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커뮤니케이션학 입문(Introduction to Communication studies)

교수 : 홍주현

면담시간 : 약속 시간 정한 후 가능

홈페이지 : 학교 홈페이지 가상대학 내 클래스

* 과목 개요 : 언론정보학부에 처음 입학한 학생들에게 인간의 커뮤니케이션 현상을 이해하

는 이론을 체계적으로 설명한다. 인간의 커뮤니케이션을 바라보는 상반된 이론적 관점을 배

우고, 이론적 관점에 대한 비판적 시각을 갖는다. 다음으로 커뮤니케이션 기술의 발달과 함

께 인간의 커뮤니케이션 과정이 어떻게 변화했는지, 매체, 메시지, 수용자 등 커뮤니케이션 

요소를 중심으로 살펴본다. 끝으로 인터넷과 소셜네트워크서비스의 커뮤니케이션 특성을 살

펴보고, 커뮤니케이션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를 공부한다.  

  이 과목은 커뮤니케이션학 연구 패러다임의 변화와 이론적 관점들에 관련된 쟁점들을 검

토함으로써 학생들이 사회과학의 한 분야로서의 커뮤니케이션 연구의 학문적 성과를 파악하

고 향후 커뮤니케이션학을 심도 있게 공부하기 위한 배경 지식을 갖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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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가 방법

  총 100% 만점
  1. 시험(70%): 중간고사(30%) 기말고사(40%)
  2. 과제(20%) :평가기준 -보고서의 완성도(전체 구성 및 논의의) 논리성, (분석  
                           의) 정확성을 기준으로 20점 만점
  3. 수업태도 및 출석 (10%)

** 과제 : 예시

1. 현재 우리 사회의 각 분야에서 ‘소통’을 중요한 덕목으로 생각하고 있다. 인

터넷, SNS와 같이 커뮤니케이션 기술의 발달로 소통이 잘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

하는지, 아니면 오히려 소통이 줄어들었다고 생각하는지 1) 본인의 입장을 선택하

고, 2) 본인의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사례를 커뮤니케이션 모델을 근거로 분석하

라. (예를 들어 커뮤니케이션 모델에서 매체의 발달로 커뮤니케이션이 증가하는 상

황이 되었지만, 「수용자 측면에서 0000 문제가 있어서/ 메시지 측면에서 질에 문

제가 있어서」 소통이 안 되고 있다) 2. 분량  A4 용지 5매 정도(줄간격, 180, 글

자크기 10)

** 주별 강의 계획



 제1주 : 강의 개요 소개 및 커뮤니케이션학의 특성

       (1) 커뮤니케이션학이란? 

           - 커뮤니케이션과 학문으로서 커뮤니케이션학의 위치 이해

           - 커뮤니케이션학 연구의 기원

           - 커뮤니케이션학의 중요성, 왜 배워야 하는가?

           - 강의 개요(커뮤니케이션학에 대한 이론적 접근)

       (2) 인간과 커뮤니케이션 그리고 미디어(주교재 pp. 1~31)

           - 인간 커뮤니케이션의 유형

           - 왜 커뮤니케이션 이론을 공부해야 하는가?

           - 커뮤니케이션 정의, 커뮤니케이션에서의 탐구 과정

제2주 : 커뮤니케이션 기술의 발달과 사회의 발달

       (1) 인간의 커뮤니케이션 기술의 발달과 사회의 발달

           - 커뮤니케이션 피라미드(맥퀘일(2005), pp.38~41)

           - 기술결정론 : 언어, 문자, 인쇄술, 라디오, 텔레비전, 인터넷의 등장

             (맥퀘일(2005), pp.45~63)

           - 커뮤니케이션 기술의 발달과 커뮤니케이션 양식의 변화

       (2) 미디어 이론 형성에서 주요 사안 : 사회변화와 발전

           - 기술결정론(맥퀘일 pp. 121~122,134)

           - 기술의 발달과 사회의 발전의 관계

제3주 : 커뮤니케이션 상황 및 커뮤니케이션 유형과 특성 

       (1) 커뮤니케이션 상황별 분류

           - 면대면 커뮤니케이션 : 대인 커뮤니케이션, 소집단 커뮤니케이션

                                   조직 커뮤니케이션

           - 매스 커뮤니케이션    - 국제 커뮤니케이션

       (2) 미디어와 기호

           - 비언어적 커뮤니케이션의 종류 및 특성

           - 비언어적 커뮤니케이션의 기능

제4주 : 미디어와 사회_미디어와 정치

         (주교재 pp. 37~66)

       (1) 정치 커뮤니케이션

           - 언론과 정부의 관계

           - 정치커뮤니케이션 효과 이론

           - 미디어와 선거

       (2) 전자 민주주의와 정치 커뮤니케이션

           - 공론장 확대 그리고 여론의 편향성, 변동성 문제

           - 토론의 질, 편향성 문제 : 참여민주주의의 실현에 기여하는가?

           - 익명성으로 인한 폭력성 : 인터넷 여론을 신뢰할 수 있는가?

제5주 : 미디어와 사회_미디어와 경제

        (주교재 pp. 67~83)



       (1) 글로벌 시대의 미디어 기업

       (2) 미디어 산업의 글로벌화

제6주 : 미디어의 이해_신문

        (주교재 pp.125~142)

       (1) 언론의 기능- 신문의 기능과 역할 

       (2) 언론 보도의 문제점- 뉴미디어 시대의 신문

제7주 : 미디어의 이해_방송

        (주교재 pp.143~157)

       (1) 정보화 사회와 뉴미디어

       (2) 뉴미디어의 종류

제8주 : 중간고사

       (1) 중간 고사 정리 및 질의 

       (2) 중간 고사

           - 개인 과제물 주제 제출

           - 과제물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최종 과제 제출 전까지

             최소 한 번 이상 주제, 연구방법, 결과 해석 방향에 대해

             담당 교수와 면담 할 것(약속 시간 카페에서 정하기)

제9주 : 커뮤니케이션 모델의 확장 및 변화

       * 중간고사 피드백 - 이 시간 이후 중간고사 시험지 확인 불가

        (맥퀘일, pp.89~93)

       (1) 커뮤니케이션 모델의 확장 : 매스커뮤니케이션 과정에 대한 모델

           - 자극-반응 모델

           - 메시지의 확산 과정에 대한 모델

           - 카츠와 라자스펠드의 2단계 흐름 모델(맥퀘일 pp. 94~99) 

           - 로저스와 슈메이커의 개혁-확산 모델(맥퀘일 pp. 107~113)

        (2) 커뮤니케이션 모델의 변화: 커뮤니케이션 기술의 발달과 커뮤니케이션 

           구성 요소의 변화 (주교재: pp, 296~298 참조) 

           - ① 매체:매스 미디어,인터넷,SNS의 등장과 커뮤니케이션 양식변화

           - ② 메시지

           - ③ 수용자의 속성 변화

제10주 : 커뮤니케이션 모델의 변화-커뮤니케이션 매체로서 인터넷에 대한 이해

       (1) 커뮤니케이션 기술의 발달과 커뮤니케이션 과정에서 공간․시간의 확장

           - 면대면, 매스 미디어, 인터넷, SNS 비교

           - 미디어 이론 형성에서 주요 사안:공간과 시간(맥퀘일pp.122~123)

       (2) 뉴미디어 - 새로운 이론?(주교재, pp. 158~184)

           - 인터넷의 매체적 특성 : 상호작용성

           - 정보트래픽에 따른 송신자와 수신자의 관계

           - 컴퓨터를 매개로 한 공동체의 형성 : 공론장 확대



제11주 : 미디어 테크놀로지와 인간

        (주교재 pp.268~310)

       (1) 신 커뮤니케이션 공간 : 사이버 스페이스의 등장

       (2) 사이버 커뮤니케이션의 특징 및 유형

제12주 : 미디어 테크놀로지의 발전과 수용자

       (1) 수신자로서 수용자 개념(맥퀘일, pp.475~450)

           - 수용자 개념, 시장 개념으로서 수용자

           - 수용자에 대한 비판적 관점

           - 수용자의 유형

       (2) 뉴미디어와 수용자의 개념 변화

           - 인터넷의 등장으로 인한 미디어 환경 변화

           - 공중으로서 수용자, 생비자로서 수용자

           - 수용자의 능동성 확대

제13주 : 커뮤니케이션 기술의 발달과 SNS(Social Network Service) 기반 커뮤니  

         케이션

       (1) 커뮤니케이션 기술의 발달과 사회 변화(맥퀘일, pp.645~653)

           - 사회의 발전에 커뮤니케이션의 기여

           - 기술적 관점, 수용자의 관점, 미디어 시장 관점, 정치적 관점

           - 인간의 커뮤니케이션 증대와 삶의 질

       (2) SNS 기반 커뮤니케이션의 특성

           - 트위터리안의 위계 : 카츠와 라자스펠드의 2단계 흐름 모델의 적용

           - 상호작용을 통한 스마트 공중(smart mobs)의 형성(Rheingold, 2002)

           - 네트워크 분석

제14주 : 커뮤니케이션학과 나의 미래

       (1) 커뮤니케이션학과 나의 미래 : 개별 과제 발표

           - 커뮤니케이션학의 세부 분야와 나의 관심사, 미래의 관계 토의

       (2) 기말고사 내용 정리 및 질의

제15주 : 기말 고사

제16주 : 시험 피드백

       (1) 기말고사 피드백 및 제출한 과제물 받아가기

           이 시간 이후 시험지 확인 및 점수 확인 불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