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널리즘의 미래, 다섯 번째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국내 최대 미디어 컨퍼런스, 사흘 동안 이어지는 업계 최고 스페셜리스트 52인의 특강.
더욱 강력해졌습니다.
국내 유일의 미디어 컨퍼런스, 저널리즘의 미래 컨퍼런스가 더욱 강력한 커리큘럼으로 찾아
왔습니다. 올해 다섯 번째를 맞는 저널리즘의 미래 컨퍼런스의 주제는 “저널리즘 업그레이
드, 공론장의 복원”입니다.
저널리즘의 미래 컨퍼런스는 1년에 한 번 미디어 업계의 도전과 실험, 시행착오로 얻은 경
험을 공유하고 새로운 변화를 모색하는 기회입니다. 저널리즘 최전선에서 콘텐츠 전략을 고
민하는 현장 전문가들, 미디어와 정보통신기술 업계 최고 전문가들을 불러 모아 커리큘럼을
구성했습니다. 13 개 파트 45 명의 발표와 2개의 마스터 클래스, 3개의 라운드 테이블, 1개의
특강이 준비돼 있습니다.
인식과 발상을 바꿀 놀라운 이야기가 쏟아집니다. 구독 경제의 발견과 커뮤니티 비즈니스의
실험, 기술과 미디어, 뉴스룸 혁신을 위한 다양한 아이디어와 케이스 스터디를 준비했습니
다. 무엇보다도 올해 컨퍼런스에서는 저널리즘의 질적 혁신과 스토리텔링 확장 전략, 현장의
고민을 나누는 세션을 강화했습니다. 독자 인게이지먼트와 뉴스레터, 디지털 리터러시, 동영
상 콘텐츠의 새로운 지평 등 변화의 방향과 미래를 보는 인사이트를 담았습니다.
방송인 김제동씨와 강정수 청와대 디지털소통센터장, 이민화 카이스트 과학저널리즘대학원
교수, 유봉석 네이버 미디어지식정보부문 전무, 남세동 보이저엑스 대표 등의 키노트와 특강
으로 시작합니다. 권영철 CBS 기자, 임찬종 SBS 기자를 비롯해 손재권 매일경제 기자, 천관
율 시사인 기자, 권지담 한겨레 기자 등 현장의 목소리와 함께 저널리즘의 도전과 실험을
공유하는 시간이 마련돼 있습니다. 고나무 팩트스토리 대표, 최용식 아웃스탠딩 대표, 구범
준 세바시 대표, 임미진 중앙일보 폴인 팀장, 김태용 EO 대표 등 뉴미디어 스타트업의 사례
발표도 준비돼 있습니다. ‘로컬 저널리즘의 발견’이라는 세션에서는 전국의 지역 MBC들이
사례 발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미래로 진입하고 있습니다. 스토리텔링의 진화와 새로운
문법, 독자의 발견, 분산 플랫폼 시대의 콘텐츠 유통 전략, 인공지능과 블록체인까지 미디어
산업의 모든 이슈를 망라했습니다.
변화와 도전에 직면한 기성 언론과 커뮤니케이션 솔루션을 모색하는 기업, 콘텐츠 전략을
고민하는 오피니언 리더, 공론장의 진화와 미디어의 확장에 관심있는 연구자라면 저널리즘
의 미래에서 해답을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8월28일~30일까지 사흘 동안 쏟아지는 52명의
국내 최고 전문가 그룹의 특강, 깜짝 놀랄만한 인사이트를 만나세요.
8 월8일까지 1주일 동안 얼리버드 40% 할인 등록이 가능합니다. 10명 이상 단체 등록은 별
도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등록하신 모든 분께 구글의 인공지능 스피커 구글 홈 미니를 드립니다. 2 일차 등록자에게는
구독 경제 솔루션 업체 주오라의 CEO 티엔 추오가 쓴 ‘ 구독과 좋아요의 경제학’을 드립니
다. 3 일차 등록자들께는 하버드 니먼재단의 논픽션 글쓰기 가이드 ‘진짜 이야기를 쓰다’를
드립니다. 점심 식사와 커피가 제공됩니다. 저녁에는 네트워크 파티가 준비돼 있습니다.
많은 참여와 관심 바랍니다.
컨퍼런스 홈페이지 : http://journalismconference.kr/
커리큘럼 안내 : http://journalismconference.kr/curriculum/

2019 저널리즘의 미래 컨퍼런스.
주최 : 미디어오늘.
시간과 장소 : 8월28~30일 건국대학교 새천년관.
저널리즘 업그레이드, 공론장의 복원.
오리엔테이션.
이정환 / 미디어오늘 대표 / 저널리즘의 미래, 오리엔테이션과 키워드 브리핑.
DAY 1.
키노트.
강정수 / 청와대 디지털소통센터 센터장 / 혁신을 넘어 새로운 진화의 모색.
김제동 / 방송인 / 김제동이 이야기를 시작하는 방법.
파트 1. 새로운 아젠다.
이민화 / 카이스트 과학저널리즘대학원 교수 / 4차 산업혁명과 미디어 산업의 도전.
우병현 / IT조선 대표 / 뉴스룸의 일하는 방법 혁신을 위한 제안.
파트 2. 실험과 도전.
고나무 / 팩트스토리 대표 / 논픽션 팩트의 힘과 2차 저작물 시장, 팩트스토리의 실험.
남형도 / 머니투데이 기자 / 기자가 뛰어든 세상, 체헐리즘의 신세계.
최용식 / 아웃스탠딩 기자 / 아웃스탠딩 5년, 엑시트의 비결과 성장 곡선.
파트 3. 라운드 테이블 : 로컬의 발견, 지역 MBC의 실험.
하현제 / MBC강원영동 PD / 로컬을 넘어 전국으로, 지식 플랫폼 하우투의 도전.
전우석 / MBC경남 기자 / 소수의견, 경남의 대나무숲.
도성진 / 대구MBC 기자 / 뉴스 R&D, 대구MBC 디지털미디어팀의 작은 성과.

파트 4. 구독 경제의 발견.
윤범기 / MBN 기자 / 내가 1년에 100 번 밋업을 만드는 이유.
권태호 / 한겨레 출판국장 / 한겨레21 의 후원 모델 실험과 구독 경제의 현실.
DAY 2.
마스터 클래스 1.
이성규 / 구글코리아 티칭 팰로우 / 팩트 체크를 위한 디지털 툴.
특강.
남세동 / 보이저엑스 대표 / 딥러닝의 시대, 미디어의 확장과 새로운 미래.
키노트.
유봉석 / 네이버 전무 / 포털 뉴스와 게이트 쉐어링의 모색.
파트 5. 기술과 미디어, 저널리즘 혁신을 위한 아이디어.
손재권 / 매일경제 기자 / 실리콘 밸리 혁신의 현장과 우물 속 한국 언론.
최형욱 / 매직에코 대표 / 혁신을 불어넣는 10 가지 키워드.
오성진 / 카카오 브런치 파트장 / 블로그를 넘어 브런치로, 퀄리티 콘텐츠의 발견.
이대승 / 페어스퀘어랩 연구원 / 블록체인과 미디어, 새로운 도전.
문혜원 / 구글코리아 매니저 / 뉴스 사이트 최적화 실험.
파트 6. 라운드 테이블 : 뉴스레터의 발견.
박진영 / 어피티 대표 / 사례로 풀어보는 실전 뉴스레터 매뉴얼.
빈다은 / 뉴닉 대표 / 독자의 발견, 뉴스의 확장과 소통을 위한 아이디어.
파트 7. 뉴스룸 플랫폼의 확장.
김효은 / 중앙일보 기자 / 팟캐스트의 진화, 듣똑라의 실험.
김기호 / KBS 기자 / 댓글 읽어주는 기자들 이후 깨달은 것들.
파트 8. 콘텐츠 커뮤니티의 발견.
오성진 / 카카오 브런치 파트장 / 블로그를 넘어 브런치로, 퀄리티 콘텐츠의 발견.
임미진 / 중앙일보 폴인 팀장 / 뉴스 커뮤니티의 진화, 지식 콘텐츠 플랫폼의 실험.
구범준 / 세바시 대표 / 세바시가 바꿔놓은 것들.
김환철 / 문피아 대표 / 문피아의 콘텐츠 유통 플랫폼.
DAY 3.
마스터 클래스 2.
이정환 / 미디어오늘 대표 / 구독 경제의 시대, 콘텐츠 리뉴얼 전략.

키노트.
박상현 / 미디어 칼럼니스트 / 진짜 이야기의 조건.
파트 9. 독자의 발견.
구본권 / 한겨레 기자 / 가짜 뉴스와 인지적 본능, 디지털 리터러시.
김묘은 / CDL디지털리터러시교육협회 대표 / 미디어 리터러시의 진화와 과제.
파트 10. 저널리즘 업그레이드와 공론장의 복원.
진민정 / 한국언론진흥재단 연구위원 / 솔루션 저널리즘의 가능성과 전망.
천관율 / 시사인 기자 / 논란의 시사인 기획, 그 뒷이야기와 맥락 읽기.
박권일 / 시사평론가 / 서사 과잉 시대의 글쓰기, 전략과 방향.
김보협 / 한겨레 TV 부문장 / 레거시 신문의 좌충우돌 TV 실험.
파트 11. 라운드 테이블 : 진짜 이야기를 쓰다.
권지담 / 한겨레 기자 / 요양 보고서와 남아 있는 질문.
이혜미 / 한국일보 기자 / 쪽방촌 르포 그 이후.
이성원 / 서울신문 기자 / 안락사 리포트 취재 후기.
파트 12. 동영상의 지평.
김태용 / EO 대표 / 인터뷰의 발견, 스토리텔링의 힘.
박재용 / SBS 모비딕 팀장 / 모비딕의 실험 5년, 시행착오와 전망.
최영민 / 마이린TV 대표 / 20 세기 PD와 21 세기 크리에이터, 마이린의 도전과 실험.
안정기 / CJE&M 매니저 / 비드콘에서 발견한 동영상의 진화.
파트 13. 저널리즘 업그레이드를 위한 제안.
임찬종 / SBS 기자 / 디지털 스토리텔링과 맥락 저널리즘의 발견.
권영철 / CBS 대기자 / 뉴스의 맥락과 구조, 저널리즘의 본질.
정준희 / 중앙대 교수 / 저널리즘의 본질과 시대적 사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