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뢰받는 언론

소통하는 사회

뉴스생태계 혁신의중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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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단이 걸어온 길
숫자로 보는 재단
미디어교육
연구‧조사
기획취재 및 세미나
언론인교육 및 국제교류
신문 유통지원 및 뉴스저작권
뉴스디지털화 및 공용인프라 구축
정부광고 대행 및 기타서비스
지역신문발전기금 위탁사업

제작/발행 한국언론진흥재단
디자인 그래픽오션 ㅣ 캘리그라피 임캘리

한국언론진흥재단은

저널리즘의 품격을 높이고
뉴스 미디어의 혁신을 지원하며
국민의 정보복지 향상을 위해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의해
설립된 준정부기관입니다.
재단은 언론과 함께
‘신뢰받는 언론, 소통하는 사회,
뉴스생태계 혁신’을 위해
노력할 것을 약속합니다.

재단이 걸어온 길
1960’s

1962. 05. 03

한국신문회관 설립

1964. 04. 01

한국신문연구소 설립
<신문평론> 창간

1963. 11.

1965. 05. 03

1970’s

1980’s

<전국언론인명록> 발간
제1회 서울지구 수습기자 훈련

1974. 12. 18

한국언론인금고 설립

1977. 02. 10

<한국신문연감> 발간

1975. 02. 01

언론인금고 생활자금 대부업무개시

1981. 06. 22

한국언론연구원 설립

1984. 11. 06

한국언론회관 설립

1981. 08. 20
1985. 04. 06

제1기 기초과정 언론인 연수 실시
한국프레스센터 준공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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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0’s

1991. 01. 01

신문기사DB PC통신 서비스 개시

1992. 01. 01

정부광고대행 업무 개시

1991. 10. 01
1994. 04. 11
1995. 08. 25
1999. 01. 13

2000’s

NIE(신문활용교육) 전문가 과정 국내 최초 개설
‘한국100년 신문100년’ 전시회

한국언론재단 설립
(한국언론연구원, 한국언론회관, 한국언론인금고 통합)

법원공고 대행 개시

2005. 11. 02

신문유통원 설립

2006. 10. 01
2007. 06. 01

2010’s

‘한국프레스클럽’ 발족

2002. 09. 01
2005. 10. 31

2010. 02. 01
2010. 06. 04
2010. 11. 29
2012. 08. 01
2015. 09.

2016. 04.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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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발전위원회 설립
디지털뉴스 저작권사업 개시

영문저널 <Korea Journalism Review> 창간

한국언론진흥재단 설립
(한국언론재단, 신문발전위원회, 신문유통원 통합)
‘신문의 위기극복을 위한 대토론회’ 개최
디지털뉴스 유통시스템 서비스 개시
<신문과방송> 지령 500호

신문에 국한됐던 뉴스저작권사업 방송뉴스까지 확대
뉴스빅데이터 분석시스템 ‘빅카인즈’ 서비스 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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숫자로 보는 재단

2011년 개설 ~
미디어리터러시 SNS 방문자 수

700만명

미디어교육 이용학교

4,023개교
14만여명

소외계층
구독료 지원

국민의
정보복지 향상

137,304부

기사 및 광고 심의지원

16,855건

교육부 한국과학창의재단 지정
교육기부 우수기관 인증 획득

미디어리터러시 SNS
‘제5회 대한민국 SNS대상’
비영리부문 최우수상 수상

정보문화유공
‘소외계층 정보 격차 해소’ 부문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표창

언론 자율심의
이행률 90.3% 달성,
독자 피해 예방 확대

Korea Press Found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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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12 기준)

언론인 교육 참가

87개 과정 7,722명
2010년 대비
뉴스저작권 유료 계약

뉴스콘텐츠
공용인프라 이용 신문사

55% 증가

54개사

인터넷신문
제작인프라 활용사

34개사

창조적 뉴스 제작ㆍ유통
생태계 조성

2010년 대비
뉴스저작권 매출액

274% 성장

2008년 실시 ~
고신문 및 근현대 신문기사 디지털화

118,741면

저작권 신탁단체 경영평가에서
최고등급 <우수> 획득

공용인프라 구축으로
언론사 자체 개발 대비
420억원 절감

4,113만건의 기사가 축적된
국내 유일 뉴스 데이터 분석서비스
‘빅카인즈(www.bigkinds.or.kr)’ 운영

데이터 저널리즘, VR저널리즘 등
미디어 환경 변화를 반영한
다양한 교육과정 운영

똑똑한 뉴스
생비자(생산자+소비자) 되기

미디어교육

문의 미디어교육팀 02-2001-7861~9

미디어교육 운영학교

교사연수

전문 미디어교육 강사 파견, 교육용 콘텐츠 지원 등을
통한 초·중·고 학교별 맞춤형 미디어교육 수업 지원

미디어교육 역량 강화를 위한 시도교육청 연계 집합식,
학교별 맞춤식 연수 등 온·오프라인 교사연수 운영

뉴스리터러시 교과연구회 · 미디어교육 포럼

1일 기자 체험교육

뉴스리터러시 수업 모델 및 콘텐츠 개발,
미디어교육 관련 현안 진단과 발전방안 연구를 위한
현직 교육자 중심의 교과 연구회 및 포럼 운영 지원

청소년들의 창의적 체험활동을 위한 1일 기자
체험교육 운영 지원

대학 뉴스활용 강좌 · 언론인 초빙강좌 지원

미디어교육 시설 및 단체 지원

대학에 다양한 뉴스읽기 활용 방법과 사례를
제시하는 강좌 및 전·현직 언론인 파견 강좌 개설 지원

다양한 계층과 연령대, 정보 소외계층 대상
미디어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시설 및 단체 지원

재단 및 협업 언론사 10곳, 2016 자유학기제 유공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표창 수상(20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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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교육 콘텐츠 개발 및 교육 포털 운영
대상별 특화된 미디어교육 콘텐츠 개발, 관련자료
공유 및 확산을 위한 SNS 및 미디어교육 포털
‘포미(www.forme.or.kr)’ 운영
학교급 및 연령대별(유아 / 초ㆍ중ㆍ고 / 학부모 / 어르신) 미디어교육 교재 완비

미디어교육 전국대회

미디어교육 강사 양성

연 1회 학교 및 사회 교육 현장의 우수한 미디어교육
사례와 성과 공유의 장 마련

학교와 미디어교육 시설·단체 등 교육 현장에 파견할
미디어교육 강사 양성 및 재교육 프로그램 운영

선진 미디어교육 벤치마킹

미디어리터러시 교실

교사 및 장학사 대상, 미디어교육 선진국 사례
벤치마킹을 위한 현장 연수 실시

지역아동센터, 복지관, 도서관 등 미디어교육
희망 기관에 미디어교육 강사 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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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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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리즘 연구와 언론산업 통계를 한 눈에
연구ㆍ조사

문의 연구팀 02-2001-7742~7, 9 ㅣ 조사분석팀 02-2001-7751~8

지정 주제 연구 공모 사업

언론통계조사 분석사업

언론 관련 시의성 있는 주제에 대한 외부학술연구 지원

신문, 방송, 통신, 인터넷 언론 등에 대한 최신 자료를
수집·분석하여 한국 언론 산업 전반 및 미디어 이용
현황에 대한 통계 데이터 제공

자체 연구서 발간
저널리즘과 미디어산업 발전을 위해 다양한
연구서 발간 및 미디어 관련 시의성 있는
심층 리포트 ‘미디어이슈’ 웹진 월별 발행
월간 <신문과 방송> 발행
1964년 창간된 미디어 전문지로, 언론계의 다양한
이슈 논의 및 소개
언론 자료센터 운영
국내·외 언론 관련 단행본, 학술지, 연구보고서,
논문, 국내 일간신문(축쇄본, 마이크로필름)등 소장

위치 프레스센터 13층 ㅣ 이용시간 평일 9:30~17:30
문의 언론자료센터 02-2001-7510~2

 론산업
언
실태조사

신문/잡지산업 실태조사, 한국언론연감,
The Korea Press(영문연감) 발간

언론인
의식조사

언론인의 직업의식 및 근무 환경 조사

언론수용자
의식조사
해외 미디어
동향

언론통계
학술대회 개최
기획조사

언론수용자의 미디어 이용 및 인식 조사

최신 해외 미디어 업계 트렌드 소개
언론수용자/언론인 의식조사
데이터를 활용한 학술대회 개최
10대 청소년 미디어 이용 조사,
소셜 미디어 이용자 조사 등
시의성 있는 조사

Korea Press Foundation

10 11

깊이있는 취재, 자유로운 소통
기획취재 및 세미나

문의 언론지원팀 02-2001-7761~8

연구‧조사
기획취재 및 세미나

기획취재 지원
- 공익에 부합하는 기획기사 및 디지털스토리텔링 기사 제작 지원
- 카카오 스토리펀딩 서비스로 기사를 유통해 독자들의 참여 기회 제공
분야별 뉴스콘텐츠 제작지원

자율심의 지원

전문 분야에 대한 심층보도 제작 지원
(분야별 전문기관과의 공동 운영 가능)

 자 피해방지, 언론 신뢰도 제고를 위한 언론사의
독
기사 및 광고에 대한 자율심의 지원

소외계층 매체지원
소외계층(장애인, 다문화 등)권익을 대변하는 언론사 지원
세미나 및 포럼 개최/운영
국내·외 주요 이슈에 대한 언론인 토론 및 세미나 개최
단체지원
언론 및 광고 관련 비영리 민간단체·학회의 세미나,
출판, 행사 지원

대상

- 한국신문윤리위원회(신문기사심의지원)

- 한국광고자율심의기구(인쇄매체광고심의지원)
- 인터넷신문위원회(인터넷신문심의지원)

심의대상사 및 심의건수(2016년)
기사
자율심의

192개사
2,102건

인쇄매체
광고자율심의

103개사
2,689건

인터넷신문
자율심의

255개사
12,064건

언론인의 전문성을 키워주는
언론인교육 및 국제교류

문의 언론인연수팀 02-2001-7871~8 ㅣ 국제교류팀 02-2001-7771~6

수습기자 기본교육

경력기자 교육

언론법제, 취재윤리, 기사작성실무, 촬영편집 등
수습기자들의 기초 소양 및 기본역량강화 교육

경력기자의 업무 전문성 강화를 위한 기사작성 실무,
정치·경제·문화·산업 등 분야별 전문교육

KPF 디플로마

해외 장ㆍ단기 연수 및 국제회의 참가지원

탐사보도, 선거보도, 디지털 저널리즘, 미디어 경영,
과학, 문화 등 언론인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중기 전문화 교육(국내 및 해외 현장 교육)

해외 대학, 연구기관 등에서의 장ㆍ단기 심층연수 지원
및 국내 언론인 대상, 저널리즘 관련 국제회의 참가 지원

찾아가는 디지털 저널리즘 특강

언론인 교환취재 ㆍ국제 세미나 및 포럼

디지털 저널리즘 등 전국 언론사별 맞춤형 특강 및
실습 교육

해외 언론인과의 교환취재 프로그램과 토론회,
국내 언론인과 주한 외신기자 대상, 현안에 대한
세미나 및 포럼 개최

재외동포 언론 지원

관훈-KPF 프레스 펠로십

재외동포 언론사들의 동포사회나 한국과 관련된
기획취재 지원

관훈클럽과 공동으로 6.25 전쟁 참전ㆍ지원국 및
개도국의 언론인을 초청해 한국 관련 강좌 및
주요기관 취재, 문화체험 등의 프로그램 진행

Korea Press Foundation

12 13

신문이 필요한 곳이라면 신문 유통지원,
뉴스 이용 시 기억하세요 뉴스저작권

문의 유통지원팀 02-2001-7751~7 ㅣ 뉴스저작권팀 02-2001-7791~7

배달 낙후지역 등에 신문이 원활하게 보급될 수 있도록
전국 294개 공동배달센터 운영
신문 수송 및 우송비 지원
- 신문사들이 신문 공급을 기피하는 한계지역에
수송노선 지원
- 오지벽지등신문공급이 어려운 지역에 신문 우송비지원
소외계층 구독료 지원
사회복지시설 및 다문화가정,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등에 신문 무료 구독 기회 제공
뉴스저작권 신탁관리
- 뉴스저작권 신탁 참여 유도 및 신탁계약 체결,
저작권 신탁관리기관 관리감독
- 뉴스상품 판매 후 위탁 언론사에 저작권료 분배 및
뉴스저작권 관련 통계 관리

뉴스상품 기획, 개발

- 뉴스상품 기획 및 정부부처, 지자체 등 공공부문 대상
뉴스이용 계약
-수
 업용 신문 및 방송 뉴스활용교육 프로그램 e-NIE 운영
`16년 최초로 해외 시장 진출(factiva.com 판매계약 체결)
`17년 81개 언론사, 91개 매체 뉴스저작권 사업 참여

뉴스저작권 위반 모니터링
기관, 기업체 홈페이지 뉴스 무단 게재 조사,
뉴스저작권 위반 기관에 대한 후속조치 등
뉴스 불법 복제 유통 감시

공공부문 뉴스합법이용률의 지속적 증가
`14년 46.9% ▶ `15년 59.6% ▶ `16년 72.9%

뉴스저작권 보호 홍보
- 뉴스저작권 보호 광고홍보 및 뉴스저작권지킴이
(홍보/모니터링단) 운영
- 공공기관 및 민간 대상 뉴스저작권 관련 워크숍 개최

언론인교육 및 국제교류
신문 유통지원 및 뉴스저작권

공배센터개설 및 운영지원

디지털 시대 뉴스콘텐츠 활용을 폭넓게
뉴스디지털화 및 공용인프라 구축

문의 뉴스빅데이터팀 02-2001-7571~5 ㅣ 디지털3.0팀 02-2001-7781, 3~6

뉴스콘텐츠 디지털화 지원
사료적 가치가 있는 과거신문 기사의 디지털화를 통해 뉴스빅데이터 분석등 과거 뉴스콘텐츠의 다양한 활용 및
뉴스 부가가치 창출 지원
뉴스빅데이터 분석시스템

뉴스빅데이터 활용 스타트업 인큐베이팅

- 90년부터 현재까지의 기사가 축적된 뉴스DB에
빅데이터 기술을 접목해 뉴스 분석 시스템
‘빅카인즈 (www.bigkinds.or.kr)’ 구축

뉴스콘텐츠를 활용하는 아이디어를 지닌 스타트업
발굴, 뉴스빅데이터 분석API, 교육 및 컨설팅 등을
제공해 서비스 개발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

뉴스콘텐츠 공용인프라 지원

인터넷신문제작인프라 지원

‘디지털 퍼스트’ 등 얼론사의 미디어환경 변화 대응을
위해 통합 CMS 및 모바일 뉴스서비스 시스템을
공용으로 구축해 지원

인터넷신문의 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해
인터넷신문 서비스를 위해 필요한 시스템을
공용으로 구축해 지원

- 뉴스 속 주요 인물·장소·기관 관계도, 주요 인물의
발언 내용 등 뉴스를 입체적으로 볼 수 있는
서비스 제공

대상
개인사업자 및 법인사업자 언론사 벤처기업
(사업자등록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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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단의 서비스를 이용하세요!
정부광고 대행부터 언론인 융자까지

정부광고 대행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정부광고를 위해 정부기관 및 공공기관에서 시행하는 광고 및 법원공고 대행
근거규정 - 정부광고 : 국무총리 훈령 제541호(정부광고시행에 관한 규정)
- 법원공고 : 대법원 재판예규 제1362호
대상
문의

- 정부광고 : 국가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특별법인 등
- 법원공고 : 전국 58개 법원 등
정부광고 02-2001-7589 / 법원공고 02-2001-7854~5

언론인금고

- 기자회견, 세미나, 공청회, 시상식,
국제회의 등의 행사 개최 시
국제회의장(20층), 기자회견장(19층) 대관
- 주말 공휴일 결혼식장 운영(언론인 우대)

언론 종사자 생활자금, 주택자금 저리 융자 지원

문의 경영지원팀 02-2001-7722

* 대관은 재단 홈페이지(www.kpf.or.kr)

‘행사장이용’에서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하며,

결혼식 예약은 웨딩예약실(02-2001-7653)로 문의하면 됩니다.

대상 언론인금고 회원사에 근무하는 정규직 및 무기
계약직 사원
- 생활자금 : 1년 이상 근속한 자
- 주택자금 : 2년 이상 근속한 자, 무주택자
문의 언론지원팀 02-2001-7766~7

* 재단 홈페이지(www.kpf.or.kr) ‘언론인금고’에서
세부내용 참고

뉴스디지털화 및 공용인프라 구축
정부광고 대행 및 기타서비스

행사장대관

지역신문발전기금 위탁사업
미디어교육 및 언론인 연수
-수
 업용 신문 구독료 지원
초·중·고등학교 수업시간 등에 활용할 수 있는
지역신문 지원

-교
 육 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
신문제작 체험, 학생기자단 운영 등 다양한 미디어
교육 프로그램 지원

- 연수교육
지역언론인 전문성 강화를 위한 주제별 전문교육,
신문사별 맞춤형 교육 등 전문연수
문의 언론인연수팀 02-2001-7871~8
지역신문팀 02-2001-7821~6

문의 미디어교육팀 02-2001-7861~9
지역신문팀 02-2001-7821~6

기획취재 및 세미나
- 기획취재 지원
지역 현안 관련 기획취재 계획서를 심사해 선정 후
취재비 지원

- 지역신문 활성화 캠페인
지역신문 컨퍼런스 개최, 지역신문과 지역민이 협력한
콘텐츠 제작 및 신문사별 창의형 사업분야 지원

- 지역민참여보도 지원
지역민이 기사를 작성하고 보도하도록 지면기사 및
동영상 콘텐츠 제작 지원

문의 언론지원팀 02-2001-7761~8
지역신문팀 02-2001-7821~6

- 공동기획취재 지원
신문사들 간 공통 관심사인 기획취재 아이템 발굴,
해외사례 비교분석 등 공동취재 및 보도지원

- 지역신문 모니터링
상설 모니터 요원을 운영해 지역신문의 지면 개선에
대한 심사 평가

정보격차 해소 및 뉴스디지털화
- 소외계층 구독료 지원
지역주민 간 정보격차 해소를 위해 사회복지시설
및 다문화가정,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사회복지
시설 등에 지역신문 무료 구독 기회 제공
- 기사자료 디지털화 지원
지역신문 과거 기사 DB 구축으로 자료 보관 및
콘텐츠 활용 지원

- 공용클라우드 인프라 지원
신문제작용 공용인프라의 안정적 운영 및 기술 지원

- 디지털

장비 임대
노트북, 디지털카메라, 캠코더 등 디지털 취재장비
임대 지원
- 지역언론 현안 세미나
지역신문 발행인 및 간부 초청 권역별 토론회
개최로 소통의 장 마련
문의 유통지원팀 02-2001-7751~9
지역신문팀 02-2001-78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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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금은 소외계층의 정보격차 해소, 읽기문화 활성화 등
국민의 정보복지 향상과 뉴스콘텐츠산업의 진흥을 위해 쓰입니다.
기부 방법이나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문의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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