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과정

기간

국가

선발 인원

국내교육, 총2일

4차산업혁명과
저널리즘과정

미국

-9월 3일(월)~9월 4일(화)
해외단기연수, 7박9일

(샌프란시스코)

12명

-9월 5일(수)~9월 13일(목)

디지털콘텐츠엑스포 과정

독일

해외단기연수, 6박8일
-10월 8일(월)~10월 15일(월)

(베를린)

√ 국내 교육 미이수자는 해외연수 참여불가
√ 국내 교육 시 지역 기자는 숙박 지원
√ 항공비, 숙박비를 포함한 교육비 무료 (단, 휴일 및 저녁 식대 자부담)
√ 연수 후 2주내 연수보고서 제출 필수

모집요강
-교육 대상 : 전국의 방송기자
-접수 기간 : 2018년 6월 15일(금) ~ 2018년 6월 28일(목) 오후 5시
-선정 발표 : 2018년 7월 9일 이후 발표 예정 (연합회 홈페이지 공지 및 개별통보)
-신청 방법 : 신청서 양식 작성 후 이메일(jacademy@reportplus.org) 접수
※신청 양식: 방송기자연합회 홈페이지에서 다운 (http://reportplus.org)
- 회원: ①신청서 ②연수계획서 ③방송기자연합회 지회장 추천서
④영어능력확인서 / 디지털콘텐츠엑스포 과정 신청자만 해당
*KBS지역 취재기자-KBS전국기자협회장(KBS대구 이재교) 추천서 필요
*KBS지역카메라기자-KBS전국카메라기자협회장(KBS대전 오종훈) 추천서 필요
- 비회원: ①신청서 ②연수계획서 ③소속사 기자회장 추천서 ④보도책임자 승인서
⑤영어능력확인서 / 디지털콘텐츠엑스포 과정 신청자만 해당

10명

※ 디지털콘텐츠엑스포 과정 신청자는 영어능력확인서(토익, 토플, 텝스 등) 제출 필수
유효기간 상관없이 가장 최근 성적으로 제출
√ 신청 서류 작성 후 이메일(Jacademy@reportplus.org) 접수 / 신청서 및 추천서에 서명 필수
서명 후 메일 전송 어려울 경우 팩스로 전송 (FAX: 02-2062-8814)
*비고 사항(우대 사항)
- 과정별 업무 연관성
- 외국어(영어) 능력
- 5년~15년차
- 방송보도 관련 수상 실적
- 해외연수 경험 유무
- 과정별 중복 신청 불가
- 방송기자연합회 5년 이내 해외연수 참가자 신청 불가
※ 기타문의: 방송기자연합회 교육실 (Tel: 02-2062-8812, e-mail: Jacademy@reportplus.org)

교육내용

1. 4차산업혁명과 저널리즘과정
- 교육 기간 : 국내교육 2일, 해외단기연수 7박 9일
- 국내교육 : 9월 3일(월)~9월 4일(화)
-4차 산업혁명 개념잡기_사물인터넷, 인공지능, 블록체인 그리고 미디어
-인공지능 플랫폼과 로봇저널리즘
-4차 산업혁명의 열쇠 블록체인과 미디어 플랫폼
-4차 산업혁명, 언론은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가?
- 해외교육 : 9월 5일(수)~9월 13일(목)
-4차 산업혁명(인공지능 및 블록체인)
-실리콘밸리 테크 트렌드
-스탠포드대 디자인씽킹 (D스쿨 등)
-실리콘밸리 혁신 기업 견학 (구글, 에어비앤비 등)
-콘텐츠 유료화 연구 (타파스미디어, 에픽 등 유료 콘텐츠 플랫폼 스타트업 탐방)
-미디어 엑셀러레이터 견학 (메타VC, 스탠포드 미디어X)

-VR과 미디어 (어메이즈, 바이너리VR, 오큘러스)
-뉴스레터와 뉴 비즈니스모델 (디 인포메이션)
-스토리텔링의 진화 (호프만 에이전시 글로벌 대표)
-샌프란시스코 미디어 기업 견학 (CNBC 등)
-Mother Jones, Quartz, Matter(스타트업 미디어사) 등
- 기타 : 전 일정 통역 지원 예정

2. 디지털콘텐츠엑스포과정
- 교육 기간 : 해외단기연수 10월 8일(월)~10월 15일(월) / (국내교육없음)
※ 방송기자연합회는 국내 언론인들이 전세계의 미디어 관련 행사에 참가해 뉴미디어 트렌드를 직
접 경험하고 우수사례를 접해 국내에 전파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그 첫 시작으
로 World Publishing Expo & Digital Content Expo 과정을 개설하였습니다. 2018년 엑스포
일정은 아직 공식 홈페이지(http://www.ifra-expo.com/)에 공지되지 않아 참고용으로 작년 일
정표를 첨부합니다. 영어로 진행되는 교육 수강이 가능하신 분들 신청 부탁드립니다.

- 교육일정(안)
10월 8일 인천공항 출발-독일 테겔공항 도착
10월 9일~11일 World Publishing Expo & Digital Content Expo 참여
10월 12일~13일 연합회 일정_ ‘통일을 대비해 언론은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가’
(동·서독 통일 시 언론인의 역할)
10월 14일 테겔공항 출발-인천공항 도착

- 기타 : 10월 9일(화)~11일(목) 디지털콘텐츠엑스포 일정 (통역지원없음/영어강의)
10월 12일(금)~13일(토) 연합회 자체 조율 일정 (통역지원)

.※ 교육 내용/일정은 저널리즘아카데미 운영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저널리즘아카데미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방송통신발전기금으로 운영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