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EBS TV수신료 70원의 가치,  
평생 교육으로 보답하겠습니다

EBS는 전 국민의 평생교육 동반자로서
대한민국의 꿈과 희망을 키우는데 앞장서 왔습니다.

최고의 교육 콘텐츠와 서비스로
학교교육 보완과 교육 격차 해소에 기여하고 있으며
믿을 수 있는 콘텐츠와 방송 공익성 실현으로
2020년 전국 지상파 방송사 재허가 심사 1위를 차지했습니다.

EBS는 수신료의 가치를 빛내고
더욱더 국민의 사랑과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보다 충실하게 교육 공영방송의 책무를 다하겠습니다.

전 국민의 평생교육 동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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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이후 다가올 새로운 세상에 대비하다

진짜 대학에서 가르치지 않는 세상 물정, 관계의 지혜
딩동댕 유치원을 보고 자란 어른이들~
이제는 딩동댕대학교에 입학해봐요!

전 세대의 교육 공백을 채우다

방송 콘텐츠

국내외에서 인정받는 고품격 다큐멘터리 
세상에 모든 지식을 탐구하다 	
[포스트 코로나], [면역 - 위대한 여정] 등

국내 최고 전문가와 함께하는 
전국 부모들의 양육지침서

당신의 지적인 삶을 위한 	
가장 간편한 제안 	
대한민국 대표 지성들의 지식강연 

당신을 진정한 리더로 만들어 줄 
경영전략, 혁신, 마케팅, 리더십에 
대한 최고의 인사이트

EBS 비즈니스  리뷰(EBR)

다큐프라임

클래스e

미래 핵심역량으로 주목받는 ‘문해력’ 	
대한민국 문해력 실태보고서

인생 전반전을 마친 중장년층과 
함께 공감하며 소통하는 생기발랄 
정보쇼

일단 해봐요 생방송 오후 1시

EBS X NEW CHALLENGE 

누구나 입학 가능! 신개념  
온라인 대학 딩동댕대학교

EBS 부모

딩동댕대학교

하고 싶은 건 모두 한다! 
모두의 마음을 행복하게 하는 10살 펭귄 ‘펭수’
남극에서 온 210cm 자이언트 펭귄
펭수의 좌충우돌 성장기

어린이부터 어른이까지
당신의 펭생친구 펭수

낄희 교수님의 교양수업

당신의 문해력

집에서도 학교처럼!  
실시간 쌍방향 수업이 가능한  
원격수업 플랫폼

교육의 새로운 패러다임

EBS 온라인클래스

한눈에 보는
EBS

3,611,948명
EBS 온라인클래스
일일 최대 참여 학생 수
(2020.04)

200만
자이언트 펭TV
Youtube 구독자  
200만 돌파
(2020.01)

61회
2020 EBS  
국내외 수상실적
-
[ EBS 다큐프라임 – 인류세 ] 
방송통신위원회 방송 대상  
대통령상 (2020.09)

[ 자이언트 펭TV ] 
대한민국 콘텐츠 대상  
캐릭터부문 대통령상 (2020.12)

[ EBS 온라인클래스 ] 
제15회 대한민국 인터넷 대상  
대통령상 (2020.12)

즐거움엔 거리두기가 없다

디지털 콘텐츠

와앙
펭수 진짜 내 하루의 비타민이다

4주 전

1.9천 답글

EBS 캐릭터  
유니버스

자이언트 펭TV

구독

연애톡강 이번 생은 선인장

• 교육재난 상황 속 비대면 교육의 버팀목
	 	코로나19로 인해 학교 개학이 연기되는 초유의 상황에서 EBS는 	

동시접속자 3백만 명이 수용가능한 온라인 플랫폼을 만들어 학교현장을 	
지원하는데 집중했습니다.

• 학생·교사·학부모가 인정한 최고의 공교육 보완
	 - 	“EBS 원격교육 서비스가 공교육 보완을 위해 필요하다” 77.7% 응답
	 - 고등학생 이용 경험 1위 ‘EBS 온라인클래스’
	 - 	교사들이 원격수업 콘텐츠로 주로 활용한 자료는 	

‘EBS 강의(42.1%)’

• 2021년 더욱 새로워진 온라인클래스 
	 - 	별도의 프로그램 접속 없이 EBS 온라인클래스 	

수업 그대로 화상수업 진행
	 - 	교사와 학생의 원할한 커뮤니케이션을 위해 SMS, 퀴즈, 	

채팅 등 기능 제공 
	 - 	클래스, 학생 관리 기능 강화를 위해 대시보드 중심의 	

직관적인 화면 설계 

좋아요

뚝딱이

뿡뿡이

딩동댕유치원

펭수

번개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