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타파 데이터 저널리즘 스쿨 (온라인)과정 8기 수강생 모집 및
인터넷 강의 무료 공개

뉴스타파함께재단(이사장 김중배)이 뉴스타파 데이터 저널리즘 스쿨 (온라인) 과정
8기 수강생을 공개 모집하고, 인터넷 강의를 무료 공개합니다.
이 교육 프로그램은 뉴스타파 데이터팀 기자들이 취재·보도 경험을 바탕으로 쓴
교재와 데이터 수집과 분석, 시각화 등 동영상 강의를 제공합니다. 데이터 저널리즘의
기초를 배우고, 실전 예제의 학습과 과제의 제출을 통해 데이터를 활용한 취재·보도의
이론과 실제를 체험합니다.

모든 시민에게 연중 무료 공개
신청 제한은 없습니다. 그동안 운영 및 관리의 이유로 대상자를 뉴스타파 후원
회원으로 제한했으나, 이번 8기 과정부터 모든 시민에게 무료 공개합니다.
뉴스타파함께재단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누구나 자유롭게 동영상 강의를 시청하고
학습할 수 있습니다.
뉴스타파는 광고와 협찬을 받지 않고 오직 시민 회원의 후원으로 운영하지만,
뉴스타파가 제작한 뉴스는 모든 시민에게 ‘보편적 서비스’로 제공한다는 원칙을 지켜
왔습니다. 뉴스타파가 제작한 교육 및 학습 프로그램에도 같은 원칙이 적용돼야
한다고 판단해 모든 시민에게 무료 공개하기로 했습니다. (뉴스타파가 '데이터
저널리즘 스쿨'을 모두 개방한 까닭은)

함께 어우러져 배우기
모든 인터넷 강의는 뉴스타파함께재단 유튜브 채널에 연중 공개해 누구나 언제든지
자유롭게 학습할 수 있지만, 본 교육은 일정한 수강 기간을 지정하고 수강생을 모집해
운영합니다.
모집 기간에 신청한 모든 수강생은 ‘구글 클래스룸’에 초대합니다. 클래스룸에서는
학습 진행을 확인하고, 과제를 제출하며, 수강생은 수시로 궁금한 점을 묻고,
교육프로그램 매니저와 강사진은 답합니다. 수강생 간의 소통과 협업을 위한 온라인
커뮤니티의 역할도 합니다.
뉴스타파 데이터 저널리즘 스쿨은 2016년 8월 첫 문을 열었습니다. 2019년부터 더
많은 이들에게 기회를 드리기 위해 온라인 강의로 전환·운영하고 있습니다. 지난 6년
동안 7차례 735명이 참여했습니다. (데이터 저널리즘 스쿨 수료생 프로젝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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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뉴스타파 데이터팀 기자들이 그동안 교육과정의 시행착오를 거치며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학습을 하는 수강생에게 꼭 필요한 것은 강사의 뛰어난 강의 실력,
주의력 높여 제작한 동영상, 잘 만들어진 교재만이 아니라 수강생들이 과정을 제대로
이해하며, 잘 이수할 수 있도록 참여를 독려하고 눈높이에 맞추는 관리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함께 어우러져 배우면, 어느새 데이터 저널리스트로 성장할 것입니다. 신청하세요.

수강 대상
● 저널리즘에 관심 있는 모든 시민 (제한 없음)
교육 내용
● 데이터저널리즘 개론
● 탐사보도를 위한 리서치
● 탐사보도를 위한 정보공개청구
● 데이터 수집
● 데이터 정제
● 데이터 분석
● 데이터 시각화의 이해
● 데이터 시각화 실습
뉴스타파 데이터 저널리즘 스쿨 수강 방법 # 1
● 학습 방법 : 뉴스타파함께재단 유튜브 채널에서 동영상 강의 시청
● 학습 기간 : 제한 없음 (연중)
뉴스타파 데이터 저널리즘 스쿨 수강 방법 # 2
● 학습 방법 : 구글 클래스룸에 참여 (인원 제한 없음)
● 학습 기간 : 2021년 5월 12일(수)부터 7월 31일(토)까지 12주
● 신청 기간 : 4월 26일(월)부터 5월 9일(일) 자정까지
● 신청 방법 : 구글 신청폼 작성 (신청하기)
● 구글 클래스룸 참여의 혜택
○ 강사진의 코칭
○ 텍스트 교재 제공
○ 실습용 파일 제공
○ 과제 제출과 평가 피드백
○ 심화학습 수강 (파이썬 실습 영상 제공)
○ 프로젝트 수행 후 피드백
○ 특강(A/S강의) 및 온·오프 미팅 행사 참여
○ 추후 심화 프로그램 연계 교육 제공
○ 수료증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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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프라인 미팅 행사는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온라인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수강 문의 : 뉴스타파함께재단 사무국 djschool@newstapa.org
후원 문의 : 뉴스타파함께재단 후원, 뉴스타파 후원
2021년 4월 26일
재단법인 뉴스타파함께센터 (이사장 김중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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