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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대하고, 시청자미디어센터가 설치되지 않은 지역에서도 미디어교육 혜택을
2022. 3. 31.(목) 10:00

과 장
사무관
주무관

권희수 (02-2110-1450)
김성환 (02-2110-1420)
전민아 (02-2110-1424)
정동임 (02-2110-1453)

한상혁 위원장, 미디어교육 및 공동체라디오 현장 방문
- 미디어나눔버스, 전남 신안군 압해도 압해중학교 찾아가 - 고려인마을이 설립한 신규 공동체라디오방송 제작현장 점검 -

누릴 수 있도록 촘촘히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미디어교육 현장방문을 마치고 목포MBC를 방문하여 지역방송 제작
진 및 관계자와 간담회를 가졌다.
한 위원장은 “목포MBC가 고유한 지역정보와 우수한 지역밀착형 콘텐츠를
제공해 전남도민에게 많은 사랑을 받고 있다”고 격려하며, “지역방송사가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지역방송의 공적역할과 책임을 잊지 말아달라”고
당부하였다.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 한상혁 위원장은 3월 31일(목) 전라남도

한 위원장은 다음날(4월1일(금)) 광주광역시에 소재한 (사)고려인마을이

신안군에 위치한 압해중학교의 미디어 교육·체험 현장을 방문하여 학생들을 격려했다.

운영하는 광산FM공동체라디오('이하' 고려방송)를 방문할 계획이다. 고려
방송은 지난해 방통위가 시민참여형 미디어문화 확산을 위해 허가한 20개의

이번 현장방문은 국민생활과 밀접한 미디어교육 정책 현장을 살펴보고

신규 공동체라디오 방송사업자 중 3번째로 방송을 시작하였다.

정책 수혜자의 목소리를 듣는 등 현장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이날 한 위원장은 고려방송의 제작 및 송출시설 등을 점검하고 대표 프로
방통위는 전국 10개 광역 시·도에 설치된 지역 시청자미디어센터를 통해

그램인 <고려인매거진>에 출연할 예정이다.

미디어 교육과 방송제작 시설·장비 이용을 지원하고 있으며, 도서산간 지역
주민, 어르신·장애인 등 시청자미디어센터를 방문하기 어려운 분들에게는

또한, 고려인마을 관계자들과 면담을 통해 최근 우크라이나에서 전쟁을

미디어 제작시설과 장비를 실은 ‘찾아가는 미디어 나눔버스’를 활용해

피해 광주로 온 고려인 동포들이 한국 생활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다양한

다양한 미디어 체험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방송콘텐츠 지원 방안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끝.

이날 신안군 압해중학교 학생들은 미디어 나눔버스를 통해 앵커·기자·DJ 등
미디어 분야 직업을 경험하고, 드론 등 신기술을 활용한 미디어 체험 기회를 가졌다.
학생들과 체험을 마친 한상혁 위원장은 “향후 미디어 분야를 이끄는 핵심
인재가 될 청소년들이 다양한 미디어 경험을 통해 새로운 진로를 탐색하고
꿈을 펼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