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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저널리즘 아카데미‘지역기자 맞춤과정’안내의 건

2018. 5.4.

※

가.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나. 방송기자연합회(회장 안형준)는 현직 방송기자 교육 프로그램인 ‘저널리즘 아카데미’를 운영하
고 있습니다.
다. 올해에도 연합회는 지역 방송사의 신청을 받은 후 해당 지역방송사에 맞춤 제공되는 프로그램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지역방송사 맞춤과정은 방송기자를 포함한 신청 방송사 소속 방송인(기자,
PD, 홈페이지 담당자, 콘텐츠기획자, 마케팅담당자 등) 모두가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라. 지역방송사 맞춤 프로그램 개설을 희망하는 방송사는 신청서를 작성하여(첨부한 신청예시를
참조) 5월 18일(금)까지 방송기자연합회 이메일(jacademy@reportplus.org) 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
○
○
○
○
○
○

교육명: 지역기자 맞춤과정 1차(6월), 2차(6월), 3차(10월)
교육내용: 신청 방송사 맞춤형 구성
교육대상: 지역 방송사 소속 방송인
교육일정: 협의 후 확정
장소: 신청 방송사 회의실
교육인원: 최소 15명 이상 모집되어야 함
접수기간: 2018년 5월 4일(금)부터~5월18일(금) 선착순 3사
(※3개사 선착순 접수이니만큼 조기마감 될 수 있습니다.)
○ 접수방법: 홈페이지(reportplus.org) 공지에서 신청서 양식 다운 작성 후 연합회 이메일로 접수
(연합회 E-mail: jacademy@reportplus.org)

※ 첨부1_ 2018 저널리즘 아카데미 지역과정 신청서 (예시)
첨부2_ 2018 저널리즘 아카데미 지역과정 신청서

사단법인 방 송 기 자 연 합 회
<수신처> G1, KBC, CJB, KNN, TJB, JIBS, JTV, 울산방송, 대구방송,
KBS부산, KBS울산, KBS창원, KBS진주, KBS대구, KBS안동, KBS포항, KBS광주, KBS목포, KBS순천,
KBS전주, KBS대전, KBS청주, KBS충주, KBS춘천, KBS원주, KBS강릉, KBS제주,
부산MBC, 울산MBC, MBC경남, 대구MBC, 안동MBC, 포항MBC, 광주MBC, 목포MBC, 전주MBC, 대전MBC,
MBC충북, 춘천MBC, 원주MBC, MBC강원영동, 여수MBC, 제주MBC,
부산BBS, 창원마산진해BBS, 울산BBS, 광주BBS, 대구포항안동BBS, 청주BBS, 춘천BBS
TBC, UBC, 대구CBS, 부산CBS, 광주CBS, 전북CBS, 청주CBS, 춘천CBS, 대전CBS,
포항CBS, 경남CBS, 제주CBS, 영동CBS, 전남CBS, 울산CBS

첨부1]

2018 저널리즘 아카데미 지역기자 맞춤과정 신청서 (※예시)
과정명
신청방송사
신청인
교육대상
교육일

2018 저널리즘 아카데미 지역맞춤과정
**방송사

홍길동

소속

경영관리팀
(연수담당)

연락처

010-6620-0000

**방송사 소속 방송기자, PD, 작가 총 15명
1차/6월 (

)

2차/6월 (

)

3차/10월 ( ○ )

※ 아래 날짜는 기존 교육 예정일로 교육신청이 안됩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 6월 20일(수)~22일(금) / ※ 10월 4일(목)~14일(일)

교육인원

15명(세부명단은 추후 제출/기자 10명, PD 2명, 작가 3명)

교육장소

**방송사 2층 회의실
예) 1일 총 8시간
①스마트폰 활용 취재(3시간)
_알아두면 유용한 스마트폰 촬영&편집 앱
_음석녹음 편집 보정
_뉴스편집후 송고
②세금과 예산 관련 지자체 예산 분석 강의(2시간)
_세입세출: 강원지역
_ 지역행사와 지역재정

교육희망
프로그램

③ 구글링과 데이터 관리하는 방법에 대한 강의(3시간)
_구글링 검색 방법, 오래된 자료 찾는 법
_데이터 관리 방법을 이론보다는 실제 활용사례
위 교육내용은 예시입니다.
수강 원하는 교육 또는 강의요청하고 싶은 강사님 있으시면
신청서에 작성해 주세요. 최대한 신청사에서 요청하는 내용과
강사분으로 맞춰서 진행 할 예정입니다.
교육시간은 1일 8시간 필수입니다.
보통 오전 9시 시작 오후 6시 종료 기준이며,
시작 시간을 조정하고 싶으시면 기타 의견에 작성 부탁드립니다.

기타의견

<예시>
1. 지역에서 강의하는 관계로 세금과 예산의 경우는 우리지역과 관련
있는 예제를 요청 드립니다.
2. 점심은 사내 식당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3. 교육 시작을 오전 10시, 종료 저녁 7시로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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