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 생중계 참여 링크 : https://youtu.be/36BqdD_h01A
※ 온라인 생중계는 오후 본 행사부터 진행됩니다.

제3회 DMAC 통합학술심포지엄 초청의 글
존경하는 연구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단계적 일상회복의 기대에도 불구하고 코로나 상황이 다시 악화일로에 있습니다. 모든 연구자 분들의 건강과
가정의 평안을 기원합니다.
2019년 12월 유통학회, 마케팅학회, 광고학회, 소비자학회 등 4개 학회가 각자의 고유한 지적 자산을 융합
하는 시너지를 창출하고, 활발한 학문적 교류를 나누는 연구 풍토를 조성하기 위하여 출범한 DMAC 통합
학술대회가 올해로 3회째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올해의 주제는 <새로운 패러다임, 메타버스 속 사회변화>
입니다.
코로나19 감염병이 초래한 일상의 변화는 사회, 문화, 경제적 차원으로 확대되고 있고, 비즈니스 영역에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현상은 더욱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특히 디지털 세대가 살아갈 생활 터전이라고 할
수 있는 <메타버스>의 시대가 우리 곁으로 성큼 다가와 있고, 멀지 않은 장래에 현실 속에 디지털 세상이 더
욱 확장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메타버스는 현실과 가상의 경계를 넘어 새로운 미래 공간을 창출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기업경영과 마케팅활동에 많은 함의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패러다임으로서 메타버스의 의미와
가치, 활용방안 등을 이번 제3회 DMAC 통합학술심포지엄을 통하여 다양한 시각으로 폭넓게 조명해 보고자
합니다.
이번 제3회 DMAC 통합학술심포지엄은 오전 10시부터 4개 학회가 각기 진행하는 Doctoral Dissertation
Competition과 오후 1시 반부터 4개 학회가 함께 참여하는 본 행사(기조강연과 융합학술세션)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장덕진 한국소비자원 원장과 정성수 HS Ad 대표의 축사로 시작되는 본 행사는 롯데홈쇼핑 진호
상무의 “메타버스, 유통의 미래”를 주제로 한 기조강연 이후 융합학술세션으로 이어집니다. 융합학술세션은
중앙대 위정현 교수의 “메타버스가 초래한 소비자, 기업 그리고 플랫폼의 변화” 발제와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안용길 교수의 “메타버스의 가능성과 한계” 발제로 구성됩니다. 발제 후에는 4개 학회와 산업계 전문가가
함께 참여하는 종합토론이 이어질 예정입니다. 마케팅의 각 분야를 선도하고 있는 4개 학회 연구자들이 한데
모이는 지적 융합의 장에서 함께 소통하는 가운데 <메타버스>를 주제로 한 개인적인 학문적 성취는 물론
학회 및 연구자 간의 활발한 융합연구의 기회를 나눌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이번 통합학술심포지엄은 많은 분들의 참여와 도움으로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바쁘신 중에도 흔쾌히 축사를
맡아주신 장덕진 소비자원 원장님과 정성수 HS Ad 대표님, 기조강연을 맡아 주신 진호 롯데홈쇼핑 상무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번 행사의 준비위원회에 참여하여 수고해 주신 4개 학회 교수님들을 비롯
하여, 회장단 및 총무이사, 사무국 관계자 분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제1회 대회 이후
지속적으로 장소 후원을 해주시는 대한상공회의소 우태희 부회장님과 관계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아쉽게도 이번 대회는 코로나 상황이 급속히 악화됨에 따라 유튜브 실시간 중계를 통한 온라인 행사로 진행
하게 되었습니다. 현장 유튜브 중계에 연구자분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2021년 12월 17일

한국광고학회장 안 대 천
한국마케팅학회장 김 영 찬
한국소비자학회장 조 유 현, 주 영 혁
한국유통학회장 정 연 승

제3회 DMAC 통합학술심포지엄 프로그램
1)일시: 2021년 12월 17일(금)
2)장소: 상공회의소 B2 의원회의실(메인행사장), 소회의실 1~4(DDC)
시 간

내 용

10:00-12:00

Doctoral Dissertation Competition (소회의실 1~4)

12:00-13:30

점심식사 및 Doctoral Dissertation Competition 심사
· 사회자: 차경욱 교수(성신여자대학교)
· 인사말: 안대천 회장(한국광고학회)

13:30-14:00

[ 개 회 식

]

- 공동 주최 학회장 소개
· 축사: 장덕진 원장(한국소비자원)
· 축사: 정성수 대표(HS Ad)

14:00-14:50

[Keynote speech]
“메타버스, 유통의 미래”

· 인사말: 김영찬 회장(한국마케팅학회)
· 스피커: 진호 상무(롯데홈쇼핑)
· 차기 회장단 소개: 정연승 회장(한국유통학회)

Coffee Break

14:50-15:00

· 사회자: 황장선 교수(중앙대학교)

[융합학술세션 1발제]
“메타버스가 초래한 소비자,
15:00-16:00

· 발제자: 위정현 교수(중앙대학교)
· 토론자: 유승철 교수(이화여자대학교)
· 토론자: 전상민 교수(충북대학교)

기업 그리고 플랫폼의 변화”

· 토론자: 임채운 교수(서강대학교)

종합토론(30분)

· 토론자: 강우성 교수(동국대학교)
· 토론자: 김지현 부사장(SK경영경제연구소)
· 발제자: 안용길 교수(서울과학기술대)

16:00-17:00

[융합학술세션 2발제]

· 토론자: 엄남현 교수(홍익대학교)

“메타버스의 가능성과 한계”

· 토론자: 이장혁 교수(고려대학교)

종합토론(30분)

· 토론자: 김민성 교수(인하대학교)
· 토론자: 고동우 교수(한국외국어대학교)
· 토론자: 윤정현 선임연구원(과학기술정책연구원)
· 사회자: 박지혜 교수(한국외국어대학교)

17:00-17:30
17:30-17:40

[ 시 상 식

]

[ 폐 회 식

]

· 인사말: 주영혁 회장(한국소비자학회)
- 공로상 및 Doctoral Dissertation Competition 시상
· 차기 주관 학회장 인사말: 강우성 교수(동국대학교)

Doctoral Dissertation Competition 프로그램
한국광고학회(소회의실4)

진행:

김동후(중앙대)

구 분

논문제목

연구자

10:00-10:40

온라인 뉴스 기사와 블로그의 공유가치창출(CSV) 프레임과
네트워크 의제 설정 효과 연구
- 토픽모델링과 의미연결망을 중심으로 -

강윤지(인하대)

10:40-11:20

MZ세대에서의 브랜드 액티비즘 광고 효과:
이슈 적합성, 행위의 구체성, 일관성을 중심으로

이지연(연세대)

11:20-12:00

소유에서 공유로, 미디어 리터러시 역량에 따른 공유소비지속이용의도 연구:
지각된 가치와 신뢰도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최미연(한양대)

한국마케팅학회(소회의실3)

진행:

박지혜(한국외대)

구 분

논문제목

연구자

10:00-10:40

코로나19가 기업의 시장가치에 미치는 영향:
온라인미디어 정보량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박은정(한국외대)

10:40-11:20

The effects of company, review, and reviewer characteristics on
the helpfulness of online reviews: The moderating role of culture

이중원(고려대)

11:20-12:00

The Effect of Political Ideology on Consumers’ Responses to
Corporate Social Performance

김승화(한양대)

한국소비자학회(소회의실2)

진행:

차경천(동아대)

구 분

논문제목

연구자

10:00-10:40

디지털 소비자역량 척도개발 및 진단 연구

김지혜(서울대)

10:40-11:20

비건 패션과 딜레마:
소셜 빅데이터를 통한 거시적 접근

최영현(한양대)

11:20-12:00

Discount Now or Later?:
The Effect of Payment Unit Framing on Consumer Preference
for Periodic Payments

권미진(고려대)

한국유통학회(소회의실1)

진행:

허원무(인하대)

구 분

논문제목

연구자

10:00-10:40

언택트 쇼핑 환경에서의 고객 경험과 구매의도 결정 요인 분석

홍수지(한양대)

10:40-11:20

Consumer Usage of and Resistance to Artificial Intelligence(AI)
Based Conversational Agents:
Extending the Behavioral Reasoning Theory

Ihsan Ullah Jan

11:20-12:00

라이브커머스 속성이 소비자만족과 재구매의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개인혁신성의 조절효과

(한밭대)
정석원(단국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