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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이름/하는 일

자료

키노트1: 데이터저널리즘의 진화
: CAR로부터 로봇 알고리즘에 이르기까지

이민규 / 중앙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부
교수, 언론학회 회장

PDF

키노트 2: Data + Visual

Yue Qiu / Bloomberg Asia/Europe
Graphics Team Leader

슬라이드

Part 1: 데이터기반 보도에 대한 도전과 과제 함형건 좌장
중앙일보 보도사례 : 바보야, 문제는 사용자야
- 사용자 친화적인 콘텐트 제작을 위한
노력과 과제
김한별 /중앙일보 데이터저널리즘 데스크

PDF

KBS 보도 사례 : 소녀상 보셨습니까:
인터랙티브 지도에서 이야기 풀어내기

김태형 / KBS 데이터저널리즘팀 기자

PDF

SBS 보도 사례 : 한국형 데이터저널리즘을
찾아서 - 실험과 과제

박원경 / SBS 뉴미디어국
데이터저널리즘팀 기자

PDF

YTN 보도 사례 : 스몰데이터의 힘 - 사람의
이야기를 담기

함형건 / YTN 데이터저널리즘팀 팀장

PDF

뉴스타파 보도 사례 : 공직자 재산공개
사이트를 만들고 우리가 얻은 것

김강민 / 한국탐사저널리즘센터(뉴스타파)
데이터팀 기자

PDF

Part 2: 데이터저널리즘과 기술

한운희 좌장

데이터 × 기술 × 저널리즘

한운희 / 엔씨소프트 Media Intelligence
TF장, 전 연합뉴스 미디어랩 기자

PDF

야생의 데이터 길들이기

김승범 / VW LAB 소장

PDF

기자의 코딩

황경상 / 경향신문 편집국 뉴콘텐츠팀
기자

PDF

혼자서도 자∼r 해요

황규인 / 동아일보·채널A
디지털통합뉴스센터 기자

PDF

미니멀리즘적 데이터저널리즘

변지민 / 한겨레신문 한겨레21부 기자

PDF

언론사만 안하는 모던 웹 프론트엔드

김슬 / 뉴스타파, 닷페이스 개발자

PDF

Part 3: 데이터 저널리즘과 오픈 데이터

권혜진 좌장

미디어, 깃허브, 데이터 공개

이종호 / 오마이뉴스 데이터저널리즘 담당
기자

PDF

빅데이터 공개와 정보공개청구

전진한 / 알권리 연구소 소장

PDF

공공데이터를 쓸모있게 만들기 위한 민원
전략

조용현 / 서울시 통계데이터담당관

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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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 미디어와 데이터저널리즘

권혜진 / 데이터저널리즘연구소 소장,
건국대 언론홍보대학원 겸임교수

PDF

박소영/ 한국일보 기자

PDF

Part 4: Lighting Talk
목마른 자의 우물파기- 데이터 저널리즘
스터디팀 조직기

독자는 왜 데이터 저널리즘 콘텐츠를 안 볼까 강종구 / 한경닷컴 뉴스래빗 데이터에디터

PDF

대한민국 재정봇

황시연 / 천지일보 탐사보도팀 기자

PDF

함께 만드는 데이터저널리즘 : 기자 그리고
개발자, 디자이너

배여운 / 중앙일보 데이터저널리즘팀
데이터 분석가

PDF

Workshop Session (12:00 ~13:00)
Topics

현직

Flourish 워크샵

Irene Jay Liu /Google Newslab

PDF

Tableau 워크샵

우재하 / Tableau 컨설턴트

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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