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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방송학 전공은 강원대학교 교육이념인 실사구시 정신에 입각하여 사회현상과 언론현상을 종합적으로 인식하는 지적
능력을 배양한다. 신문, 방송, 영상 콘텐츠 제작 능력 및 광고 홍보 기능을 겸비한 저널리스트 인재양성에 힘을 기울이고
있다. 디지털 미디어 환경에 적응하는 정보화, 미디어 교육을 통하여 학생들의 디지털 멀티미디어 방송 영상 제작 능력을
신장시키고, 지역사회, 산업체와의 발전 비전을 공유하고 있다.
2005학년도부터 현장 실습 과목은 학교기업(BR프로덕션)의 방송 프로그램 제작과 연계되어 진행, 춘천MBC와 강원일보의
언론사 인턴십 진행, 2014학년도 2학기부터 지방대학 특성화 RASE 사업단의 참여 학과로 미디어 콘텐츠 제작 실습 교
육을 연계하여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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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과 자랑거리
KBS신세대VJ콘테스트 우수상(12학번 박정민), 제7회독립기년관UCC공모전
대상(08학번 박기연, 09학번 오준식), 나라사랑콘텐츠공모전 대학생UCC부문
최우수상(12학번 윤희정), 해양수산부 바다를부탁해 우수상(10학번 권지혜),
2016인성클린콘텐츠공익캠페인 UCC공모전 한국콘텐츠진흥위원회위원장상
(14학번 김단비, 이소영, 이해지, 주목인) 등 다양한 공모전에서 수상

학년별 교육과정
1

[전필] 커뮤니케이션이론

2

[전선] 광고론, 신문론, 방송론, 정보사회와 뉴미디어, 방송기획 및 제작, 매스컴연습, 영상편집실습, PR론, 보
도사진, 방송 스튜디오 제작 및 실습, 취재보도실습, 광고제작실습

3

[전필] 매스컴 연구방법, [전선] 매스컴과 문화, 언론사 인턴쉽, 인터넷·스마트 미디어 제작, 정치커뮤니케이
션, PR제작실습, 다큐멘터리 제작실습, 스피치의 원리와 실제, 매스컴특강, 언론사 인턴쉽2, 영화·드라마론,
미디어와 젠더, 언론문장론, 언론사상

4

[전선] 언론법과 윤리, 잡지출판이론 및 실습, 미디어와 쟁점과 이슈, 매스컴세미나

전학년

꿈-설계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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졸업 후 진로

를 직접 쓰고 기사에 맞는 영상을 직접 촬영하면서 많은 성취감을 느꼈고 취재보도
에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Q 자신의 꿈이나 장래 희망은 무엇인가요?
A 방송기자입니다. 긴 글보다는 짧은 영상에 더 힘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1분 정도의 리
포팅을 통해 시청자들에게 쉽고 정확하게 정보를 전달한다는 점에서 매력적인 직업
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반기업
방송·통신 및 신문 등
미디어 업계,
광고·마케팅·홍보·
영업 관련 업무

학과(전공) 관련 추천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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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학
신문방송학대학원,
언론정보대학원,
영상미디어대학원

Q 가장 관심 있는 분야와 그 이유를 말씀해 주세요.
A 취재보도와 관련된 분야에 관심이 있습니다. ‘취재보도실습’이라는 수업을 통해 기사

사회과학대학
경영대학

재학생 인터뷰

정의란 무언인가 (와이즈베리/마이클 샌델)
왜 미디어를 연구하는가 (커뮤니케이션북스/로저 실버스톤)
뉴스의 시대 (문학동네/알랭 드 보통)

자랑스러운 동문
최헌영(89학번) MBC PD

고명기(92학번) KBS 촬영기자

김진수(89학번) KBS PD

김도환(96학번) KBS 보도기자

최현서(90학번) MBC 보도기자

최근 3년간 취업자
홍경윤(07학번) KBS 카메라 촬영감독

오예슬(10학번) G1강원민방 작가

김민석(07학번) G1강원민방 PD

윤종현(10학번) 강원일보 기자
최정아(13학번) CMB대전방송 아나운서

이런 학생이 오면 좋아요!
사회현상과 매스컴에 대한 관심이 많고 세상을 해석하려는 의지가 있는 인재
언론에 대한 흥미와 관심이 많고 뚜렷한 목표의식을 가진 인재
사회에 대한 비판의식을 가지며 자신의 의견을 올바로 피력할 수 있는 능력을 가
진 인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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