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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언론진흥재단은 재단이 생산한 언론 통계 자료의 활발한 이용과 이를 통한 미디어 연구
성과 공유를 장려하기 위해 매년 <언론 통계 자료 활용 학술대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올해로
5회 째를 맞이하는 이번 학술대회는 예년과 마찬가지로 언론수용자 조사, 언론인 조사, 10대 청
소년 미디어 이용조사 등 로데이터(raw data), 설문지, 분석서가 재단의 홈페이지에 공개된 모
든 언론 통계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작년에 이어 재단의 뉴스 검색 및 분석 서비스
인 빅카인즈를 활용한 논문도 선정할 계획입니다. 재단에서는 공모 선정자에게 연구비와 학술
대회에서 발표 기회를 제공합니다. 10월 중순 개최될 제 5회 <언론 통계 자료 활용 학술대회>
를 위한 연구계획서 공모에 관심 있는 연구자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참가해주시는 여
러분의 연구 제안은 미디어 분야의 가치 있는 연구 성과로 공유되고 한국 언론의 발전을 위한
귀한 밑거름이 될 것입니다.

대상 자료
• 언론수용자 조사 : 1984년부터 실시. 성인남녀의 미디어 이용 행태 및 인식 등 조사
• 언론인 조사 : 1989년부터 실시. 한국 언론인의 가치, 태도, 윤리의식, 근무환경 등 조사
• 10대 청소년 미디어 이용조사 : 2016년부터 실시. 10대 청소년의 미디어 이용행태 및 인식 등 조사
• 빅카인즈 : 1990년부터 2020년 현재까지 뉴스의 메타데이터
* 언론사명, 기고자, 제목, 뉴스 분류, 개체명, 정보원, 인용문, 뉴스 본문 200자 등

공모요강
1. 모집논문
한국언론진흥재단 홈페이지(www.kpf.or.kr)에 공개된
언론 통계 자료와 빅카인즈(www.bigkinds.or.kr)를 이

- 연구계획서 파일명은 ‘학술대회_연구계획서_
책임연구자 이름_부문명’으로 표기

용한 실증적 학술논문
-정책제안, 미디어 환경 분석, 미디어 이용행태 분석 등
-언론수용자·언론인 조사, 10대 청소년 미디어 이용 조
사, 빅카인즈 제공 뉴스 메타데이터 등 공개된 모든 언
론 통계 자료 활용

- 연구목표의 적절성, 연구내용·방법·수행계획의 우수성,
연구 기대효과

6. 주요 일정
○ 6월 3일(수) ~ 6월 17일(수)

2. 참가자격
일반연구자 부문

5. 심사 기준

연구계획서 공모
대학원생 부문

- 책임연구자 포함 3인 이내
- 책임연구자 포함 3인 이내
- 책임연구자는 2020년 8월 31일 - 책
 임연구자는 박사과정 재학
기준 박사학위 소지자여야 함
생 또는 수료생이어야 함
- 공동 연구 가능(대학원 재학생 (휴학생 포함)
또는 수료생 참여 가능)
-공
 동 연구 가능(대학원 재학생
또는 수료생 참여 가능)

○ 7월 초
선정 발표 (재단 홈페이지 공고 및 개별연락)
○ 9월 18일(금)
논문 제출 마감
○ 10월 중순
학술대회(예정)

3. 지원규모
○ 연구계획서 선정 시 1팀당 연구비 3,000,000원 지급

7. 문의
- 언론 통계 자료 연구 문의: 미디어연구센터

4. 제출서류
○ 연구계획서 6매 이내 (첨부 참조)
연구계획서 양식 다운로드

- 연구자 인적사항, 연구배경 및 방향, 주요 연구내용
및 방법론 등

심하영 과장(02-2001-7753, sayhang@kpf.or.kr)
- 뉴스 빅데이터 연구 관련 문의 : 뉴스빅데이터팀
최윤희 과장(02-2001-7572, cyh@kpf.or.kr)

8. 참고자료
통계DB

보고서

빅카인즈

- 연구 선정 이후 필요 시 재단과 협의를 통해 일부
연구내용 수정 가능
○ 제출 방법: 이메일 전송[sayhang@kpf.or.kr]
- 이메일 제목은 ‘[연구공모]책임연구자 이름_
참여 부문(일반연구자/대학원생)’으로 표기

빅카인즈 제공 뉴스 메타데이터 예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