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보사회학회 2021년 하반기 정기 학술대회

메타버스 사회의 새로운 경쟁과 협력
온오프의 경계가 허물어지고 있습니다. 공간과 거리의 소멸을 통해 일상 속 개인들의 생활도 더 큰 변화를 마주할 것입니다. 메타버스 플랫폼은 그 자체가 새로운 시장이자
산업으로 역할 하면서 기존의 조직 원리 및 업무 방식을 혁신적으로 바꿔 나가고 있습니다. 변화된 환경은 조직간 그리고 개인간 경쟁의 원칙과 협력 원리도 새롭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달라진 행위 양식은 우리 사회가 추구하고 지향하는 기본적인 가치의 변화로 연결될 것입니다.
한국정보사회학회는 2021년 하반기 정기 학술대회에서 ‘메타버스 사회의 새로운 경쟁과 협력’을 대주제로 하여 학문적 논의의 장을 갖고자 합니다. 변화가 가져오는
다양한 기회는 새로운 기대로 연결됩니다. 메타버스 사회의 도래는 현재의 일상적 삶과 우리의 미래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새로운 기대는 구체적 현실로 다가올 수
있을까요? 12월 10일 KAIST에서 이러한 관심을 공유하고 전망하는 기회를 마련했습니다. 학회 회원분들 뿐 아니라 다양한 영역에서의 참여를 통해 생산적인 담론이
풍성하게 이루어지길 기대합니다.

일시 : 2021년 12월 10일(금) 10:30~18:00
장소 : 카이스트 문지 캠퍼스 강의동 701호, 705호
Zoom: https://kaist.zoom.us/j/8220695479?pwd=YVhyaEVZbC9iVk9OU2x
VdU92dkxBUT09
회의 ID: 822 069 5479
암호: 20201111

10:00-10:30

10:30-12:00

준비
[대학원생 세션1] (이철호 교수, KAIST)

[대학원생 세션2] (조원광 교수, 서울대)

발표1: Determinative Factors Influencing Domestic OTT Players' Purchase of
Foreign Content in South Korea (Wang Si Huan, 고려대 석사과정)
발표2: 국가 감염병 기사를 통해서 본 한국 언론의 감염병 보도_ 신종플루, 메르스, 코로나
19를 중심으로 (이보미, 고려대 박사과정)
발표3: Understanding the changes of tourists’ opinions during before/after
the Covid-outbreak and mass vaccination: an analysis of Spain and
US’s tourist attractions reviews (Chernyaeva Olga, 부산대 박사과정)
토론: 참여 교수

발표1: Political

risk, financial constraint, and
managerial risk (이예환, KAIST 박사과정)
발표2: 청
 년의 지역 커뮤니티 활성화와 미디어 - 커뮤니케이션 하부
구조 이론을 중심으로 (최지은, 전북대 석사과정)
발표3: 실질효과와

상징효과를 통해서 본 기업의 지속가능한 ESG
전략 (이지인 외, POSTECH 석사과정)
토론: 참여 교수

12:00-13:00

점심시간 / 이사회

13:00-13:30

등록

13:30-15:00

[세션1] 경영/경제 (장문경 교수, 한남대)

[세션2] 미디어/통신 (정윤혁 교수, 고려대)

발표1: 넷플릭스를 통한 영화 콘텐츠의 해외 유통 현황 분석 연구(김도경 박사, 고려대)
토론1: 안정용 박사(고려대)
발표2: 온라인 리뷰 유용성에 영향을 미치는 리뷰어의 전문성: 게임 플랫폼 스팀을 중심으로
(이새롬 교수, 경북대)
토론2: 강수환 박사(고려대)
발표3: The role of fair pay for performance in the decentralized networks:
evidence from Steemit (이철호 교수, KAIST)
토론3: 장문경 교수(한남대)

발표1: A
 I 생태계에 대한 스타트업 인식 연구(김정환 교수, 부경대)
토론1: 김영춘 교수(UNIST)
발표2: 인
 공지능의 수용성에 관한 연구: 지식 유형과 역할의 영향력
을 중심으로(사영준 교수, 서강대)
토론2: 최한별 박사(고려대)
발표3: 메
 타버스 창작자의 플랫폼 평가요인 연구
(정윤혁 교수, 고려대)
토론3: 박종화 교수(공주대)

15:00-15:20

15:20-16:50

17:00-18:00

Zoom: https://kaist.zoom.us/j/6213728230?pwd=RkVj
WDR2T2U0aDFqbFBJcTZCSE1jQT09
회의 ID: 621 372 8230
암호: 051114

휴식시간
[세션 3] 사회/법학 (최항섭 교수, 국민대)

[세션4] 혁신/기술 (김의석 교수, KAIST)

발표1: Segregated Inclusion among Knowledge Producers in YouTube
(전준 교수, 충남대)
토론1: 김정연 박사 (연세대)
발표2: 인터넷 댓글을 통한 프로야구 두산과 LG의 팬심 비교 (이장영 교수, 국민대)
토론2: 정일권 교수 (광운대)
발표3: 디지털사회의 미래정책 어젠다 (최항섭 교수, 국민대)
토론3: 배영 교수 (POSTECH)

발표1: 메
 타버스에서 메타버브(Metaverb)의 가능성 모색
(김효은 교수, 중앙대)
토론1: 홍태호 교수(부산대)
발표2: N
 FT와 엔터테이먼트 산업의 상승효과에 대한 고찰 -두나무
와 하이브의 지분스왑을 중심으로- (권혁준 교수, 순천향대)
토론2: 김혁 교수 (호서대)
발표3: ‘메타버스에서의 정보 비대칭 현상에 대한 연구 ; 사용자의
NFT 사용을 바탕으로’ (박민정 박사, 이화여대)
토론3: 이철호 교수 (KAIST)

폐회 및 총회

•조직위원장 : 한승헌(카이스트)
•조 직 위 원 : 최항섭(국민대), 정윤혁(고려대), 김의석(카이스트), 장문경(한남대), 홍태호(부산대), 이철호(카이스트)
•주
최 : (사)한국정보사회학회
•후
원 : 과학기술정책연구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