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한국여성커뮤니케이션학회 가을철학술대회]

AI와 젠더: 포용과 실천
■ 일 시 : 2020년 11월 7일 (토) 12:00~18:00
■ 장 소 : 광화문 센터포인트 (지하1층 회의실by필원), 유튜브 중계
12:00~12:30
(‘30)

등록 및 안내(행사장 입구)
개회(Room A)

12:30~12:50 - [학회장 인사] 정회경(한국여성커뮤니케이션학회장)
- [조직위원장 인사] 박주연(한국여성커뮤니케이션학회 가을철학술대회 조직위원장)
(‘20)

- [프리드리히나우만 재단 축사] Dr. Christian Taaks(Head/ Friedrich Naumann Foundation Korea Office)

12:50~13:00
(‘10)

세션 준비 및 이동
Room A
프리드리히나우만 재단 후원
대주제세션

제1세션
13:00~14:20
(‘80)

<AI와 젠더: 포용과 실천>
사회: 박동숙(이화여대)
1. 온라인 젠더 네트워크: 젠더화된
조직-노동 경험의 공유와 연대의 가능
발표: 강보라(연세대 커뮤니케이션연구소)

Room B

Room C

연구회세션1/자유세션

대학원세션

사회: 배진아(공주대)

사회: 홍지아(경희대)

1. 연결된 엄마들: 새로운 여성주의 주체의
형성
발표: 최이숙(동아대)
토론: 곽현자(방송통신심의위원회)
김해원(이화여대)
2. MZ세대의 자기표현과 콘텐츠 액티비즘
사례 연구
발표: 신정아(한신대)
토론: 조윤경(가천대)· 최선영(연세대)

14:20~14:35
(‘15)
3. 인공지능 젠더편향성의 기술적 양식과

휴식(광화문 살롱)

함의: 안면인식 기술을 중심으로
발표: 이정현(유엔대)

(‘80)

연구회세션2

공공영상아카이브 특별세션

<포스트 코로나와 젠더, 페미니즘>

사회: 손승혜(세종대)

사회: 정사강(이화여대)
포스트 코로나와 젠더, 페미니즘
발표:
이경숙(고려사이버대)
전해정(국민대)· 정영희(고려대)
최 숙(한국외대)· 한희정(국민대)
홍지아(경희대)
토론:
강혜원(성균관대)· 백미숙(서울대)
이소현(한양대)· 장은미(서강대)

15:55~16:10
(‘15)

2.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언론 보도 프레임
연구 - ‘n번방 사건’을 중심으로
발표: 이승리(중앙대)
토론: 홍주현(국민대)
3. A Study of K-pop Contents
Consumption and Diffusion
in Indonesia
발표: Jane Marshellie(한국외대)
토론: 이숙정(중앙대)

2. 팬데믹 시대의 플랫폼 관리:
AI 내용규제의 문제들
발표: 홍남희(서울시립대 도시인문연구소)

라운드테이블:
김민정(한국외대)
김수아(서울대)
오세욱(한국언론진흥재단)
이설희(용인대)
채석진(북한대학원대학교)
제2세션
최이숙(동아대)
14:35~15:55

1. 사회 맥락 속에 놓인 주체의 의미 탐구:
멜로드라마 <VIP>를 중심으로
발표: Xuan Ying(고려대)
토론: 한희정(국민대)

1. 문화유산으로서 방송・영상 콘텐츠 활용
방안 연구
발표: 최효진(새공공영상문화유산정책포럼)
2. 공공콘텐츠로서 지역 방송사의 아카이브
활용 전략: 지역 MBC와 KTV MOU 모델
발표: 강병규(안동MBC)
종합토론:
김아영(한국국제문화교류진흥원)
박 완(KBS콘텐츠아카이브부)
안해룡(다큐멘터리 감독)
최은경(전남과학대)

휴식(광화문 살롱)
한국언론진흥재단 후원 특별세션(Room A)
<대학의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제3세션
16:10~17:30 1. 국내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현황과 우수사례
(‘80)
발표: 정지영(한림대), 정윤경(순천향대)

사회: 안정임(서울여대)

2. 해외 미디어 교육 우수사례 및 대학의 미디어 교육 활성화 방안
발표: 오연주(한국정보화진흥원), 김경희(한림대)
라운드테이블: 권진희(연세대)· 김 숙(컬처미디어랩)· 김예란(광운대)· 오수정(한국언론진흥재단)· 조재희(서강대)· 발표자 전원

17:30~18:00

총회(Room A)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