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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8년 SSK-Networking

제 1차 심포지엄

일시: 2017년 10월 20일 (금) 09:00 - 18:00
장소: LW 컨벤션
주최: SSK-Networking 지원사업단

후원: 한국연구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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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실]
제 1 회의실 1회의 (10:30-13:30) / 아젠다 심포지엄 : 국제환경 변화와 한반도
1. 발표: 이수훈 (고려대) / 토론: 이영환 (전환기정의워킹그룹)
북한 인권관련 NGO의 역할: 북한인권법 제정과정을 중심
2. 발표: 윤경섭 (고려대) / 토론: 김지영 (대한민국역사박물관)
북한의 비상사태 제도의 형성과 의미
3. 발표: 최종환 (북한대학원대)

한반도 정세와 미디어 프로파간다 연구
4. 발표: Balazs Szalontai (고려대) / 토론: 이정우 (국제통상전략연구원)
Pyongyang Deliberately Sabotage Moon's Engagement Policy - THAAD, SinoKorean Relations, and the Current Nuclear Crisis

제 1 회의실 2회의( 14:00-16:30) / 신규집담회
(연구책임자 : 김홍중 김의준 권오병 최수미 최영록 김대일 조원빈 송해덕 강남훈)

[제 3실]
제 3 회의실 1회의 (09:00-10:30) / 리서치 트렌드
1. 발표: Michael Hurt(University of Seoul)
Seoul's hyperreality, street fashion culture and ʺFlexible Socialityʺ as Enabled by the para

metric multi-modality of the Dongdaemun Design Plaza

2. 발표: 함주연 (경희대)
Configurational Patterns of Smart Tourism Ecosystems
제 3 회의실 2회의 (10:30-12:00) / 심화형 심포지엄
1. 발표: 박종민 (고려대) / 토론: 윤견수 (고려대)
공무원제 국가비교의 틀
2. 발표: 윤견수 (고려대) / 토론: 신현두 (고려대)
공직의 정체성과 공직자의 딜레마
3. 발표: 신현두 (고려대) / 토론: 박종민 (고려대)
규제정책의 사회적 형성: 사행성게임 규제를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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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회의실 4회의 (13:30-15:00) / 희망연계미팅 (연구책임자 : 차재권 / 홍순구)

제 3 회의실 5회의 (15:00-16:30) / 심화형 심포지엄
1. 발표: 최낙혁 (서울대 ) / 토론: 이연경 (서울대)
커뮤니티 웰빙과 개인단위 웰빙의 차이에 대한 연구
2. 발표: 이은선 (서울대) / 토론: 최낙혁 (서울대)

사회적경제가 도시커뮤니티 재생에 미치는 영향: 서울시 마을기업, 사회적 협동조
합을 중심으로
3. 발표: 이연경 (서울대) / 토론: 이은선 (서울대)
지방정부의 정책에 대한 인식이 사회적 약자의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연구
4. 발표: 이준영 (서울대) / 토론: 박찬영 (서울대)
What makes people want to live in the community?: Relationships between Sense of
Community and Community Well-Being

[제 4실]
제 4 회의실 2회의 (10:30-12:00) / 심화형 심포지엄
1. 발표: 한다은 (연세대) / 토론: 송현주 (연세대)
What is Beautiful is Good?: Excessive Concern for the Physical Appearance Could
Undermine Morality
2. 발표: 차민정 (연세대) / 토론: 김영훈 (연세대)
Focusing attention on others reduces in-group bias in preschool children
3. 발표: 이보람 (연세대) / 토론: 정유경 (연세대)
텍스트마이닝 기반 서울시민 행복 요인 분석 연구
제 4 회의실 4회의 (13:30-15:00) / 심화형 심포지엄
1. 발표: 반상진 (전북대) / 토론: 여영기 (전북대)
현 정부의 교육개혁 방향과 학령인구 감소에 대한 교육적 대응

2. 발표: 장진아 (서울대) / 토론: 조형미 (서울대)
온라인 문제해결학습, 설계, 운영, 교사, 실천
3. 발표: 미정 / 토론: 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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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회의실 5회의 (15:00-16:30) / 심화형 심포지엄

크리스탈 홀 1회의 (10:00-13:00) / 센터중심 심포지엄

1. 발표: 백범석 (경희대) / 토론: 유영수 (고려대)

1. 발표 : 박선주 (연세대) / 토론: 신동희 (중앙대)

State Responsibility for Gross Human Rights Violation
2. 발표: 남승현 (고려대) / 토론: 유영수 (고려대)
A Management Approach to Business and Human Rights: Lessons from the AntiCorruption Regime
3. 발표: Daniel Connolly (고려대) / 토론: 정진원 (고려대)
New Frontiers of Profit and Risk: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s Impact on Businesses
and Human Rights

Overcoming bottlenecks in customer communication: A case of viral marketing
2. 발표 : 김근식 (방송통신대) / 토론: 서정철
한국인의 갈등현상과 갈등관리에 관한 인식분석
3. 발표 : 최혜민 (서울대) / 토론: 최종민 (서울대)
정부경쟁력과 효율성
4. 발표 : 김인수 (방송통신대) / 토론: 이숙종 (성균관대)
사회심리학적 요인이 갈등인식에 미치는 영향분석: 원자력 정책과 해석수준이론을 중심으로

5. 발표 : 신상준 (성균관대) / 토론: 전진영 (국회입법조사처)
제 4 회의실 6회의 (16:30-18:00) / 심화형 심포지엄
1. 발표: 김태일 (고려대) / 토론: 안종순 (연세대)
소득주도 성장론의 평가

한일 정치참여에 미치는 영향요인 분석
6. 발표 : 김민길 (성균관대)
노인일자리사업 참여 노인들의 사업만족도에 대한 연구

2. 발표: 김보영 (영남대) / 토론: 김회성 (연세대)
시장기제를 통한 제도화와 보편화, 우리나라 지역사회서비스 10년의 진단과 평가
3. 발표: 권순미 (한국기술교육대) / 토론: 홍이진 (연세대)
발전주의와 사회투자국가 사이에서 : 아베정권의 일-가족정책을 중심으로
4. 발표: 홍이진 (연세대) / 토론: 양재진 (연세대)
East Asian developmental welfare, social rights and production systems: ways ahead
for comparative research

크리스탈 홀 2회의 (14:00-17:00) / 센터중심 심포지엄
1. 발표 : 윤기봉 (이화여대) / 토론: 류정희 (보건사회연구원)
다문화 가족 어머니들의 유아기 자녀양육경험에 대한 해석현상학적 연구
2. 발표 : 이미나 (가천대) / 토론: 김은영 (육아정책연구소)
뇌기반에 기초한 유아기 부모 및 교사 교육 프로그램 운영

3. 발표 : 김민정 (가천대) / 토론: 김은영 (육아정책연구소)

[제 5실]
제 5 회의실 1회의 (09:00-10:30) / 심화형 심포지엄
1. 발표: 서정건 (경희대) / 토론: 윤성이 (경희대)
트럼프 시대 한미FTA와 미국 의회-누가 왜 지지 혹은 반대하는가
2. 발표: 윤지환 (이화여대) / 토론: 윤성이 (경희대)
Self-Victimizing Resistance in South Korea- Dirigisme and a New Repertorie of Labor Contention

3. 발표: 민희 (경희대) / 토론: 이민규 (경상대)
Making Weak Ties Work - Shared Information and Emotion via SNS in the 2016 Candlelight Rally

The increase in corpus callosum fractional anisotropy from 2 to 6 years of age is predicted
by attachment to mother at 1 year of age and maternal affective parenting at 3 years of age

4. 발표 : 김효정 (부산대) / 토론: 조인식 (국회입법조사처)
기회의 망 이론이 미래 교육공동체 설계에 주는 시사점
5. 발표 : 빅희경 (부산대) / 토론: 조인식 (국회입법조사처)
유아행복 요인의 구조 및 잠재 프로파일 탐색
6. 발표 : 한준성 (한양대) / 토론: 이기호(의정부외국인인력지원센터)
한국의 이주노동정치와 합법화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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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발표: 이혜미, 유승호 (강원대) / 토론: 장예빛 (아주대)
한국사회에서의 성소수자:1920~2017년 언론보도 분석을 중심으로
3. 발표: 유승호 (강원대) / 토론: 김남옥 (고려대)
아르띠장(리뷰)

제 5 회의실 2회의 (10:30-12:00) / 심화형 심포지엄
1. 발표: 문성옥 (연세대) / 토론: 표나성 (연세대)
SNS활동이 근로자 개인 성과에 미치는 효과
2. 발표: 문성옥 (연세대) / 토론: 정승화 (연세대)
조직내 신뢰향상을 위한 고몰입 인적자원관리

[제 6실]
제 6 회의실 1회의 (09:00-10:30) / 리서치 트렌드

3. 발표: 김기태 (건국대) / 토론: 황용석 (건국대)
청소년의 스마트폰의 네트워크 크기 이용행태, 또래 친구와의 관계지향성이 스마트폰
중독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1. 발표: 김준표 (서울대)
독거노인의 사회자본 구축 정도와 스트레스 간의 관계
2. 발표: 정수희 (건국대)
일본 쿨재팬 전략을 통해 본 문화콘텐츠를 통한 지역다움 구축에 대한 연구
3. 발표: 주민지 (이화여대)
정신질환자의 민간보험 가입차별 문제에 대한 정책과정

제 5 회의실 4회의 (13:30-15:00) / 리서치 트렌드
1. 발표: 서창원 (극동대)
장애아동을 위한 비언어적 의사소통지원
2. 발표: 정민지 (성균관대)
Asymmetric Impact Country Image and Materialism on the Purchase Quality Evalua
tion: Four Country Comparison
3. 발표: 이선형 (연세대)

제 6 회의실 2회의 (10:30-12:00) / 심화형 심포지엄
1. 발표: 송승연 (가톨릭대) / 토론: 김효정 (한국후견신탁연구센터)
이탈리아 정신보건개혁 고찰

동적토픽모델을 활용한 강력범죄 언론보도 내용분석
4. 발표: 송나경 (광운대)
지역사회 환경적 요인이 지역의 자살률에 미치는 종단적 영향

2. 발표: 배진영 (가톨릭대) / 토론: 송승연 (가톨릭대)
영국 정신능력법의 IMCA 서비스는 어떻게 운영되는가?

3. 발표: 김효정 (한국후견신탁연구센터) / 토론: 송승연 (가톨릭대)
요양보호사의 입소자 신체억제인식과 경험

제 5 회의실 5회의 (15:00-16:30) / 심화형 심포지엄
1. 발표: 조정원 (한양대) / 토론: 박상철 (한국산업기술대)
중러 석탄 협력: 분석과 함의
2. 발표: 안상욱 (부경대) / 토론: 제성훈 (한국외대)

제 6 회의실 6회의 (16:30-18:00) / 심화형 심포지엄
1. 발표: 최희정 (건국대) / 토론: 송민혜 (건국대)
중앙아시아 출신 이공계 유학생을 통해 본 글로벌과 내셔널의 역학

후쿠시마 사태 이후 원자력 에너지 정책변화: 미국과 중국 사례를 중심으로
3. 발표: 정은이 (한국수출입은행) / 토론: 윤성학 (고려대)
북방경제협력과 남북 경제협력 연계 방안

2. 발표: 최일규 (건국대) / 토론: 권형진 (건국대)
이주자의 한국사회 통합을 위한 로고스적 정책과 파토스적 정책의 구분과 적용 가능성
3. 발표: 한지은 (건국대) / 토론: 박효민 (성균관대)
여성결혼이민자의 소득활동참여 활성화를 위한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내 연결망 연구

제 5 회의실 6회의 (16:30-18:00) / 심화형 심포지엄
1. 발표: 사영준 (강원대) / 토론: 김두환 (덕성여대)
인터넷 이용에서의 사회적 동일시: 사회적 인정에 관한 사회인지적 기저를 중심으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