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분의 꿈을
응 원 합 니 다 !!!!

울산시민과 함께 합니다

울산 최초, 최고, 최대 일간지
2021년 8월 25일 수요일 단기 4354년(음력 7월18일 乙巳)

대표전화 052룓220-0515

울산 서생중학교룒교장 배하수룓에서 25일 열린 릫경상일보 청소년 기자 체험 캠프룑 에 참가한 학생들이 기념촬영 하고있다굨

서생중학교 학생들, 신문기자의 세계 속으로
경상일보 미디어 교육 룏1일 기자체험 프로그램룑
2학년 학생 16명 참여⋯현직 기자가 강사로 나서
신문 제작과정부터 기자의 업무까지 상세히 설명
울산 서생중학교 2학년 학생 16명은 25일 교
내에서 룏경상일보 미디어 교육룒기자체험 프로
그램룓룑 시간을 가졌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
염증룒코로나19룓 방지를 위해 방역수칙을 철저
히 준수한 가운데 진행된 이날 강의에는 정다은
경상일보 편집기자가 강사로 나섰다.
정 기자는 이날 강의를 통해 학생들에게 신문
의 역할과 의미를 시작으로, 신문이 만들어지는
과정과 독자들에게 전달되는 전 과정을 상세히
설명했다. 또 현직기자의 생생한 경험을 토대로
이야기를 들려줬다.
학생들은 낯선 직업의 세계에 대한 이야기에
대한 호기심으로 시종일관 진지한 자세로 눈을
반짝였다.
강의가 끝난 뒤 학생들은 이날 강의를 통해
배운 내용을 토대로 직접 기사를 작성하는 체험
을 해보기도 했다굨
양서영 학생은 룕신문이 만들어지는 방식이
신기했다룖며 룕이번 체험을 토대로 친구들과 함
께 사실을 보도하는 기자가 되길 기대해본다룖
고 말했다.

황지우 학생은 룕이날 강의를 통해 평소 접하
기 어려웠던 신문을 좀 더 친숙한 매체로 느낄
수 있게 됐다룖고 말했고, 이민서 학생은 룕평소
에 궁금했던 기자에 관해 알게 되어 유익한 시
간이 됐다룖고 했다.
또 이현정 학생은 룕종이신문은 정통성과 진
실성을 갖춘 반면 편리성과 속도면에서는 인터
넷뉴스에 못미치고 있다룖며 룕뒤쳐져가는 신문
의 입지를 새로이 다지며 공생할 방법을 고민해
야 할 것이다룖라고 지적했다.
길지 않은 시간이었지만 서생중학교 학생들
은 강의를 통해 신문이라는 매체와 기자라는 직
업에 대해 좀 더 관심을 갖게 되는 기회가 됐다
고 입을 모았다.
강사로 나선 정다은 기자는 룕인터넷으로 접
하는 뉴스에만 익숙해져 있는 요즘 학생들이 오
늘 강의를 듣고 신문이라는 매체에 관심을 가질
수 있길 바란다룖며 룕이번 시간을 통해 신문이
좀 더 많이 활용되고, 기자라는 직업에 흥미를
느끼고 꿈꿀 수 있는 계기도 됐으면 좋겠다룖고
서생중학교 청소년기자
밝혔다.

기자체험 프로그램에 참여한 학생들의 모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