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언론인전문역량강화
미디어진흥실 언론인연수팀

[콘텐츠 기획과 수익화 전략] 교육과정 안내
한국언론진흥재단은 ‘콘텐츠 기획과 수익화 전략’ 교육과정을 아래와 같이 개설합니다. 뉴스
콘텐츠 수익화의 현실과 전망을 분석하고, 다양한 사례를 통해 수익화 전략을 모색해보는
강좌 등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관심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과 정

개 요 -

1. 교 육 명 : 콘텐츠 기획과 수익화 전략
2. 교육기간 : 2018. 10. 31(수) ~ 11. 1(목) / 2일간
3. 교육목적 : 콘텐츠 기획과 수익화 전략의 이해
4. 교육대상 : 주제에 관심 있는 현직 언론사 종사자
5. 교육정원 : 30명 내외(선착순 마감)
※ 신청 인원이 10명 미만일 경우 본 교육은 폐강될 수 있습니다.
※ 정원이 초과될 경우 1사당 참가인원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6. 신청기간 : 2018년 10월 12일(금) ~ 10월 25일(목) 18시까지
7. 신청방법 : 온라인 접수
- 재단 교육센터 홈페이지(http://www.journalismschool.kr)에 접속, 회원 가입 ➜ 가입 승인 후
‘수강신청/조회’ 메뉴에서 수강 신청

※ 세부 절차는 후면 ‘◈교육센터 회원가입 및 수강신청 안내’ 참조

- 홈페이지 회원가입 문제로 수강신청이 어려우신 경우 담당자에게 연락바랍니다.

8. 교육장소 : 서울 프레스센터 12층 한국언론진흥재단 언론인 교육센터
9. 교육비 : 없음
※ 전 교육생에 교재, 식사 제공. 지역 언론인에 한해 숙박(2인 1실)을 제공합니다.

10. 문의 : 언론인연수팀 박의연 사원(02-2001-7876, eypark@kpf.or.kr)

※ 별첨 : 교육일정안 1부

◈ 한국언론진흥재단 교육센터 회원가입 및 수강신청 안내
○ 1단계 : 재단 교육센터 홈페이지(http://www.journalismschool.kr)접속, 회원가입
▸홈페이지 리뉴얼에 따라 기존 회원분들도 ‘패스워드 찾기’를 후 임시 패스워드를 받아
회원정보를 수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원 가입 신청 및 기존 회원정보 수정 시 ‘언론사 증빙’ 에 재직증명서를 첨부해야
재단 담당자 승인을 거쳐 최종 가입 신청이 완료됩니다.
현직 언론인에 양질의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이니 양해 바랍니다.
(재직증명서 외 명함, 사업자등록증 등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메일, SMS 수신동의란에 체크하셔야 신청하신 교육 관련 내용을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 2단계 : 가입 승인 대기
▸가입을 신청하시면 재단 담당자의 승인을 거쳐 공지사항 조회, 수강 신청 등
교육 서비스 이용이 가능합니다.
▸가입 승인은 최대 24시간 안에 완료되며, 주말에 신청하실 경우 승인 작업은
차주 월요일부터 시작됩니다.
▸보다 빠른 승인을 원하실 경우 신청하신 다음 아래의 연락처로 전화 문의 주십시오.
※ 회원가입 및 수강신청 관련 문의 : 언론인연수팀 (02-2001-7872~8)

○ 3단계 : 가입 승인 완료

○ 4단계 : 로그인 후 ‘수강신청/조회⇢개설 과정’ 메뉴 클릭
⇒ 희망 교육과정을 선택하여 수강 신청

○ 5단계 : SMS로 교육 신청완료 안내 문자 수신
※ SMS 수신동의란에 체크하신 경우 수신 가능합니다.

○ 6단계 : 교육 수강

언론인연수팀 TEL : 02-2001-7871~7 / Fax : 02-2001-778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