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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도 자 료】

‘세계평화를 위한 언론의 역할’
한국기자협회, WJC 개최…50여개국 기자 70여 명 참가
강경화 외교부장관, 해외기자 간담회 예정, 한반도 평화를 위한 입장과 세계 기자들의 노력 당부할 듯
이효성 방송통신위원장 ‘4차 산업과 언론의 미래’ 주제 특별 강연

한국기자협회가 주최하는 ‘2018 세계기자대회(World Journalists Conference)’가 오는 3월 4(일)일부터 11
(일)일까지 서울과 경기, 세종, 경북, 부산, 제주, 인천에서 ‘한반도 비핵화와 세계평화를 위한 언론의 역할’
을 주제로 개최된다.
이번 세계기자대회는 전 세계 50개국, 70여명의 기자들이 참가해 한반도와 세계 평화를 위한 각국 언론인
들의 역할에 대해 함께 토론하는 시간을 갖는다.

‘세계평화’를 위한 콘퍼런스 개최
2018 세계기자대회는 개막식, 특별강연, 콘퍼런스, 지역순회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진행된다.
3월 5일 오전 10시 30분 한국프레스센터 20층 국제회의장에서 열리는 개막식은 한국기자협회 소개 영상
시청을 시작으로 정규성 한국기자협회장의 개회사, 민병욱 한국언론진흥재단 이사장 축사, 그리고 한국 홍
보 동영상, 개막 축하공연 등의 순서로 진행된다.
개막식에 이어 11시 15분부터는 방송통신위원회 이효성 위원장이 ‘4차 산업과 언론의 미래’를 주제로 특별
강연에 나서고 12시부터는 강경화 외교부장관이 주최하는 ‘2018 세계기자대회’ 환영 오찬 및 간담회가 열
린다. 강경화 장관은 이 자리에서 한반도 평화를 위한 대한민국의 상황을 설명하고 한반도와 세계 평화를
위해 각국 기자들이 노력해 줄 것을 당부할 것으로 보인다.
오후에는 메인 주제인 ‘한반도 비핵화와 세계 평화를 위한 언론의 역할’을 주제로 컨퍼런스가 개최된다.
컨퍼런스에서는 최근 강원도 평창에서 열린 동계올림픽에서 북한의 참가와 남북 단일팀 구성으로 남북 평
화의 분위기가 무르익고 있지만 북핵 문제는 여전히 한반도와 주변 국가는 물론 전 세계에 위협적인 요소
가 되고 있다. 평화와 위협이 공존하고 있는 역사의 현장 한반도 중심에서 세계 각국 언론인들을 초청하여
한반도와 세계평화를 위한 언론인들의 역할을 함께 논의하는 자리가 될 것이다.

대한민국의 전통 문화와 첨단 현장을 관통하다
이번 대회에서는 대한민국의 전통과 현대 문화를 체험하고 한국의 오피니언 리더들과의 만남도 이루어진다.
5일(월)에는 서울시의회를 방문해 양준욱 의장과의 간담회를 갖고 서울의 대표적 관광 명소인 동대문 DDP
를 방문하고 서울시 윤준병 행정1부시장이 주재하는 환영 만찬 행사가 이어진다.
6일(화) 경기도를 방문하는 참가자들은 수원 화성 행궁을 둘러보고 전통 무예 24기 공연을 관람하고 수원
시 염태영 시장과 경기도 김진흥 행정2부시장과의 간담회를 갖는다.
7일(수)에는 행정수도 세종특별자치시를 방문해 이춘희 시장으로부터 행정도시 운영 전반에 대한 소개를 듣
는다. 오후에는 한국 정신문화의 수도 안동을 방문해 유네스코 지정 세계유산인 하회마을에서 하회별신굿탈
놀이 공연 관람후 마을을 둘러보고 권영세 안동시장과 김관용 경북도지사와 만남의 시간을 갖는다.
8일(목) 미래기술분야 창업거점인 대구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한국의 미래산업 관람과 체험후 권영진 대구시
장을 만나고 오후에는 부산으로 이동해 UN기념공원과 지역 명소를 둘러보고 박재민 부산광역시 행정부시
장을 만나 부산 행정 정책을 듣는다.
9일(금) 제주 4·3항쟁 70주년을 맞아 제주도를 방문하는 참가자들은 제주4·3 항쟁 기념관을 방문, 한국의
아픈 역사에 대해 설명을 듣고 제주의 아름다움을 볼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끝으로 10일(토) 양기대 광명시장과의 간담회와 버려진 폐광을 세계적 관광지로 탈바꿈 시킨 폐광의 기적
‘광명동굴’ 방문후 인천으로 이동, 송도국제도시 현장 견학후 유정복 인천광역시장과의 환송 만찬을 끝으로
2018 세계기자대회 공식행사를 마치게 된다.
정규성 한국기자협회장은 “세계기자대회는 전 세계 기자들이 분단 현장인 한국을 방문해 평화의 소중함을
체험하고 세계 평화에 대한 언론인들의 역할을 함께 공유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며 “한반도에 평화의 기운
이 높아지고 있는 때에 열리게 되어 기대가 크다”고 밝혔다.

별첨: 세계기자대회 일정(안)

2018 세계기자대회 일정(안)
구 분

시 간
07:00-08:30
10:00-10:30

내

용

조식
개막 리셉션 (환영과 친교의 시간)
개회식
∙ 영 상: 한국기자협회 소개영상
∙ 개회사: 정규성 한국기자협회장

10:30-11:15

∙ 축 사: 민병욱 한국언론진흥재단 이사장
∙ 영 상: 대한민국 홍보동영상

3/5(월)

∙ 축하공연: 오페라마

서울

∙ 기념촬영
11:15-11:55

특 강 이효성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12:00-13:20

강경화 외교부 장관 주최 오찬 및 간담회

13:00-13:30
13:30-15:30

Break Time
콘퍼런스 [한반도 비핵화와 세계평화를 위한 언론의 역할]

15:30-18:00

현장취재1 서울시의회, 동대문디자인플라자

19:00-20:30

윤준병 서울시 행정1부시장 만찬 및 간담회

10:10-12:00
12:00-13:30

현장취재1 수원행궁 방문
염태영 수원 시장 주최 오찬 및 간담회

14:00-17:30

현장취재2 경기도 - 삼성이노베이션뮤지엄 / 해우재

18:30-20:00

김진흥 행정2부지사 주최 만찬 및 간담회

3/7(수)

09:30-10:00
12:30-13:30

세종시 방문(이춘희 시장 간담회)
권영세 안동시장 주최 오찬 및 간담회

안동

14:00-17:00

현장취재3 - 안동 하회마을 탐방 등

18:00-20:00

김관용 경북도지사 주최 만찬 및 간담회

10:30-11:30
11:30-13:00

현장취재4 대구창조경제센터 방문
권영진 대구시장 주최 오찬 및 간담회

15:30-16:30

현장취재5 UN기념공원(참배·헌화, 묘역 순회)

16:30-17:30

UN평화기념관

18:00-20:00
20:30-21:30

박재민 행정부시장 주최 만찬 및 간담회
현장취재6 해운대, 광안대교 관람

12:30-13:30

오 찬

3/9(금)

14:00-16:00

현장탐방7

제주도

16:30-17:30
18:00-20:00

현장탐방8 북촌 너븐숭이 공원
원희룡 제주도지사 주최 만찬 및 간담회

12:00-13:00

양기대 광명시장 주최 오찬 및 간담회

13:30-14:30

현장탐방9 광명동굴

15:30-18:30
19:00-20:30

현장탐방10 송도 국제도시 일원, 차이나타운
유정복 인천광역시장 주최 만찬 및 간담회

07:00-08:30

조식(뷔페)

3/6(화)
경기도
(수원)

3/8(목)
대구,
부산

3/10(토)
광명,
인천
3/11(일)

09:00-

제주4.3 항쟁 기념관

인천 자유취재 및 체크아웃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