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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자
크리스 롬(Chris Lom)은 현재 UN 국제이주기구(IOM)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미디어 및 커뮤니케이션 선임담당관이자
IOM 대변인으로 활동하고 있다. 아시아, 중동, 및 유럽에서의 폭넓은 IOM 활동 관련 보도와 더불어 동서서티모르
(1999-2000), 인도(2001), 아프가니스탄(2001-2002), 이라크, 요르단, 쿠웨이트(2003), 인도네시아, 스리랑카, 태국
(2005), 파키스탄(2005-2009), 미얀마(2008-2009), 스리랑카(2009), 및 이집트(2011)에서 긴급파견 임무를 수행하였다.
IOM에서 근무하기 전에는 기업홍보(라자 가루다 마스 그룹)와 매거진 에디터(월스트리트 저널 등)로 활동한 경험도
있다.

<세션 1> 재난 현장에서의 미디어 활용 I: 재난 현장 활동기관 사례
발제: ‘보이는 것 이상을 전달하는 미디어’
뮤제 모하메드(Muse Mohammed)는 현재 UN 국제이주기구(IOM) 제네바 본부의 멀티미디어 전문가로 활동하고
있다. 2014년부터 긴급사태대응부(Department of Operations and Emergencies)에서 근무하기 시작하여, 시리아 난민
사태, 남수단 내전, 나이지리아 보코하람 반란, 파푸아 뉴기니의 자연재해 및 부족 분쟁, 캄보디아와 미얀마의 노동
이주, 소말리아의 연이은 가뭄 등 여러 인도주의적 이슈들을 다루었다.

발제: ‘인도적 지원 기관의 언론 대응’
대한적십자사 대외협력실에서 근무하고 있는 이재승 실장은 1997년에 대한적십자사에 입사하였다. 이후 아이티
대표단 보건 담당관 및 대표와 네팔 긴급구호 팀장, 홍보팀장을 맡으며 긴급대응과 대외협력 경험을 쌓았다. 2009
년에는 보건복지부장관 표창을 수여하였다. 1997년 연세대 졸업 후 2000년 태국 마히돌 대학교에서 1차 보건의료
과정을 수료하였다.

발제: ‘저널리즘과 트라우마, 재난 현장에서의 언론 윤리’
현재 MBC 뉴스편집부에서 일하고 있는 이승용 기자는 1999년 MBC에 입사하여 사회부, 탐사보도부, 기획취재부,
시사매거진2580 보도다큐팀, 문화부, 국제부 등을 거쳤다. 2014년 세월호 참사, 2008년 중국 쓰촨 대지진 등 국내외
재난 현장을 다수 취재한 경험이 있다. 또한, 2015년 미국 컬럼비아대의 DART센터에서 ‘저널리즘과 트라우마’를
주제로 진행한 아시아퍼시픽 펠로우십 과정에 참가하였고, 2011년 미국 노스캐롤라이나대학 탐사보도 연수 및
2007년 중국 칭화대 콘텐츠개발 연수를 마쳤다.

<세션 2> 재난 현장에서의 미디어 활용 II: 보도 원칙 및 규범
발제: ‘인도적 지원 활동가와 언론인들은 어떻게 협력할 수 있는가’
폴 딜런(Paul Dillion)은 현재 UN 국제이주기구(IOM) 인도네시아 사무소의 프로젝트 매니저이자 미디어 담당관으로
근무하고 있다. 2004년 아시아 쓰나미 사건 직후부터 IOM에서 공보관으로써의 경력을 시작했다. 캐나다에서 지면
기자로 12년간 활동하다가 1998년 수하르토 정권 붕괴 이후 인도네시아에서 프리랜서로 활동했다. 당시, 첫번째
자유/공정 선거인 레포르마시(Reformasi) 운동, 동티모르의 총선, 아체(Aceh) 지역의 반란, 그리고 암본(Ambon)
지역의 종교간 폭력사태 등을 취재하며 경험을 쌓기 시작하여, 미얀마, 캄보디아, 말레이시아, 태국을 포함한
동남아시아 전역에서 발생하는 무력분쟁, 사회 갈등 그리고 인도주의적 재난을 취재했다.

발제: ‘국제 분쟁 등의 재난 보도에서 지켜야 할 것들’
성공회대 교양학부 김재명 겸임교수는 <프레시안> 국제분쟁 전문기자로서의 활동도 이어오고 있다. 국제분쟁
전문기자로서 (이스라엘-팔레스타인, 이라크, 이란, 시리아, 레바논), 아프가니스탄, 카슈미르(인도-파키스탄), 캄보디아,
동티모르, 시에라리온(아프리카), 중남미(쿠바, 볼리비아, 페루) 등 지구촌 분쟁지역들을 취재 보도해왔다. 저서로는
<오늘의 세계분쟁>, <눈물의 땅 팔레스타인>이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