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스 공정성 펀드’ 지원서 내용 한국어 버전

안내 말씀

Google 뉴스 이니셔티브(GNI)에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합니다. GNI 프로그램에
참여하려면 이 지원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1) Google은 귀하의 GNI 프로그램 지원 자격을
평가하기 위해만 지원 정보를 사용하고, (2) Google은 귀하의 GNI 프로그램 참여를 돕기 위해
필요 기간 동안만 지원 정보를 보유하며, 어떤 경우에도 귀하의 지원 정보는 180일 이상
유지되지 않으며 (3) Google 개인 정보 보호 정책에 따라 수집됩니다. 개인정보 보호를위해
개인 식별 가능한 중요 정보를 포함하지 않기를 당부드립니다.

gnidata@google.com에 문의해 지원 내용의 수정, 삭제 또는 사본을 요청할 수있습니다.
다만 귀하의 요청을 처리하는 데 최대 7일이 소요될 수 있다는 점을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뉴스 공정성 펀드(News Equity Fund)에 대한 질문은 newsequityfund@google.com로 하실
수 있습니다.

지원서 작성 전 봐야할 체크리스트

○ 작성유의사항 참고를 위해 이 PDF 문서를 다운로드하세요
○ 선정 및 지원 기준 그리고 적격 여부를 확인하세요
○ GNI 뉴스 공정성 펀드 지원 가능 뉴스룸은 소수자/약자 및 미디어 주목을 잘
받지 못하는 독자들을 위한 뉴스를 생산하는 50명 이하의 저널리스트 및
프리랜서가 활동하는 중소 규모 뉴스조직입니다. 여기서 더 자세한 내용을
읽어보세요.

뉴스 공정성 펀드 지원서 양식

필독 : * 문항은 필수 응답입니다. 이외 문항은 자유롭게 기재하시면 됩니다.

Pa� 1: Applicant's Information 지원자 정보

Please provide your title/publication name. *
당신의 소속 회사 이름을 적어주세요.
Are you pa� of a larger Group/parent company? *
지원회사는 모 회사 소속입니까 아니면 독립회사 입니까?

● Yes네
● No아니오

■ If yes, please list your parent company’s legal name.
네 라고  답하셨다면, 소속 모 회사명을 적어주세요.

https://newsinitiative.withgoogle.com/
https://policies.google.com/privacy
mailto:gnidata@google.com
mailto:newsequityfund@google.com


필독 : 다음 질문은 당신의 현재 직함과 소속사에 대한 질문입니다.

Please provide your title/publication’s full legal name. *
소속 회사의 정식 법적 명칭을 적어주세요*

What is the type of your title/publication? *
소속사는 아래 어떤 유형에 해당합니까*?

● Newspaper (includes print) 신문(종이매체 발행)
● Digital Only (no print) 온라인 매체(종이매체 미발행)
● Magazine 잡지
● Broadcaster 방송
● News Agency 통신사
● Podcast 팟캐스트
● Newsle�er 뉴스레터
● YouTube Creator  유튜브 크리에이터
● Independent Journalist 프리랜서 저널리스트
● Other social pla�orm 기타 소셜플랫폼

■ If you selected other social pla�orm, please specify:
기타 소셜 플랫폼을 선택했다면 구체적 유형을 적어주세요 :

Do you have a website?*
홈페이지가 있으신지요?*

● Yes 네
● No 아니오

■ If yes, please provide a link:
네 라고 답했다면 홈페이지 주소를 적어주세요:

How many full time journalists does your title/publication’s newsroom have? * (number
only)
몇명의정규직 저널리스트가 소속사에 일하고 있습니까?* (숫자만 적어주세요)

Which of the following best describes your primary coverage area? *
소속사의 취재 및 보도 범위는 아래 중 주로어디에 해당합니까?*

● Hyperlocal 구/면/읍/동 단위
● Local 시/군 단위
● Regional 도 단위
● National 전국 단위
● International 글로벌 단위
● Other 기타

■ If you selected Other, please explain
기타를 선택했다면, 추가적인 설명 부탁드립니다.



Which of the following best describes your content focus? *
소속사가 주로 취재하고 보도하는 컨텐츠 유형은 어디에 해당합니까? *

● Business to Business (e.g. trade publications) B2B 간행물
● Economy / Business News 경제 뉴스
● General News 종합 뉴스
● Lifestyle Coverage 생활문화 분야
● Special Interest 전문 분야
● Spo� 스포츠 분야
● Other 기타 분야

■ If other, please explain
기타 분야를 선택하셨다면 추가적인 설명 부탁드립니다.

Do you primarily serve a minority or historically underrepresented audience? *
소속사는 주로 소수자/약자 혹은 미디어의 주목을 잘 받지 못하는 독자를 주로 다루고
있습니까? *

● Yes 네
● No 아니오

Please select which best describes the underrepresented status of the primary audience you
serve (select all that apply): *
소수자/약자 혹은 미디어의 주목을 잘 받지 못하는 독자를 주로 다루고 있다면,주로
취재하고 보도하는 대상 독자는 아래 어떤 유형에 해당합니까?(복수 응답 가능)*

● Age  세대
● Caste 계급
● Class 계층
● Disability 장애
● Gender 젠더
● Geographic location 지역
● Immigration status 이민자 신분
● Language 언어
● Race 인종
● Religion 종교
● Sexual orientation 성적 지향
● Socioeconomic Status 사회경제적 신분
● Veteran status 참전군인 신분

● 기타  __________________

Please include links of three recent a�icles from 2022 that demonstrate the primary focus of
your publication. 2022년 취재해 보도한 해당 컨텐츠를 대표하는 기사 3개의 URL을
적어주세요. *
How o�en do you publish/produce content? 해당 컨텐츠를 얼마나 자주 발행하나요? *

● Daily 매일
● Weekly 주 단위
● Monthly 월 단위
● Less than monthly 월 단위 이상



When was your title/publication founded? *
소속사가 설립된지는 얼마나 됐나요? *

● <12 months 12개월 미만
● 1-5 years 1~5 년
● 5-10 years 5~10년
● 10+ years 10년 이상

■ Please specify the year of founding
설립 연도를 구체적으로 적어주세요.

What was your  title/publication total revenue in 2021 (in USD)?*
2021년 소속사의 매출 규모(미국 달러)는 얼마인가요? * (현재 미달러 환율 적용)

● Less than $100K 10만 달러 이하
● $100K - $500K 10만~50만 달러
● $500K - $1M 50만~100만 달러
● $1M - $5M 100만~500만 달러
● $5M - $10M 500만~1000만 달러
● More than $10M 1000만 달러 이상

How many monthly average unique users did your online title/publication have in 2021? *
2021년 소속사 홈페이지에 방문한 순방문자(UV) 수는 얼마나 되나요? *

● Up to 1M  100만 명 이상
● 1M to 5M 100만 ~ 500만 명
● More than 5M 500만 명 이상

Is your title/publication or Group/parent company a member of any news trade bodies,
news association(s) and/or press councils (or national equivalents)? *
소속사나 모 회사가 특정 언론 관련 단체나 협회, 위원회 소속사인가요? *

● Yes 네
● No 아니오
● N/A 해당없음

■ If you selected Yes, please list at least one of the news trade bodies or
associations that you belong to (if multiple entries, please use a comma to
separate).
네라고 답하셨다면, 소속 단체나 협회, 위원회의 이름을 적어주세요(복수
소속이라면 소속 단체 명을 , 로 구별해 모두 적어주세요)

What is your company registration number? (eg: Federal Tax Identi�cation Number,
Employer Identi�cation Number, or any equivalent registration reference) *
소속사의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해 주세요. *

● Enter ‘N/A’ if this is not applicable
사업자등록번호가 없다면 ‘N/A’ 라고 적어주세요.



Pa� 2: Applicant’s Contact Details 지원자 연락처 정보

Street Address 주소 *
Postal Code 우편번호 *
City 시 *
State/Province 도
Country (Note: Please review the Terms and Conditions to ensure your country is eligible.)
국가 * (해당 지역의 지원 가능 여부를 함께 확인해주세요)

Point of Contact Information 지원자 대표 연락망
First (given) name 이름 *
Last (family) name 성 *
Title 직함 *
Phone number 핸드폰 번호 *
Email 이메일 주소 *

Are you, or any member of your Group/parent company or title/publication, a government
employee, candidate for public o�ce, employee of government-owned or
government-controlled company, public international organization, or political pa�y, or
otherwise working on behalf of a government entity, in any capacity? *
소속사 또는 모 회사의 직원이 공무원, 공직 후보, 정부 소유 또는 정부 관리 기업의 직원,
공공단체 또는 정당 혹은 정부 기관을 대신해 특정 자격으로 일하고 있습니까? *

● Yes 네
● No 아니오

■ If yes, please provide some details on the nature of your or your
Group/parent company’s involvement.
네 라고 답했다면 소속사나 모 회사와 해당 답변과의 관계에 대해
설명해주세요.

Does any government organization/or political pa�y hold any level of ownership, control or
voting rights within your Group/parent company? *
소속사 또는 모 회사에 대해 정부 조직 또는 정당이 소유권이나 의결권을 보유하고
있습니까? *

● Yes 네
● No 아니오

■ If yes, please provide some details.
네 라고 답했다면, 관련 설명을 적어주세요.



Pa� 3: Deployment of the News Equity Fund지원 내용 기술

Please brie�y explain how this funding will help you serve your community and promote
diversity, equity, and inclusion in the news ecosystem* (2,000 characters)
뉴스 공정성 펀드 지원내용이 사회와 뉴스 생태계의 다양성 공정성 포용성을 높이는데
어떻게 기여할 수 있는지에 대해 기술해주세요.(2000 단어 내외)*

If selected, do you agree to submit a conclusion repo� detailing how the funding was used
and to answer a follow up and research survey? *
펀드 지원 대상에 선정된다면, 최종 결과보고서 제출 및 향후 연구 설문조사와 요청사항
참여에 동의하시겠습니까?*

● Yes 네
● No 아니오

Would you like to receive updates by email on the Google News Initiative?*
Google 뉴스 이니셔티브 관련 새로운 소식을 이메일로 받아보시겠습니까?*

● Yes 네
● No 아니오

Pa� 4: [Optional] Questions to help us be�er suppo� you with
tools and programs we have and are developing
파트 4 : [선택사항] 저희 저널리즘 툴과 프로그램으로 여러분을 돕기 위해 드리는 질문입니다. 필수
답변 사항은 아닙니다.

What are your title/publication’s most impo�ant needs? Select up to 3.
소속사에서 가장 필요로 하는 기술이나 지원에 해당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3개까지 선택
가능.

● Growing audience and engagement 독자 및 참여 증대
● Growing adve�ising revenue 광고 매출 증대
● Building and growing subscriptions 구독자 개발 및 확장
● Building and growing other revenue streams 추가 수익원 방안 마련 및 수립
● Enhancing digital capabilities 디지털 기술 능력 증대
● Improving data collection and usage  데이터 수집 및 활용 방안 증대
● Improving organizational structure and processes  조직적 구조와 업무 프로세스
개선

● Building management skills in the organization 조직 관리 기술 증대
● Reducing costs 비용 절감
● Improving approach to diversity, equity, and inclusion 다양성 공정성 포용성 접근
방안 개선

● Other (please specify) 기타 ( 구체적으로 기술해 주세요)

Do you have any of the following digital reader revenue models? Select all that apply.



보유하신 디지털 독자 수익 모델 관련, 소속사에 해당하는 사항은 무엇인가요? 모두 고를 수
있습니다.

● I don’t have a digital reader revenue model 디지털 독자 수익 모델 자체가 없다
● Subscription - Hard paywall (all content behind a gate) 구독 - 하드 페이월(모든
컨텐츠 유료화)

● Subscription - Hybrid/freemium model (some free content, separate premium tier)
구독 - 하이브리드/프리미엄 모델(일부 무료 컨텐츠와 독립 프리미엄 컨텐츠 조합)

● Subscription - Fixed meter (e.g., speci�c number of free a�icles per month) 구독 -
고정형 미터 모델(매달 고정된 수의 무료 컨텐츠 제공)

● Subscription - Dynamic Paywall (variable number of free a�icles per month) 구독 -
다이내믹 페이월(매달 유동적 형태의 무료 컨텐츠 제공)

● Membership 회원 멤버십
● Contributions (incl. donations) 후원 모델 (기부)
● Other (please specify) 기타(구체적으로 기술해 주세요)

If you don’t have a reader revenue model, are you planning one? Select all that apply.
현재 독자 수익 모델이 없다면, 어떤 모델을 계획하시겠습니까? 모두 답하실 수 있습니다.

● No, I am not planning one 아니요, 계획 없습니다.
● Subscription 구독 모델
● Membership 회원 멤버십
● Contribution 후원
● Other (please specify) 기타(구체적으로 기술해 주세요)

If you have a digital reader revenue model or are planning one, which paywall provider does
your title/publication use? (self-built is an option)
디지털 독자 수익 모델을 운영 중이거나 계획 중이라면, 어떤 페이월을 사용하거나
사용하시겠습니까? (자체 개발 포함)

Which content management system (CMS) does your title/publication use?
소속사는 어떤 CMS를 사용하고 있나요?

● Adobe CQ
● Arc
● Drupal
● Joomla
● 자체 개발
● Stibo DX
● Polopoly
● Prestige
● TownNews
● WordPress
● Other (please specify) 기타 (구체적으로 기술해 주세요)

I accept the News Equity Fund Terms and Conditions*
지원자는 뉴스 공정성 펀드의 이용약관을 준수하시겠습니까? *



● Yes, I declare that by submi�ing this application I am accepting the terms and
conditions for the News Equity Fund.
네, 뉴스 공정성 펀드 지원 상 이용약관을 준수하여 지원서를 제출함을 확인합니다.

● No 아니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