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과목명 정치커뮤니케이션 교과목번호 CO22041 분반 029

개설학과 신문방송학과 개설학년 3 학점-이론-실습 3.0 - 3.0 - 0.0

강의시간

및 강의실
월 09:00(75) 421-303,수 09:00(75) 421-303

담당교수 임영호

연구실

(상담가능장소)
상담시간

연락처 이메일

수업방식

평가방법

*중간고사 (100점), 기말고사 (100점), 리포트/퀴즈 (60점), 참여도/출석 (40점) 등의 평가 점수를 합산 후 상대평가.

*수업관련 교재는 사전에 읽어와야 하며, 수시퀴즈를 통해 숙지여부를 확인할 예정. *리포트 평가 기준: 과제 취지와 적

합한가, 관련 정보의 조사가 철저하고 체계적인가, 글의 기술방식이 논리적인가, 문장은 완결된 형태도 작성되고 비문/오

타는 없는가. *토머스 패터슨의 책은 중간고사 혹은 기말고사에서 논술형 문제로 출제될 수도 있음.

 * 장애학생의 경우 시험시간의 연장이 가능하며, 대필이나 컴퓨터를 활용하여 시험에 응할 수 있습니다.

선수과목 및

지식

교수목표
이 강좌는 미디어와 정치의 관계, 나아가 커뮤니케이션에 의해 매개되는 정치 현상에 관한 이해를 돕기 위한 것이다. 이

영역에서 기본적인 이론과 개념들을 이해하고 이를 현실 정치 사례에 적용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는 데 초점을 둔다.

강의개요

1. 과목 개관 2. 정치 커뮤니케이션의 개념과 행위자 3. 미디어와 민주주의 4. 정치커뮤니케이션과 정치-미디어 관계 5.

정치언어와 상징 6. 뉴스와 현실 구성 7. 미디어와 정치적 현실 구성: 의제 설정, 프라이밍, 프레이밍. 8. 미디어와 여론

형성과정 9. 선거보도와 TV토론 10. 선거 캠페인과 정치광고, 홍보 11. 정치사회화: 비정치적인 것의 정치성 12. 종합/정

리

 * 장애학생의 경우 장애학습지원센터와 강의 및 과제에 대한 사전 협의가 가능합니다.

2018학년도 1학기 교수계획표

교재 및 참고자료

주교재 강의자료 모음집(course pack);

참고자료 별도 공지 (지정도서실에 비치)



주별 강의계획

주차 강의 및 실험 실기 내용 과제 및 기타 참고사항

제1주 [표절, 시험 부정행위 예방교육 및 실험·실습 안전교육 실시] 과목 소개

제2주 정치 커뮤니케이션의 개념과 행위자

제3주 미디어와 민주주의

제4주 정치커뮤니케이션과 정치-미디어 관계

제5주 정치언어와 상징

제6주 정치언어와 상징

제7주 뉴스와 현실 구성

제8주 중간고사 기간

제9주 미디어와 정치적 현실 구성 이론 1

제10주 미디어와 정치적 현실 구성 이론 2

제11주 미디어와 여론 형성과정

제12주 선거보도와 TV토론

제13주 선거 캠페인과 정치광고, 홍보

제14주 정치사회화: 비정치적인 것의 정치성

제15주 종합/정리

제16주 기말 시험

첨부파일 정치컴계획서2015.hw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