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과정

기간

국가

선발

한반도정세과정

국내교육, 총2일
- 7월 21일(금)~7월 22일(토)
해외단기연수, 5박 6일
- 7월 24일(월)~7월 29일(토)

중국
(북중접경
지역)

10명

팩트체크

국내교육, 총4일
- 8월 30일(수)~9월 1일(금)
- 9월 13일(수)
해외단기연수, 7박 9일
- 9월 14일(목)~9월 22일(금)

프랑스
(파리)

10명

국내 교육 미이수자는 해외연수 참여불가
국내교육시 지역기자는 숙박 및 조식 별도 제공
항공비, 숙박비를 포함한 교육비 전액 무료(단, 휴일 및 저녁 식대 자부담)
연수 후 2주내 결과보고서 제출

• 교육 대상: 전국의
• 접수 기간: 2017년
• 선정 발표: 2017년
연합회

방송기자
6월 2일(금) 오후 4시 ~ 6월 16일(금) 오후 1시
6월 20일(화)_예정
홈페이지(http://reportplus.org) 공지 및 개별통보

• 신청 방법: 신청서 양식 작성 후 이메일(Jacademy@reportplus.org) 접수
→ 신청양식: 방송기자연합회 홈페이지에서 다운
- 회원:
① 신청서
② 연수계획서
③ 방송기자연합회 지회장 추천서
※ KBS지역
취재기자-KBS전국기자협회장(KBS창원 송현준) 추천서,
카메라기자-KBS전국카메라기자협회장(KBS부산 류석민)
추천서

- 비회원:

① 신청서 ② 연수계획서 ③ 소속사 기자회장 추천서
④ 보도책임자 승인서

→ 접수
- 이메일(Jacademy@reportplus.org) 접수
- 추천서 및 승인서(서명포함)의 경우 팩스로 추가 전송
(FAX: 02-2062-8814)
• 비고 사항(우대 사항)
- 과정별 업무 연관성
- 외국어(영어/중국어/프랑스어) 능력
- 5년~15년차
- 방송보도 관련 수상 실적
- 해외연수 경험 유무
※ 교육과정 운영상 교육내용과 일정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기타문의: 방송기자연합회 교육실
(Tel: 02-2062-8812, e-mail: Jacademy@reportplus.org)

■ 한반도정세과정
- 교육 기간

국내교육 2일, 해외단기연수 5박 6일

국내교육

7월 21일(금)~22일(토) 총 2일(예정)

해외단기연수

7월 24일(월) 인천 출발 연길 도착
7월 29일(토) 북경 출발 인천 도착, 5박 6일

- 교육 장소
- 주요 내용
- 국내 교육

국내교육-방송회관, 해외단기연수-중국

(1)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할 정치/경제/외교의 흐름
- 미/일/중/러 각국 외교의 특징
- 한/미/일 경제 외교
- 한/미/일 군사협력과 방어전략
- 한미동맹, 한미연합
(2) 중국
- 중국의 대외정책
- 중국의 경제 정책 및 한중 교류 현황
- 북중 관계
(4) 북한
-

김정은 체제의 특성
트럼프 정권과 북한의 외교전략
북한의 핵 개발
북한 경제의 오늘과 내일
최근 접경지 현황 등

- 해외단기연수 7월 24일(월)~7월 29일(토), 5박 6일
7월 24일(월) 연길도착
[방천] 북중러 3국 접경지대_용호각, 권하세관(권하대교)
7월 25일(화) 연길
[전문가 세미나]
(1) 나진; 하산 프로젝트
(2) 남북러 가스관 연결사업 현황
(3) 북중러 접경 관광협력구 사업
[도문] 북한 남양시 조망, 남양대교
7월 26일(수) 연길->백두산
[백두산] 천지, 장백폭포
7월 27일(목) 연길->북경
[북경] 현대국제관계연구원
7월 28일(금) [전문가 세미나]
중국의 대한반도 정책의 특징과 북중 경제협력
[간담회]
‘중국의 대 한반도 정책 기조와 한중 경제협력 현황’
7월 29일(토) 북경출발 인천도착

■ 팩트체크과정
- 교육 기간

국내교육 4일, 해외단기연수 7박 9일

국내교육

8월 30일(수)~9월1일(금), 9월 13일(수) 총 4일(예정)

★ 팩트체크 과정 국내교육에 8월 30일~9월1일에 인천 송도에서 진행 예정인
IRE초청 데이터와 탐사보도과정(IRE 트레이닝 교육)포함. 필수 이수!! ★

해외단기연수

9월 14일(목)~9월 22일(금) 7박 9일

- 선발인원

10명

- 교육 장소

국내교육-방송회관, 해외단기연수-프랑스(파리)

- 주요 내용

팩트체크 방법, 해외 팩트체크 사례 분석 등

- 국내 교육
(1) 페이크 뉴스는 왜 생성되는 것인가?
(2) 페이크 뉴스의 유포 메커니즘
(3) 온라인 페이크 뉴스, 숨길 수 없는 특징들
(4) 누구나 할 수 있는 팩트체크 검증
(5) 팩트체크에 유용한 도움 사이트/툴

- 해외단기연수 9월 14일(목)~9월 22일(금), 7박 9일
“프랑스 대선·프랑스 언론이 팩트체크로 뭉친 이유”
Crosscheck 프로젝트 참여 기자들:
Amandine Ambregni, AFP 기자
Alexandre Capron, France 24 기자
Adrien Sénécat, 르몽드 기자.
방문기관:
르몽드 펙트체킹팀, 레 데코되르(Les Décodeurs)
리베라시옹 팩트체킹팀, 데장톡스(Désintox)
베리떼 폴리틱(Vérité Politique), 정치분야 펙트체킹 사이트
아레 쉬르 이마쥬(Arrêt sur Image), 미디어비평 전문언론
클레미(Clemi), 미디어교육 전문기관
프랑스 텔레비지옹, CSA(방송위원회)
전문가
Dominique Cardon(미디어 사회학자, 시앙스포 미디어랩)
Eric Scherer (프랑스 텔레비지옹 미래 혁신팀 책임자)
Gérald Bronner(사회학자, Paris 7 대학 교수)
Pierre Ganz(미디어 윤리 관찰소 부소장)
※상기 교육내용/일정은 저널리즘아카데미 운영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