
11:00
장소
구분

Room A (Youtube)

등 록 (행사장 입구)
개 회 (Room B)
Room B (Youtube)
대학원 세션

Room C (Zoom)
총서
<AI와 더불어 살기>

사회: 김종하(한라대)
1. 여성혐오표현에 대한 헌법적 고찰
발표: 김가희(이화여대 박사수료)
토론: 채정화(서강대)
11:15~12:45

구분

언론진흥재단 후원 세션
<디지털 환경의 엔터테인먼트
콘텐츠(저널리즘)와 젠더>
사회: 이경숙(고려사이버대)
1. 취약한 존재로서 여성 연예인:
엔터테인먼트 산업과 저널리즘, 대중의
공모
발표: 홍남희(서울시립대)

13:00~14:30
2. 미디어와 20대 여성 연예인의
이중재현: 그녀들이 말할 수 있는 것과
말해서는 안되는 것(가제)
발표: 김은영(이화여대)
3. 여성 아이돌의 선정적 영상물 유통과
소비 양식 및 법제도 연구
발표: 김희경(성균관대)
구분

종합 토론 :
강혜원(성균관대),이소현(한양대),
이은주(서강대), 이재원(이화여대),
정사강(이화여대), 홍지아(경희대)
(가나다 순)

14:45~16:15

2. 사회적 시청(Social Viewing)유형이
1인미디어 이용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아프리카 TV를 중심으로
발표: 양아정(이화여대 박사과정)
토론: 조은영(채널A)
휴 식 (12:45~13:00, 광화문 살롱)
KBS 후원 세션
연구회 세션 I
<감염병 확산과 대응 관련 보도의
<미디어비평 * 젠더>
개선 방향>
사회: 한희정(국민대)
사회: 정인숙(가천대)
1. 방송내용 규범으로서의 ‘사회통합’
1. 감염병 보도, 어떻게 했고 무엇을 해야
개념 재구성을 위한 탐색적 연구
하는가?: 솔루션저널리즘의 제언
발표: 곽현자(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발표: 이미나(숙명여대),
토론: 황경아(경희대)
이규원(Solutions Journalism
Network)
2. 글로벌 팬더믹 상황에서 공존은
토론: 박주연(한국외대), 이효연(KBS)
가능한가: 국내 체류 외국인 유학생들의
(가나다순)
경험을 중심으로
발표: 정영희(한국외대), 최숙(한국외대)
2. 감염증을 둘러싼 생명정치와 죽음의
토론: 장은미(서강대)
정치의 이중 통치기술
발표: 김예란(광운대)
토론: 백미숙(서울대), 이상길(연세대)
(가나다 순)
휴 식 (14:30~14:45, 광화문 살롱)
MBC 후원 세션
연구회 세션 II
<온라인 성폭력 보도와 성인지 감수성:
<뉴미디어>
무엇을 어떻게 보도할 것인가>
사회: 조연하(이화여대)
사회: 박은희(대진대)
1. OTT 시장의 콘텐츠 수익배분 연구
1. 매체의 특성과 온라인 성폭력 관련
발표: 김숙((주)컬쳐미디어랩)
언론보도의 문제점
토론: 한영주(EBS)
발표: 김수아(서울대)
종합 토론:
2. 2003년-2020년 국내 일간지의
강보라(연세대), 이윤소(여성민우회),
‘위안부’보도 분석: 빅데이터에 기반한
장은미(서강대), 정은령(서울대),
주제분석(Topic Modeling)을 중심으로
최이숙(동아대), 한동수(MBC)
발표: 함승경(이화여대), 김은영(이화여대),
(가나다 순)
정사강(이화여대)
토론: 황현정(서울대)

휴 식 (16:15~16:30, 광화문 살롱)
구분

대주제 특별 세션
<데이터와 젠더: 균현의 실천>
사회: 이동후(인천대)

16:30~18:00

18:00

집필진:
강보라(연세대), 강혜원(성균관대),
금희조(성균관대), 박주연(한국외대),
신정아(한신대), 윤현정(인하대),
이재원(이화여대), 이정현(연세대),
이종임(서울과기대), 진보래(중부대),
채정화(서강대), 최수진(경희대),
최윤정(이화여대), 홍남희(서울시립대)
(가나다 순)

기조 발표: 이희은(조선대)
종합 토론:
강혜원(성균관대), 김수정(충남대),
김유향(국회입법조사처),
김진택(포스텍) (가나다순)
폐 회 (Room A)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