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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 한반도를 이루어나갈 새싹들이 여기에 있습니다.”
- 통일부 2020 블로그 기자단 온라인 발대식 개최 -

□ 통일부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2020년 5월 15일 금요일, 2020 블로그 

기자단 발대식을 온라인으로 개최합니다.

o 블로그 기자단은 제13기 대학생 기자단과 제9기 어린이 기자단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올해 처음 통합 발대식으로 진행합니다. 블로그 기자단으로 대학생·

대학원생 50명과 초등학교 5~6학년 203명을 선발하였으며, 이 날 위촉장을 

받은 후 공식적으로 활동을 시작하게 됩니다. 기자단 활동은 취재 기사 

블로그 게재, 행사 참여, 현장 체험 등으로 구성됩니다.

o 또한 이날은 제12기 대학생 기자단 및 제8기 어린이 기자단의 온라인 

해단식도 함께 개최됩니다. 1년간 성실하게 활동을 수행한 기자들에게는 

수료증이 수여되고, 우수기자에게는 장관 표창장 등이 전달될 예정입니다.

□ 온라인으로 개최되는 통합 발대식 영상은, 대학생 기자단은 통일부 유튜브

채널(통일부 UNITV)을 통해, 어린이 기자단은 기자단 커뮤니티(통일부 

어린이 기자단 공식카페)를 통해 시청할 수 있습니다. 영상 내용은 기자단 

활동 소개, 김연철 통일부장관 축사, 기사 및 카드뉴스 작성 특강, 통일

교육 및 북한 청소년 문화 특강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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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연철 통일부장관은 ‘대학생 기자단과 어린이 기자단이 1년간 통일 

문제와 남북관계에 대한 시야를 넓히고, 이들의 활동이 국민들의 평화와 

통일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확산하는 데 밑거름이 되기를 기대한다’ 고 

전했습니다.

□ 젊음과 열정으로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의 씨앗이 될 통일부 대학생

기자단과 통일부 어린이 기자단에게 국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응원을

부탁드립니다.

※ 붙임  1. 블로그 기자단 온라인 발대식 영상 구성

2. 블로그 기자단 활동 및 활동채널 소개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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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1  블로그 기자단 온라인 발대식 영상 구성

□ 대학생 기자단 온라인 발대식 영상 구성

소요시간 주요 내용 비 고
5분  o 환영인사 및 1년간 기자단 활동 브리핑 

5분  o 장관님 축하 영상

5~10분  o 12기 기자단 활동영상 기자단이 직접 제작

15분  o 12기 기자단 활동소감 영상 기자단이 개별 촬영

2분  o 마무리

o 영상 1 : 기본 발대식 및 해단식 영상(35~40분)

소요시간 주요 내용 비 고
25분  o 13기 기자단 자기소개 및 각오 영상 기자단이 개별 촬영

o 영상 2 : 제13기 기자단 소개영상(25분)

소요시간 주요 내용 비 고
2~30분  o 기사 작성법 강의 SBS 안정식 기자

2~30분  o 카드뉴스 작성법 강의 김명준 강사

o 영상 3 : 기사작성 특강 영상(40~60분)

□ 어린이 기자단 온라인 발대식 영상 구성

소요시간 주요 내용 비 고
5분  o 장관님 축하 영상 

o 영상 1 : 장관님 축하 영상(5분)

소요시간 주요 내용 비 고
15분  o 평화∙통일 관련 소양 교육 통일교육원 이인정 교수

o 영상 2 : 통일교육 특강(15분)

소요시간 주요 내용 비 고

10분  o 기자의 개념과 역할, 기사 작성 방법 교육 소년 한국일보
서원극 편집국장

o 영상 3 : 글쓰기 특강(10분)

소요시간 주요 내용 비 고

15분  o 탈북자 출신 크리에이터의 북한 청소년 
문화 특강 크리에이터 이광명

o 영상 4 : 북한 청소년 문화 특강(1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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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2  블로그 기자단 활동 및 활동채널 소개

□ 활동기간

o 제13기 통일부 대학생 기자단 활동 기간 : 2020. 5 ~ 2021. 4(1년)

제9기 통일부 어린이 기자단 활동 기간 : 2020. 4 ~2020. 12(9개월)

□ 참여 인증사진 이벤트

o 제9기 어린이 기자단 및 제8기 어린이 기자단을 대상으로 발대식 영상 

시청 인증 이벤트가 개최됩니다. 어린이 기자단이 발대식 영상을 시청

하고 있는 사진과 함께 소감 또는 각오를 게시하면 우수작을 선정하여 

상품을 증정할 예정입니다.

o 대학생 기자단의 경우도 시청 인증사진과 활동각오를 담은 손글씨 등을 

통일부 SNS 홍보 콘텐츠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 기자단 활동방식 및 활동채널

o 대학생 기자단은 통일부 공식 블로그(blog.naver.com/gounikorea)에 본인이 

직접 취재한 기사를 게재할 예정입니다. 또한 대학생 기자단은 통일부 

관련 행사, 학술회의 그리고 젊은 세대를 대상으로 하는 여러 행사 등에도 

참가할 예정입니다.

o 어린이 기자단은 통일부 어린이 기자단 공식카페(cafe.naver.com/jruni

korea)에 매월 기사(글/그림․사진/영상)를 게재할 예정입니다. 이 중 우수한

기사는 매월 어린이 기자단 공식 블로그(blog.naver.com/jrunikorea)와 

통일부 공식 블로그(blog.naver.com/gounikorea)에도 게시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통일부 관련 행사, 현장 체험 등 어린이들의 통일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기 위한 다양한 활동에 참여할 예정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