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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영방송 KBS를 사랑해 주시는
국민 여러분께 인사드립니다.

KBS 사장 양승동입니다.
2020년은 코로나19의 영향을 크게 받은 해였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방송과 경영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다른 한편으로 재난방송을 고도화하고 내부 혁신 및 제작 창의성을 촉진하는 계기도 마련하였습니다.
코로나19 장기화가 예상됐던 2020년 3월부터 KBS는 <코로나19 통합뉴스룸> 체제에 돌입하였습니다. 재난정보
를 신속하게 전달하기 위하여 상시특보를 가동하였고, 감염병 예방수칙과 생활 속 실천요령 등을 담은 다양한
스폿 그리고 연대와 긍정을 주제로 한 공익캠페인 등을 연중 방송하였습니다.
또한 각 지역방송총국의 자체 종합뉴스인 <뉴스7>을 통해 지역에 특화된 재난방송을 강화하였습니다. 코로나19
와 장마, 태풍 등 심각한 재난상황 속에서 지역별 특보를 약 570회 편성하였는데, 이는 2019년 대비 10배 가까이
늘어난 수치입니다.
아울러 코로나19로 인해 제작 여건이 열악했지만, 감염병 유행에 지친 국민들에게 위로가 될 수 있는 프로그램
을 다양한 방식으로 제작하였습니다. 비대면 정보통신 기술, AR 등을 창의적으로 활용하여 시청자 참여를 활성
화하고 방송 품질을 높였습니다. 특히 추석 특집으로 방송한 2020 한가위 대기획 <대한민국 어게인 나훈아>는
시청률 29%를 기록하며, 언택트 시대의 새로운 비전을 보여주었다고 평가받았습니다.
또한 공영방송에 부여된 공적 책무를 수행하는 데에도 소홀할 수 없었습니다. 2020 총선을 앞두고 KBS는 <국
회감시 프로젝트 K>를 통해 후보자를 집중 검증하고 공약을 심층분석하는 한편, 선거 당일 정확한 예측과 깊이
있는 토론을 통해 동시간대 시청률 1위를 이어갔습니다. 또 한국전쟁 70주년, 4.19혁명 60주년, 5.18광주민주
화운동 40주년을 맞이하여 <1950 미·중 전쟁> 3부작, <4.19 세대의 증언>, <임을 위한 노래> 등의 특집 프로그
램을 통해 그 시대적 의미를 모색했습니다.
코로나19는 미디어 영역에서 공적 영역의 중요성을 부각시켰습니다. 한국언론진흥재단에서 실시한 <코로나19
이후 국민의 일상 변화조사>와 <언론수용자 조사>에서 KBS가 우리 국민이 가장 많이 이용하고 가장 신뢰하며
가장 영향력 있는 언론사로 뽑힌 것이 이를 입증해 줍니다.
현재 KBS의 전체 재원 중 수신료 비중은 45%에 머물고 있습니다. 나날이 혼탁해지고 있는 미디어 생태계 속에
서 KBS가 우리 국민에게 필요한 공적 서비스를 충실히 제공하기 위해서는 수신료 비중이 더 높아져야 한다고 생
각합니다. 얼마전 면밀한 국민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KBS가 강화·확대해야 할 공적 책무 등을 담은 수신료 조정
안을 준비했습니다. 조만간 이사회 심의, 방송통신위원회, 국회 논의 과정을 통해 사회적 합의를 이룰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동시에 KBS는 강도 높은 내부 혁신을 추진하겠습니다. 2020년 7월, 인건비 비중 축소, 낡은 규제와 제도 개선, 자
회사 경쟁력 강화 등 경영혁신 5대 과제를 발표한 바 있습니다. 코로나19가 앞당긴 시대적 전환기에 KBS는 미래
의 공영방송, 새로운 KBS를 만들기 위해 수신료의 가치를 더욱 높이며 국민의 방송으로 거듭나겠습니다.

KBS 한국방송 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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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KBS 방송지표

채널 현황
2020년 KBS는 21대 국회의원 선거를 비롯해, 한국전쟁 70주년,
4.19혁명 60주년, 5.18광주민주화운동 40주년 등 대한민국 현

TV

건강한 가정 문화·
연예· 오락 채널

보도·시사정보·스포츠· 교양·
다큐멘터리 중심의 국가기간 채널

대사에 역사적으로 중요한 해를 맞아 ‘2020 새로운 시작, 공정·
창의·혁신 KBS’를 방송지표로 정하고, 대한민국 현대사의 의미
를 되짚는 프로그램을 통해 상생의 미래로 나아가는 계기로 삼
았습니다. 동시에 한반도를 둘러싼 남북미 관계, 미국 대선 등 격
변하는 정세 속에서 차별화된 뉴스와 기획 프로그램으로 세계
와 소통하는 ‘글로벌 창(窓)’ 역할을 강화했습니다. 또한 모바일

Radio
뉴스와
시사정보 채널

과 인터넷을 중심으로 한 무한 경쟁 미디어 환경 속에서 대기획
<23.5>, <한국전쟁 70주년 특별기획> 등 명품 콘텐츠를 제작하

대중 음악
전문 채널

장애인과 소외계층을
위한 사회복지 채널

남북 화합과
교류의 채널

국내 유일 클래식·
국악 전문 채널

음악 예능
채널

며 수신료의 가치를 구현하는 한편 대한민국 대표 공영미디어로
거듭나기 위한 노력에 충실했습니다.

중장기 목표

시간, 장소, 세대를 넘어 시청자에게 신뢰받는 공영미디어가 되겠습니다.

지상파
DMB

KBS 1TV에 기반한
한국인의 DMB 중심 채널

KBS 2TV에 기반한
가족문화 DMB 채널

음악 전문 DMB 채널

양방향 데이터 채널

지상파 방송(TV, Radio)의 한계를 넘어 다양한 플랫폼과 형식으로 공영방
송의 책무를 수행하겠습니다.

케이블 방송

5대 세부목표

KBS N 운영

드라마
전문 채널

엔터테인먼트
채널

대한민국 대표
스포츠 채널

삶을 리드하는
여성 전문 채널

어린이
에듀테인먼트 채널

인물·역사·다큐멘터리·
교양 정보 채널

국제방송
전 세계를 대상으로 방송하는
한류 채널

전 세계에 한국을 전파하는
다국어 공공외교 채널

전 세계 재외 동포를 대상으로
방송하는 한민족 중심 채널

디지털
플랫폼
KBS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실시간,
VOD, 핫클립으로 제공하는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06 2020년 KBS 방송지표

KBS 라디오 생방송, 다시듣기/보기,
팟캐스트 등을 제공하는
모바일 서비스

다양한 소식을 24시간
빠르게 전하는 인터넷 전용
뉴스 채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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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열사 현황

설립일자

2001년 3월 8일

대립일표

박중민

대표전화

02-787-3333

주립일소

서울시 마포구 매봉산로 45 KBS미디어센터 3층

주요사업

KBS Drama, KBS N Sports, KBS Joy, KBS W, KBS Kids, KBS N
Life 채널 공급, 광고 사업, 이벤트/공연/문화/캐릭터 사업,
프로그램 공동제작, KBS WORLD 송출 대행

1991년 9월 1일

설립일자

2009년 9월 1일

대립일표

문보현

대립일표

오종연

대표전화

02-6939-8100

대표전화

02-6099-7312

주립일소

서울시 마포구 매봉산로 45 KBS미디어센터 5층

주립일소

서울시 영등포구 국회대로62길 4 KBS연구동 3동 303호

주요사업

국내외 방송권·전송권 판매

주요사업

특수영상제작, 사운드디자인, 외주제작

설립일자

뉴미디어 플랫폼 개발 및 광고마케팅 사업
콘텐츠 제작 및 투자사업
공연·전시 등 문화사업, 교육사업

설립일자

1989년 4월 1일

설립일자

2004년 7월 15일

대립일표

김의철

대립일표

이명신

대표전화

02-2600-8600

대표전화

213-739-1111

주립일소

서울시 강서구 공항대로 376 KBS 스포츠월드

주립일소

625 S. Kingsley Dr. Los Angeles, CA 90005, USA

주요사업

방송시설관리, 스포츠사업, 방송기술사업

주요사업

미주지역 KBS 콘텐츠와 채널 공급사업

공연/문화사업, 방송차량서비스, 교육사업
정보통신·전기·소방·기계설비 및
시설물유지관리 공사 등

설립일자

1991년 10월 1일

설립일자

2005년 10월 19일

대립일표

김덕재

대립일표

윤석구

대표전화

02-6099-7799

대표전화

03-3568-7792

주립일소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대방로 359 KBS별관 7층

주립일소

2F, 5F Akasaka Shuzan Bldg. 5-5-13,Akasaka, Minato-ku, Tokyo, Japan

방송미술(디자인, 장식, 의상, CG, 세트, 분장/미용),

주요사업

일본지역 KBS 콘텐츠와 채널 공급사업

주요사업

문화사업, 전시사업, 임대사업, 테마파크사업)

설립일자

2011년 3월 1일

설립일자

2016년 6월 9일

대립일표

오상섭

대립일표

정해룡

대표전화

02-6099-7110

대표전화

02-303-7600

주립일소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공원로 13 KBS본관 1층

주립일소

서울특별시 마포구 매봉산로 45 KBS미디어센터 20층

주요사업

KBS시설경비, 행사장 질서유지, 원격교육사업,

주요사업

방송프로그램 제작

인력파견업, 건물관리업(주차, 위생, 시설),
기타 경비업법상 경비관련업

08 계열사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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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 텐 츠

2020년 국제상 수상작

2020년 국내상 수상작

이달의 좋은 프로그램상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선정)

1월
· KBS 신년기획
<2020 한국경제 생존의 조건> 3부작

URTI TV 다큐멘터리상
- 특별상
<순례 - 안녕 나의 소녀시절이여>

제22회 국제앰네스티언론상
(국제앰네스티한국지부 선정)

3.1.운동 100주년 기획

<거리의 만찬 - 오버 더 레인보우>

<윤동주 콘서트 - 별 헤는 밤>

- 작품상(음악구성R 부문)

전주국제영화제
- 비경쟁 부문(특별섹션개설)
공식 상영 초청
<모던코리아>

제32회 한국PD대상

KBS클래식FM 개국 41주년 특집

- 작품상TV 드라마 부문

<불멸의 베토벤>

<동백꽃 필 무렵>

- 작품상TV 교양정보 부문
서울드라마 어워즈

<거리의 만찬 - 기억해도 괜찮아>

최우수 작품상, 남자연기자상, 주제가상

제47회 한국방송대상

<동백꽃 필 무렵>

- 작품상(시사보도TV 부문)

작가상, 여자연기자상
<동백꽃 필 무렵>

<시사기획 창 - 밀정 2부작>

- 작품상(시사보도R 부문)
<정용실의 뉴스브런치>

- 작품상(생활정보TV 부문)
아시아콘텐츠 어워즈
- 미니시리즈 부문
베스트 아시아 드라마상
<동백꽃 필 무렵>

- 작품상(연예오락R 부문)
<와이파이 삼국지>

- 작품상(기술진흥상 부문)
티벗 서비스 운영 등

- 한류드라마 부문

- 국제경쟁 부문

- 작품상(연예오락TV 부문)

- 작품상(영상촬영상 부문)
KBS 대기획 <23.5>, 일일드라마
<위험한 약속> 등

- 작품상(조명상 부문)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전야제
<아세안 판타지아> 등

<6시 내고향 - 내고향 상생 장터, 함께 삽시다>

- 작품상(다큐멘터리TV 부문)
<모던코리아>

- 작품상(드라마TV 부문)

- TV부문상
<세상 끝의 집 카르투시오 봉쇄수도원> 3부작

방송통신위원회 방송대상
- 최우수상
<동백꽃 필 무렵>

제22회 양성평등 미디어상
- 대상
<다큐 인사이트 - 개그우먼>

2020 해외우수 방송공동제작

- TV뉴스보도 부문

- 최우수상
<하키드림, 기적을 1승을 향해>

· <시사기획 창 - 나 태어나도 될까요?>
· <다큐 인사이트 - 모던코리아>

· 라디오 책방
<문학 속 여성 이야기>
· KBS전주총국 특별기획
<우리가 어디든 갈 수 있다면>

- 최우수상
6.25전쟁 70주년 특별기획

4월

<나는 여자의용군입니다>

· <다큐 인사이트 - 별점 인생>

- 최우수상
<시사 직격 - 누가 웰컴투 비디오를 만들었나>

5월
· <시사 직격 - 대한민국 채용 카르텔> 2부작

<시사 직격 - N번방의 비극 당신의 잘못이
아닙니다>

- 최우수상
- 최우수상

6월
· <다큐 인사이트 - 개그우먼>
· KBS청주 한국전쟁 70주년 기획
<그날 곡계굴>

<KBS 드라마 스페셜 2019>

7월

<사교-땐스의 이해>

· <다큐 인사이트 - 1950 미· 중 전쟁>

- 우수상

ABU상

2월

3월

뮤직휴먼다큐멘터리 <할미넴>

<동백꽃 필 무렵>

<국회감시 프로젝트K - 의원과 상 연속보도>

제30회 한국 가톨릭 매스컴대상

<시사기획 창 - N번방은 법을 먹고 자랐다>

- 우수상
<정용실의 뉴스브런치>

8월
· 오태훈의 시사본부
<아동학대 예방특집-목소리 없는 범죄:
아동학대>

9월
· 2020 한가위 대기획 <대한민국 어게인 나훈아>
· 구례 수해 30일의 기록
<그래도 삶은 계속 된다>

10월
· KBS 9시뉴스 연속시리즈
<존엄한 노후, 어떻게>
· KBS청주 문화의 달 특집 라디오 다큐
<홍벽초와 임꺽정>

11월
· <다큐 인사이트 - 너는 나다>

10 2020 국제상 국내상 수상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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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 스포츠

데 따른 것입니다. 상시 특보 체제를 통해 시청자들에게 올바른 정보를

인 ‘뉴스타워’의 고도화 작업을 마쳤습니다. 또, 통합제보시스템을 한

신속하게 제공했으며, 공포감을 자극하지 않고 확인된 정보만 제공하

층 업그레이드해 귀중한 제보가 타사와 차별화되는 뉴스로 제작되고,

도록 노력하면서 재난을 극복할 수 있도록 재난방송의 지향점을 설정

그 뉴스가 또 다른 시청자를 끌어오는 선순환 구조 토대를 마련했습니

신종 감염병 코로나19가 확산하는 혼란 상황에서 KBS뉴스는 의제와 맥락이 담긴 심층 분석형

했습니다. 이와 함께 KBS는 재난 피해 최소화를 목적으로 선제적·예방

다. 앞으로는 저널리즘 교육 등을 통해 뉴스 신뢰도 개선에도 기여할

뉴스를 통해 신뢰의 기준을 제시하면서 2020년 ‘신뢰도 1위’ 자리를 굳건히 지켰습니다.

적 재난방송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했습니다. <코로나19 통합뉴스룸>을

예정입니다.

전사적으로 대응한 재난방송과 차별화된 선거방송 등을 통해 공적 책무를 충실히 이행했습니다.
지역 뉴스 역량을 대폭 강화했으며, ‘만인미디어’ 시대 뉴스 이용자와의 접점을 확장해 이용자와
소통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습니다. 스포츠 뉴스는 디지털 콘텐츠를 적극 제작·유통해
새로운 활로를 열었습니다.

포함해 산불과 태풍, 집중호우 등 재난 유형별로 국민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총 1,700차례의 뉴스특보를 방송했습니다. 특히 지역총국 자

디지털로 영역 넓힌 스포츠 뉴스…공영성도 강화

체 재난방송을 늘렸고, 재난이 예상되거나 발생한 지역은 ‘거점 총국

●●● 코로나19 시대에도 KBS 스포츠 뉴스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감

연결’ 형식으로 재난방송에 적극 참여시켜 지역별 맞춤형 재난방송을

염병 확산을 막기 위한 각종 경기 취소 및 연기,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

제공했습니다. 시청자 제보를 재난보도에 적극 활용하고 재난 지역 시

한 무관중 경기에도 불구하고 좌절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디지털 영

청자 연결을 강화하는 등 이용자 참여 기회를 늘렸고, 이를 토대로 연

역에서 새로운 활로를 모색했습니다. 그 결과 지상파 프로그램 연계와

간 1만 1천 건이 넘는 제보 영상을 확보했습니다.

플랫폼 확장을 통해 유튜브 구독자 11만 명을 기록했습니다. 지상파 정

‘압도적 신뢰도 1위’ KBS 뉴스

종 신뢰도 조사에서 ‘압도적 1위’로 나타났습니다. 매년 분기별로 집계

●●● KBS는 대한민국 대표 뉴스인 <뉴스9> 등 방송뉴스를 다양한

하는 공영미디어연구소 신뢰도 조사에서 KBS는 ‘매체 신뢰도’, ‘방송사

방식으로 혁신했습니다. 우선 국내 지상파 방송 사상 최초로 여성 메인

신뢰도’, ‘방송사 뉴스 신뢰도’에서 줄곧 1위를 지켜왔으며, 한국언론진
흥재단의 조사에서도 ‘가장 신뢰하는 언론사’, ‘가장 영향력 있는 언론

성공적인 21대 총선 선거방송…점형(點形)에서
선형(線形)으로

통을 강화했습니다. 패럴림픽을 앞두고 <페럴림픽 경영수업 시즌2> 등

뉴스 앵커를 기용하고 앵커 스토리텔링 형식과 내용을 개선해 뉴스의
맥락에 대한 설명을 대폭 보강했습니다. 또, 출입처에 의존적인 취재

사’ 부문에서 모두 1위를 차지했습니다.

●●● KBS는 2020년 4월 15일 국회의원 총선거 6개월 전부터 고품격

쿄 올림픽 준비에도 소홀하지 않았습니다. 공영성과 시청률 두 마리 토

정치 토크쇼 <정치합시다>를 총선 직전까지 총 11회 방송했습니다. 주

끼를 잡겠다는 목표를 세우고 다양한 중계방송을 위한 편성 전략과 완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전문가 협업 취재 시스템’을 도입해 ‘일하다 죽

규 프로그램의 제작 뒷얘기 등 눈길을 끄는 아이템으로 이용자와의 소
공영성을 살린 아이템도 선보여 호평을 받았습니다. 2021년 예정된 도

지 않게’ 연속 보도와 ‘기후 변화 시리즈’ 등 경쟁력 있는 뉴스 콘텐츠를

‘All KBS’ 재난 미디어로 발돋움

요 선거 의제를 주도하고 선거 쟁점을 시청자들에게 자세히 풀어주면

성도 높은 기획 프로그램 등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차별화된 올림픽 뉴

쏟아냈고, 깊이 있는 거시 의제를 우리 사회에 제시했습니다. 이와 함

●●● 2020년 KBS는 재난방송 역량을 획기적으로 강화함으로써 대

서 정치에 대한 유권자의 관심과 정치 효능감을 높여주기 위한 이른바

스 제작은 물론 고품격 다큐멘터리, 다양한 디지털 콘텐츠 등을 구상하

께 각 지역 KBS 총국이 자체 제작하는 <뉴스7>을 주 4회로 확대 편성하

한민국 재난방송 역사에 큰 획을 그었습니다. 우선 3월 4일부터 모든

‘선형(線形)’ 선거방송의 첫 시도였습니다. 개표 당일 방송의 모든 역량

고 있습니다. 올림픽 외에도 남북 평화 조성을 위한 스포츠 빅이벤트

고, 지역 의제를 적극적으로 전국 의제화하도록 하는 등 지방분권시대

뉴스를 <코로나19 통합뉴스룸> 체제로 개편했습니다. 이는 사상 초유

을 집중했던 과거 ‘점형(點形)’ 선거방송을 개선하기 위한 혁신이기도

중계방송을 추진하고 있으며, 생활 체육 활성화 등 대한민국 스포츠 개

지역 뉴스 경쟁력을 대폭 향상시켰습니다. 이 같은 혁신의 결과는 각

의 코로나19 확산 상황에서 감염병 정보 등에 대한 뉴스 수요가 많아진

했습니다. <정치합시다>는 유튜브를 기반으로 디지털 플랫폼에서도

혁을 위한 보도에도 매진할 계획입니다.

적극 유통해 젊은 유권자들의 정치적 관심을 제고하는데도 크게 기여
했습니다. 이와 함께 유권자들이 후보자를 선택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뉴스9> ‘국회감시 프로젝트K’ 코너를 통해 후보자 검증을 사전에 꼼
꼼하게 진행했습니다. 이 같은 ‘선형 선거방송’을 토대로 KBS는 개표방
송 시청률과 도달률에서 모두 압도적인 1위를 기록했습니다. 특히, 프
라임 시간대(18시~24시) 시청률은 11.2%로 타사 대비 2배 가까운 성과
를 올렸습니다. 양대 포털 사이트 조회 수도 합산 14만 3천여 회로 1위
자리에 올라 온·오프라인에서 모두 성공적인 결실을 맺었습니다.

‘디지털의 미래는 소통’ 이용자 접점 넓힌 디지털
●●● KBS 디지털 뉴스는 2020년에도 대활약을 펼쳤습니다. 우선, 양

적인 성장세가 눈부셨습니다. 지난해 하루 평균 디지털 기사 작성 건수
는 18.5건으로 전년에 비해 2.5배 가량 늘었습니다. 디지털 전용 스튜
디오인 ‘라온’이 문을 열면서 디지털 전용 콘텐츠 제작 또한 한결 순조
로워졌습니다. 영국 옥스퍼드대 로이터저널리즘연구소와 한국언론진
흥재단이 발간한 ‘디지털뉴스 리포트 2020’에서 KBS 온라인 이용률은
26%로 국내 언론사 뉴스 중 1위를 차지했습니다. 디지털의 미래를 여
는 첫발도 내디뎠습니다. 이용자와의 가교 역할을 할 ‘이용자 관여팀’
을 신설한 것입니다. 이용자 관여팀은 뉴스 이용 현황 모니터링 시스템

12 뉴스 & 스포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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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 교양 & 다큐멘터리
2020년은 코로나19의 극복과 코로나 이후의 ‘뉴노멀’을 준비하는 해였습니다.

코로나19 프로그램 집중 제작

위기 조성에 앞장서고 시청자의 의견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더 라

공영방송 KBS의 교양 다큐멘터리는 팬데믹이라는 국난을 극복하기 위한 선두에 서서

●●● KBS의 교양 다큐멘터리는 2020년을 갑작스런 코로나19로 인

이브>는 시청자들의 댓글 참여와 실시간 소통을 더욱 활성화하고 있으

창의적이고 품격 높은 프로그램 생산기지로서의 역할을 해왔으며, 더불어 노동자, 성소수자,

한 전 세계적인 정치·경제·사회 전반의 위기를 극복하고 코로나 이후의

며, <TV 유치원>에서는 어린이들이 미디어의 메시지를 해석하고 의사

장애인 등 소외된 이웃의 목소리를 담아내는 공론장으로서 시청자와 적극적으로 소통하며,

‘뉴노멀(새로운 표준)’을 준비하는 중대한 시기로 설정하고 코로나19

소통할 수 있는 능력인 미디어 리터러시 키울 수 있도록 ‘어린이 뉴스

영향력과 의제설정 능력을 강화해왔습니다.

관련 프로그램 제작에 최선을 다함으로써 공영방송의 역할을 수행하

뚜뚜’를 제작했습니다. 자연생태 프로그램 <다큐 인사이트 - 야생탐사

고자 노력했습니다.

프로젝트 와일드맵>은 온라인으로 시청자의 제작 참여를 적극적으로

특별생방송 <코로나19 함께 이겨냅시다> 14부작, <함께 삽시다> 2부

반영함으로써 기존에 보지 못했던 참신한 연출을 선보였습니다.

작을 제작해 코로나19가 몰고 온 국난을 극복하기 위해 방송역량을 집
중했습니다. 또한 <코로나 200일의 기록 - 바이러스와 국가>, <바이러

고품격 킬러 콘텐츠의 선도적 생산기지

스 전쟁>, <포스트 코로나19 – 대한민국에 길을 묻다> 등의 특집프로

●●● 대한민국 고품격 콘텐츠의 생산기지로서의 역할도 꾸준히 수

그램을 제작, 편성하여 코로나19 이후 한국 사회가 맞게 될 사회구조

행했습니다. 제작기간 3년, 제작비 16억 원, 촬영국가 15개국과 남극과

적 변화에 대한 진단과 대응법을 모색했습니다. 더불어 <더 라이브>,

북극을 넘나드는 공사창립 특집 KBS 대기획 <23.5>를 방송하여 글로

<아침마당>과 같은 정규프로그램도 시시각각으로 벌어지는 코로나19

벌 수준의 제작역량을 입증했고, 경북 상주에 있는 아시아 유일의 카

의 변화상황에 촉각을 세우며 팬데믹 상황에 넘쳐나는 가짜 정보를 차

톨릭 봉쇄수도원을 국내 최초로 밀착 취재한 <세상 끝의 집 - 카르투

단하고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였습니다.

시오 봉쇄수도원>은 많은 화제를 불러 일으켰으며 영화로도 제작되어
국내 상영관을 통해 소개되었습니다. 또한 KBS의 방대한 아카이브를

한국사회의 공론장과 시청자 참여

활용한 <모던 코리아>는 한국방송대상을 수상함으로써 고품격 콘텐츠

●●● KBS는 대한민국의 주요 의제로 부상한 ‘공정·환경·안전·여성·인

의 명맥을 이었으며, <만삭의 위안부>는 미국의 국립문서기록관리청

권·남북한’에 대한 공론장으로서 우리 사회의 다양한 이슈를 심층적으

에서 국내 최초로 영상을 직접 발굴하여 시청자에게 공개했습니다.

로 들여다보고 관련 의견을 다층적으로 반영함으로써 사회통합 의제

14 TV 교양 & 다큐멘터리

를 제시했습니다. <시사 직격>에서는 ‘메이드 인 중앙지검’, ‘대한민국

디지털 콘텐츠 제작 유통

채용 카르텔’ 등을 제작하여 정치, 교육, 사회, 예술 등 한국사회 전반에

●●● 콘텐츠가 TV만이 아닌 멀티 플랫폼을 통해 유통되고 소비되

요구되는 ‘공정’의 주제를 다층적으로 접근했고 <다큐 인사이트>에서

는 트렌드에 맞춰 디지털 콘텐츠를 제작해 효과적으로 유통했습니다.

는 직업적 한계를 이겨내고 여성 희극인의 위상을 변화시킨 개그우먼

<TV 유치원>은 넷플릭스와 IPTV로 서비스되고 있으며, <더 라이브>,

6인을 다룬 ‘개그우먼’을 제작해 ‘양성평등 미디어상 대상’을 수상했습

<시사 직격>, <세계는 지금>은 디지털 플랫폼을 통해 온에어 스트리밍

니다. 더불어 어느 때보다 국민 안전에 대한 주의가 환기된 분위기에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2020년 한 해 동안 <KBS다큐>, <KBS지식> 등

대응해 <더 나은 삶, 안전한 대한민국>을 특별생방송으로 제작했으며,

의 7개 유튜브 채널은 구독자수 163만 명을 달성하고, 13.9억 원의 수

<재난탈출 생존왕>을 통해 재난시 대응 요령을 가이드 했습니다.

익을 올리는 성과를 냈는데 이는 전년에 비해 구독자수는 215%, 수익

또한 우리 사회의 갈등과 분열 극복을 위해 서로 소통할 수 있는 분

은 1,055% 증가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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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장르의 신규 프로그램 제작

그램’, ‘이달의 PD상’ 등을 수상하기도 했습니다. 국내는 물론 해외 시

●●● 흥의 민족답게 10년째 이어지는 음악 예능 전성시대! 대한민국

청자들의 높은 관심과 공감을 이끌어내며 공영방송 KBS가 수신료의 가

을 대표하는 대중음악인 멘토와 후배들의 만남을 담은 <악(樂)인전>,

치를 입증했다는 호평을 받았습니다.

2020년 가을, KBS가 코로나19로 지친 국민들을 위로하고 희망을 전하고자 야심차게 준비했던

트로트 열풍의 중심 <트롯 전국체전> 등의 새로운 음악 프로그램을 선

공영방송의 가치를 지키기 위한 노력은 고향을 찾지 못하는 실향민들

한가위 대기획 <대한민국 어게인 나훈아>로 전국이 들썩였습니다. 이러한 열풍을 이어받아 차세대 트로트 주자를

보였습니다. 그리고 현대인들의 집에 대한 로망을 실현시켜주는 <땅만

을 위로하는 이산가족 상봉 20주년 기념 특집 <열린음악회>와 클래식

발굴하는 <트롯 전국체전>은 첫 방송부터 16.5%의 높은 시청률을 기록하며 트로트 열풍의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빌리지>,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시대의 새로운 트렌드인 e-스포츠 예

한류 열풍의 주인공인 선우예권, 손열음 등 세계 정상급 클래식 아티스

김구라의 거침없는 입담을 유튜브로 옮긴 <구라철>은 젊은 세대의 관심을 주목시켰습니다.

능 <위 캔 게임>, e-커머스 예능 <랜선장터 - 보는날이 장날>, 스포츠 레

트들의 라이브 공연을 소개하는 <안 디 무지크>로 이어졌고 타 채널과

이 밖에도 코로나19로 인해 달라진 방송환경에 발맞춘 e-스포츠, e-커머스 등 비대면 프로그램들도

전드 양대산맥 박찬호와 이영표의 생활체육 도전기 <축구야구말구>도

의 차별화로 KBS만의 정체성을 재정립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활발하게 제작되었습니다.

많은 사랑을 받았습니다. 또한 10대들을 위한 다국적 K-POP 아이돌 퀴
즈쇼 <퀴즈 위의 아이돌>, 2030 세대를 위한 본격 교양수업 <비움과 채

코로나로 달라진 방송환경, 그리고 새로운 도전들

움 북유럽>, 본격 성인 코미디쇼 <스탠드 업!> 등 다양한 연령대의 시청

●●● 올해 방송계는 코로나19로 프로그램 제작 중단 사례가 속출하고

자를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했습니다.

온라인 형식의 제작방식이 도입되는 등 전례 없는 제작 환경 변화를 겪
었습니다. 이러한 변화에 발맞춰 이수근, 박나래 등 연예인 패널들과 농

주말엔 KBS2! 주말 예능의 절대 강자로 자리잡다

어민들이 힘을 합쳐 각 지역의 우수한 특산물을 소개하고 언택트 방식

●●● KBS 예능은 주말에 더욱 빛이 났습니다. 시청자들은 깜짝 놀랄

으로 판매하는 <랜선장터 - 보는날이 장날>, 전 세계 천여 명의 관객을

만한 스타들의 레시피를 선보이는 <신상출시 편스토랑>으로 시작해

비대면 공연으로 만나 감동과 위로를 건낸 <대한민국 어게인 나훈아>

<불후의 명곡>, <살림하는 남자들 시즌2>, <사장님 귀는 당나귀 귀>,

등은 언택트 시대 공영방송의 새로운 역할에 대한 의미 있는 노력으로

<1박 2일 시즌4>를 보고 <슈퍼맨이 돌아왔다>롤 통해 아이들의 천진난

평가받았습니다.

만한 모습에 웃음 지으며 흐뭇하게 한 주를 마무리합니다.
특히 첫 방송에서 15%라는 높은 시청률을 기록하며 4번째 시즌을 맞

유튜브에서도 예능은 KBS! 디지털 예능 콘텐츠 제작역량 강화

이한 <1박 2일 시즌4>는 멤버들의 캐릭터가 확실해지고 케미도 좋아지

●●● 2020년은 유튜버, 라이브 스트리머 등 1인 미디어 홍수 시대에

면서 주말 예능 시청률 1위로 다시 한 번 우뚝 섰습니다. 특히 얼굴 천재

KBS 예능도 새롭게 도약하는 원년이었습니다. 예능센터의 디지털 콘텐

김선호와 예능 치트키 딘딘의 인기가 높아지며 새로운 스타 탄생을 예

츠 전담팀인 ‘스튜디오K’에서는 <구라철>, <도니스쿨>, <영지전능쇼>

고하고 있습니다. 라이브 방송이나 복불복 게임도 시청자들의 열렬한

등 오리지널 콘텐츠는 물론, K-POP 한류의 중심인 <뮤직뱅크>의 직캠,

호응을 얻고 있으며, 2020 <KBS 연예대상>에서 ‘최고의 프로그램상’을

연습실 공개 등의 스핀 오프(Spin-Off) 시리즈 등을 제작해 많은 사랑

수상하며 완벽한 국민 예능으로서의 부활을 알렸습니다.

을 받았습니다. 기존 지상파에 익숙한 세대는 물론 모바일로 세상을 보
는 1020 세대들에게 새로운 KBS를 보여주기 위한 노력이었습니다. 한

코로나19로 지친 국민들을 위로하고 공영방송의 가치를
지키기 위한 노력들

해 동안 ‘스튜디오K’는

●●● 24년 만에 KBS에 돌아온 가황 나훈아의 모든 것을 볼 수 있었던

를 제작했으며, 총 3.1억

<대한민국 어게인 나훈아>는 시청률 29%, 최고 분당 시청률 41%를 기

뷰의 높은 조회 수를 기

록하며 2020년에 가장 뜨거웠던 무대로 기억될 것입니다. 코로나로 지

록했는데 이는 전년도 대

치고 힘든 국민들을 위로하고 희망을 전하기 위해 기획된 <대한민국

비 200% 이상의 높은 성

어게인 나훈아>는 단 한 번의 본방송, 노 개런티, 온라인 관객 천여 명

장률이었습니다.

약 3,000여 편의 콘텐츠

이 함께 한 언택트 공연으로 많은 화제를 낳았으며 ‘이달의 좋은 프로

16 TV 예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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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소재와 장르 발굴이 돋보인 미니시리즈

변하지 않는 가족의 맛, 주말연속극

●●● 구청과 구의회를 배경으로 생활밀착형 정치 드라마를 선보인

●●● 2020년에도 KBS 주말연속극은 변치 않는 가족의 소중함을 이

<출사표>, 조선시대 암행어사를 경쾌하고 현대적인 감각으로 풀어낸

야기하며 가장 공영적이고 대중적인 이야기의 장으로 굳건히 섰습니

2020년 KBS 드라마는 주말과 일일연속극의 전통적인 강세를 바탕으로 소재와 장르의 과감한 확장을 통해

<암행어사 - 조선비밀수사단>, 사람을 죽이는 방법만 생각하는 여자

다. <사랑은 뷰티풀 인생은 원더풀>은 이혼한 부부가 다시 결합하고 비

중장년층뿐 아니라 10대와 20대 젊은 시청층의 지지를 받는 다양한 이야기를 선보였습니다.

범죄소설가와 이혼 전문 변호사 남편의 위험한 결혼생활을 그린 코믹

혼주의자가 결혼을 선택하는 이야기로 많은 화제를 모으며 평균 시청

미스터리 스릴러 <바람피면 죽는다> 등은 신선한 장르극으로 시청자

률 22.3%를 기록했습니다. <한 번 다녀왔습니다>는 네 자매가 모두 이

들의 많은 지지와 사랑을 받았습니다.

혼한 후 다시 행복을 찾아가는 이야기를 밝고 따뜻한 톤으로 그려내

<본 어게인>은 환생으로 얽힌 인연을 미스터리 스릴러로 풀었고 <그놈

최고 시청률 37%를 기록했고 중장년층뿐 아니라 10대와 20대까지

이 그놈이다>는 같은 소재를 따뜻한 성장 로맨스로 그려내 주목을 받

높은 시청률을 기록, 2020년 최고의 국민 드라마로 평가받았습니다.

았습니다. 고양이가 사람이 돼 동거인의 상처를 보듬어 주는 힐링 로

<오! 삼광빌라!> 역시 빌라 한 동에 모여 사는 사람들의 얽히고설킨 사

맨스물 <어서와>, 코믹 미스터리 스릴러 <좀비탐정> 역시 인상적인 소

연을 흥미롭게 풀어내며 최고 시청률 33.2%를 기록하며 주말 드라마

재 선정으로 관심을 끌었습니다. <99억의 여자>는 욕망을 향해 직진

강세를 이어갔습니다.

하는 강렬한 여성 캐릭터를 내세워 방영 내내 10%를 넘나드는 높은
시청률을 견인했으며 <포레스트>와 <영혼수선공>은 상처를 치유하며

젊은 시청층이 늘어난 일일연속극

성장하는 내용을 담은 힐링 드라마로 코로나에 지친 시청자들의 마음

●●● 2020년 1TV 일일연속극은 모두 17~20%의 높은 평균 시청률

을 달래주었습니다. <도도솔솔라라솔>은 독특하고 섬세한 감성과 인

을 기록하며 동시간대 압도적 1위를 차지했습니다. <꽃길만 걸어요>

상적인 캐릭터 플레이로 후반으로 갈수록 시청자들의 뜨거운 지지를

와 <기막힌 유산>은 30대에서 50대까지 시청자 수 150만 명을 넘기며

받기도 했습니다.

젊은 시청층의 호응을 얻었습니다. 특히 <기막힌 유산>은 19.6%의 평
균 시청률을 기록하며 최근 수년간 가장 많은 시청자의 사랑을 받은 작

KBS 드라마의 요람, 단막극과 특집극

품이 되었습니다. 후속작 <누가 뭐래도> 역시 최고 시청률 20%를 넘

●●● 신인 연출자와 신인 작가의 산실인 단막극 <드라마스페셜>은

기며 순항 중입니다. <우아한 모녀>, <위험한 약속>, <비밀의 남자>로

2019년 극본공모 당선 작가들의 작품을 포함해 총 10편을 방송했습니

이어지는 2TV 일일연속극 역시 동시간대 압도적 1위를 기록하며 시청

다. 특정 장르나 형식에 얽매이지 않고 다양한 색깔의 이야기를 선보여

자들의 많은 사랑을 받았습니다. 특히 <비밀의 남자>는 의문의 사고로

시청자들의 많은 호응을 받았습니다. 특집 4부작 <계약우정>은 동명

7살 지능을 갖게 된 남자주인공의 복수와 사랑 이야기를 흥미롭게 펼

의 웹툰을 원작으로 10대들의 삶을 현실감 있고 따뜻한 서사와 세련된

쳐내며 총 시청자 수 500만에 육박하는 흥행기록을 세웠습니다. 특히

영상으로 구현해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20대에서 40대까지 시청자 수가 거의 100만에 달하는 등 젊은 시청층
의 유입이 두드러졌습니다.

18 TV 드라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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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 텐 츠

라디오
KBS 라디오는 품격 있는 교양 프로그램과 대중성을 살린 재미있고 유익한 오락 프로그램을 제작해 사회 통합의 기능을 수행하고
국민 행복에 이바지했습니다. 또한, 사회적 약자와 북방·재외 동포를 위한 방송 서비스 등 공영방송으로서의 사회적 책무를 완수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특히 전대미문의 코로나19 사태를 맞아 시의적절하게 뉴스특보, 재난재해 캠페인을 긴급 편성해 방송하고
비대면 콘서트 형식의 특집방송을 기획, 제작해 뉴노멀 시대에 부합하는 새로운 방송 콘텐츠 모델을 제시하는 등 재난방송
주관방송사의 역할을 충실히 이행했습니다. 라디오센터는 지상파 송출 외에 모바일 콩, 유튜브 동시 라이브 스트리밍 방송을 확대
실시하는 등 변화하는 디지털 미디어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재난방송을 책임지는 라디오 편성부

습니다. 유튜브 전용 콘텐츠인 <최경영의 이슈 오도독>과 거점 프로그

직쇼>, <강한나의 볼륨을 높여요>, <Day6의 키스 더 라디오>, <조정현

음반 3종 등을 기획, 제작해 한국 클래식 음악계를 이끌어가는 공영방

●●● KBS 라디오 편성부는 1라디오, 쿨FM 등 국내 최다 7개 라디오

램인 <김경래의 최강시사>, <최경영의 경제쇼>, <주진우 라이브> 등의

의 굿모닝팝스>, <상쾌한 아침>, <설레는 밤> 등 시간대별로 경쟁력 있

송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했습니다.

채널의 편성과 운행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는 코로나19 관련

라이브 스트리밍 서비스를 강화하고, 다양한 플랫폼을 활용한 디지털

는 프로그램을 론칭했습니다. 그리고 코로나로 지친 청취자들을 위로

뉴스특보 297회, 수해 등 재난 관련 뉴스특보 39회, 재난재해 예방 캠

콘텐츠 제작을 활성화하여 유튜브 광고를 통한 공사수익 증대에 기여

하기 위해 <강한나의 볼륨을 높여요> 특집 공개방송 <레이크 뮤직 페스

한민족의 중심 채널 한민족방송

페인을 6,353분 편성하는 등 ‘재난방송 주관방송사 KBS’에 걸맞은 방

하고 콘텐츠 도달률을 확대했습니다.

티벌>, <박원의 키스 더 라디오> 온택트 콘서트 시리즈 <힙>, <클래시

●●● 한민족방송은 2019년 북미정상회담 결렬 이후 북미 관계 및 남

컬> 등 다양한 특집 프로그램을 제작했습니다. 아울러 디지털 영역으

북관계의 긴장국면이 다시 조성되는 상황에서 남북공동연락사무소

장애인 및 사회 소외계층을 위한 채널 3라디오
(사랑의 소리 방송)

로의 확장도 꾸준히 이어갔습니다. 유튜브에 1년간 총 1,100개 이상의

폭파(6월), 연평도 해상 공무원 총격 및 시신 훼손 사건(9월) 등 주요

동영상 클립을 제작해 업로드한 결과 1억 1천여 회 이상의 조회 수를 기

사건들을 <오늘과 내일>, <통일전망대>, <통일열차> 등 주요 시사 정

한국인의 중심 채널 1라디오

●●● 3라디오는 국내 유일의 지상파 라디오 사회 통합 공익채널로

록했고, 채널 구독자는 92만 명으로 증가했습니다.

규 프로그램을 통해 수시로 반영했습니다. <6.25전쟁 70주년 특집 -

●●● 국가기간방송인 1라디오는 시사 전문 채널로서 한국 사회 주요

서 장애인과 노인, 다문화 가정 등 사회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한 콘텐

이슈와 양성평등, 아동학대, 비정규직 안전, 사회적 약자에 대한 관심 등

츠 제작과 방송을 통하여 공적 책무를 성실히 수행했습니다. 연중기획

중장년층을 위한 음악 채널 2라디오 (해피FM)

는 세 가지 코드>, <북한 이탈주민 심리치유 프로젝트 – 다시 날자> 등

시의성 있는 기획과 양질의 특집 프로그램 제작을 통해 공론의 장의 역

<장애 인식 개선 캠페인>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였고, 장애인의 날 특

●●● 중장년층을 위한 대중음악 중심 채널 2라디오 해피FM은 추

을 제작하여 분단을 극복하고 통일을 준비하는 북한 전문 채널로서의

할을 다하였고 코로나19 확산방지와 태풍 대비 등 재난방송 주관방송

별기획 <대한민국 1교시>를 단편영화로 제작하여 학교 현장의 비대면

억을 공유하며 음악과 일상을 나눌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제

역량을 강화했습니다. 또한 <한글날 특집 3부작 - 남과 북, 말과 글로

사로서의 공적 책무를 수행하였습니다. 신년기획 <신동북아 질서와 한

교육 자료로 활용하였습니다. 코로나19 위기 속 장애인의 안전을 모

작했습니다. 수시조정을 통해 <주현미의 러브레터>, <임백천의 백

잇다>, <특집 3부작 - DMZ 다큐영화제> 등을 통해 분단으로 인한 이질

반도 미래>, 6.25전쟁 70주년 특별기획 <나는 여자의용군입니다>, 다

색한 <내일은 푸른 하늘>, 중노년층 청취자들의 직접 참여를 이끌어

뮤직>, <김혜영과 함께> 등 신규 프로그램을 론칭하며, 채널 정체성

화를 극복하고 평화와 화합을 추구하는 한민족방송 본연의 정체성을

큐멘터리 <두 엄마 이야기>, 소상공인 응원 특집 <가치 삽시다, 같이 갑

낸 <출발! 멋진 인생>, 다문화 가정의 일자리와 안정적인 정착에 대한

을 강화하는 동시에 2FM과의 뚜렷한 차별성을 지향했습니다. 아침

공고히 했습니다. <특별기획 2부작 - 코리안 디아스포라>, <한민족 체

시다!> 등 양질의 특집 프로그램 기획과 제작으로 대내외 1라디오 신뢰

적절한 정보를 제공한 <공감 코리아, 우리는 한국인> 등 다양한 정규,

시간대 신설한 <김태훈의 프리웨이>는 ‘빌보드 키드를 위한 아침 선

험수기> 등을 통해 750만 재외 동포를 연결하는 한민족 네트워크의 구

도를 확보하고 인지도와 영향력을 확대하였습니다. <주진우 라이브>를

특집 프로그램으로 사회 통합에 기여했습니다.

택’이란 슬로건을 내걸고, 추억의 팝 음악과 함께 뉴스와 교양 정보를

심점 역할을 충실히 수행했습니다.

송 편성을 위해 힘썼습니다. 또한, 재난방송 자동송출시스템을 적극 활
용함으로써 신속하고 체계적인 재난재해 방송에 만전을 기했습니다.

신설하여 퇴근 시간대를 강화하고, <강원국의 말 같은 말>, <2020 연중

알려지지 않은 그날의 진실>, <독일통일 30주년 특집 – 통일문학을 읽

전달하는 중장년층 대상 출근길 프로그램을 제작했습니다.

기획 기억을 기록하다> 등 미니프로그램을 편성하여 채널의 유연성과

재미있는 대중음악 채널 2FM (쿨FM)

다양성을 꾀했으며, 하반기 환경캠페인 <지구를 위한 새로고침, 습관

미디어 확장을 위한 씽크탱크, 디지털 오디오

●●● 2FM은 대중음악 채널로서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을

국내 유일의 클래식 음악 전문 채널 1FM (클래식FM)

●●● 디지털오디오부는 KBS 라디오가 진출한 디지털 플랫폼들에서

을 바꾸는 라디오> 신설을 통하여 기후변화 위기에 적극적으로 대응했

이어갔습니다. 수시조정을 통해 <조우종의 FM대행진>, <황정민의 뮤

●●●1FM은 전문성과 대중성을 강화해 클래식 음악 애호층 확산에

‘오디오를 기반으로 한 디지털 콘텐츠 제작’과 ‘효과적인 라디오 디지

주력하는 한편, 공식 유튜브 채널을 열고 <KBS 음악실>의 <살롱 드

털 서비스’를 목표로 영향력과 수익 제고를 위해 노력했습니다. 구독자

피아노>, 베토벤 탄생 250주년 기념 <살롱 드 베토벤> 시리즈 등 수

가 출범 2년 만에 35만을 돌파한 1라디오를 중심으로 한 유튜브 스트리

준 높은 방송 콘텐츠를 유튜브로 실시간 감상할 수 있게 함으로써 청

밍 및 전용 콘텐츠 제작을 통해 총구독자와 연간 수익합계에서 증가세

취자 서비스를 강화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상황

를 보였고 매체 도달률 역시 높이는 효과를 거두었습니다. 라디오 프로

에서도 <클래식FM 2020 여름 음악학교>를 언택트 콘서트로 개최해

그램의 스핀오프(Spin-Off) 제작과 도달률 확대를 지원함과 동시에 오

수준 높은 공연 감상의 기회를 제공했고, <2020 교향악축제> 등 연

디오북 콘텐츠 제작과 아카이브를 활용한 디지털 전용 콘텐츠 제작을

25회의 공연을 전국에 생방송으로 중계했습니다. 베토벤 탄생 250주

통해 새로운 방향성을 모색했으며, 이외에도 지상파 라디오 통합 플랫

년을 맞아 클래식FM 개국 41주년 특집 <불멸의 베토벤>, <살롱 드 베

폼 추진, 차세대 기술인 AI 활용 제작 프로세스 혁신을 위한 시범 방송

토벤>, <실황 베토벤> 등 다양한 특집방송을 제작하고 <베토벤의 사계,

실시 등을 통해 라디오의 미래를 한발 앞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영혼을 치유하다>, <세상의 모든 음악> 11집, <한국의 젊은 음악가들>

20 라디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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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네트워크
전주총국

지방자치 현재와 미래>는 시청자의 높은 관심 속에 지역의 발전 방향

KBS 지역총국은 코로나 시대에 대응하여 비대면 제작 영역을 새롭게 개척하고, 고품격 로컬 콘텐츠를 선보여

●●● <국악 한마당>을 코로나 시

을 모색했습니다. 미군의 폭격으로 민간인 수백 명이 희생된 단양 곡계

지역성 제고에 기여했습니다. 지역 대표 데일리 종합뉴스 프로그램 <뉴스7>은 자체 심층보도와 재난 정보 강화로

대에 맞는 뮤직비디오 형식으로 선

굴의 비극을 애니메이션 기법으로 만든 <그날 곡계굴>과 충북 괴산 출

보이고, 세계 10개국 뮤지션과 온

신 홍명희를 창작 판소리로 조명한 라디오 특집 <홍벽초와 임꺽정>은

라인으로 공연한 <2020 전주 세계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이달의 좋은 프로그램상’ 등을 수상했습니다.

소리축제 개막공연 '_잇다'>, <전국

코로나19, 집중호우, 미세먼지 등 각종 재난재해에 대응하기 위해 뉴스

어린이 판소리 왕중왕 대회>를 제

특보의 라디오 동시방송과 24시간 상시 특보 체계를 구축하여 재난방

작해 명실상부한 전통문화 콘텐츠

송의 기능을 한층 강화했습니다.

지역보도의 새로운 장을 열었습니다.

부산총국

대구총국

●●● 코로나19 여파로

●●● 코로나19 확산 초

제작 기지임을 증명했습니다. 동시간대 전국방송 시청률 1위 <Song큐

지역 의료와 경제, 문화 분

기 고통스러웠던 2020

멘터리 백투더뮤직>, 독창적인 지역 예능인 <새만금 스카우트>를 통해

춘천총국

야에 일어난 변화를 집중

년 대구의 1월부터 3월까

젊고 활기찬 채널 이미지를 구축했습니다. 청년 래퍼와 할머니들의 교

●●● 전국 공중파 최초

분석한 개국특집 특별기

지를 기록한 <나는 대구

감을 감동적으로 그려낸 <할미넴>은 ‘2020 국제 에미상’ 본선 진출 및

드라이브인 콘서트 <레이

획 <뉴노멀 부산> 3부작

에 살고 있습니다>를 시

‘제22회 양성평등 미디어상 최우수상’ 등 다수의 수상 실적을 거두었

크 뮤직 페스티벌>의 성

을 제작해 지역의 호평을 받았으며, 창원총국, 대구총국과 공동 기획한

작으로 <코로나 시대 살아가기> 2부작, <영남미래포럼, 뉴노멀을 말

고, 지체 장애인들의 휠체어 마라톤 도전기 <우리가 어디든 갈 수 있다

공적인 개최와 UHD 뮤직

<세상다반사>를 최초로 선보여 지역 주도 공동제작의 새로운 전기를

하다> 등을 제작해 KBS가 지역민을 위해 존재하는 공영방송사임을 높

면>은 ‘이달의 좋은 프로그램상’ 등을 수상하며 지역 콘텐츠의 수준을

다큐 <싱스트리트>로 지

마련했습니다. 시사토론팀을 구성해 토론 프로그램인 <K-토크 부산>을

은 시청률과 시청자의 호응으로 증명했습니다. 지역 행정 통합, 총선, 6

높였다는 평을 받았습니다.

부활시켜 지역 사회의 소통과 의견수렴을 통한 지역 공론의 장 역할을

월 항쟁 33주년 기념 등 지역 이슈에 다양한 특집 토론과 다큐멘터리를

수행했습니다. 부산시가 운영하는 재난감시용 CCTV 약 600여 개의 화

편성하고, 이동 스튜디오 확대 실시로 선도적인 지역 의제 설정 기능을

대전총국

뮤직 페스티벌>을 제작하여 지역을 넘어 범아시아 콘텐츠로서의 영역

면을 KBS가 직접 수신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 실시간 재난방송에

수행했습니다. <2020 D - 루키 프로젝트>를 통해 지역의 실력 있는 인

●●● 지역 시청자들의

을 개척했습니다. 개국 76주년 특집 대토론회 <생존의 법칙> 2부작으

활용하고 부산시 재난방송 지원 조례 제정까지 이끌어내며 지역 대표

디밴드를 선발하는 언택트 오디션 프로그램을 방송하고, <세상다반사

직접 참여와 소통으로 만

로 강원도의 현재와 미래를 분석하고, 지뢰 현안을 다룬 <70년 비극의

재난방송 주관방송사의 역할을 한층 강화했습니다.

- 호놀룰루 빨래방>을 지역에서 시도하기 힘든 드라마 타이즈 장르로

들어가는 <시사N 대세남>

씨앗, 그리고 2880>은 지뢰 피해에 대한 국가보상법 논의를 끌어냈습

제작하여 창의적인 지역 콘텐츠의 영역을 개척했습니다.

은 대전·세종·충남을 관할

니다. 유례없는 집중호우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었던 강원도 곳

하는 지역 방송의 공공성

곳의 재난 현장을 찾아 위기 극복 방법을 모색하는 특별생방송을 진행

을 실현하기 위한 새로운

해 재난방송 주관방송사로서의 책무를 수행했습니다.

역 사회의 큰 사랑을 받았습니다. 국내 및 아세안 10개국 뮤지션과 온
라인 관객이 참여한 대규모 언택트 콘서트 <Round 2020 : 한·아세안

창원총국
●●● 지역 인구 감소와 경쟁력 방안을 다룬 <소멸의 땅> 2부작과

광주총국

<경남 업그레이드 프로젝트>를 통해 지역 공동체의 미래를 조망하

●●● 5.18광주민주화

시사 프로그램의 방향성을 제시한 공로를 인정받아 대전·충남 민주언론

고, <뉴스7 경남>에 이동 특집뉴스와 ‘여기는 진주’ 상설로 경남 서

운동 40주년을 맞아 당

연합의 ‘민주언론상 특별상’을 수상했습니다. 청산리 전투 100주년 특

제주총국

부권 뉴스를 강화해 지역 통합에 기여했습니다. 코로나19, 여름 호우

시 스쳐 지나간 인연들

별기획 <그때 우리는 하나였다>, <1,800일의 기다림, 금산 인삼의 탄생>

●●● <7시 뉴스>를 최

및 태풍 특보에 V-mix 기반 실시간 화상 연결과 지역별 통신원 활용을

을 다시 찾는 여정을 그

등 고품격 지역 특화 콘텐츠를 제작하고, <뉴스7 대전·세종·충남>의 심

초 기획 방송한 지역총국

통해 신속하고 정확한 재난방송을 수행했습니다. 언택트 방식 음악회

린 <오월애인연> 3부작

층기획보도를 대폭 강화했습니다. <거북이늬우스>의 ‘코로나 극복 프

으로 2020년에는 이런

인 <2020 MAMF 대한민국 이주민 가요제 & 토크쇼>, <창원 가요제>,

과 <다시, 전두환 – 23년 만의 유죄>, <인도에 반한 죄>, 라디오 특

로젝트 in 대전’ 등 다양한 내용 특집을 통해 코로나19로 인한 지역의

제주 모델을 기반으로 9

<진주라 힘내길> 등으로 시청자의 사랑을 받았으며, <세상다반사 - 호

집 <시민군이 된 소년들>을 집중 기획해 5.18광주민주화운동의 역

불안 해소를 위해 노력했고, 여름 수해 현장 상황을 신속하게 전달하고

개 지역총국에서 주 4회

놀룰루 빨래방>을 통해 지역 제작시스템의 공동 활용이라는 새로운

사적 진실과 의미를 다각적으로 조명했습니다. 특별생방송 <수해,

이재민들을 위한 적극적인 모금방송 실시로 공영방송의 사회적 책임

데일리 편성이 확대되는 성과를 이루었습니다. 이에 더해 <7시 오늘

지역 협업 모델 구축에 기여했습니다.

그 현장을 가다> 2부작, <코로나19, 우리는 이길 수 있다>를 통해

을 구현했습니다.

제주>에 ‘탐사K’ 코너를 강화하여 깊이 있는 심층보도와 각종 단독보

신속한 재난정보 전달과 피해 최소화에 노력했으며, 수해 지역 주민

22 전국 네트워크

도로 제18회 언론인권상 특별상, 한국영상기자상, 방송통신심의위원

의 애환을 다룬 <구례 수해 30일의 기록, 그래도 삶은 계속된다>는

청주총국

회의 ‘이달의 좋은 프로그램상’ 등을 수상했습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이달의 좋은 프로그램상’을 수상했습니다.

●●● 시청자가 무대의

태풍의 길목이라는 특수한 지리적 위치에서 빠른 현장 상황 전달과 태

보도 부문에서는 탐사보도 <농산물 도매법인 비리>로 지역 사회의

주인공이 되는 <무대를

풍 피해 데이터 분석으로 피해 예방에 힘써 독보적인 지역 재난방송을

큰 반향과 정부의 제도 개선 약속을 이끌어냈고, <뉴스7 광주·전남>

빌려 드립니다>와 충북

선보였습니다. 지역 최초로 V-mix 기술을 활용한 언택트 강연 프로그

은 본사 수도권과 대등한 지역 주도의 뉴스를 방송함으로써 지역방

곳곳의 현안과 해법을 체

램 <문정인 & 조정래 특강>과 비대면 시청자음악회로 지역 시청자들

송의 의미를 높였습니다.

험으로 알아보는 <동네

의 큰 호평을 받았고 제주 4.3 72주년 특별기획 <살암시난 살아져라 -

체험 삶의 시사>를 통해 시청자 중심 지역밀착형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19인의 기억>, <제주어 드라마 가옥신> 2부작을 통해 제주의 역사와 문

방송했습니다. <4차 산업혁명과 도시의 미래>, 라디오 기획 <대한민국

화를 조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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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기술

높였습니다. 짜임새 있고, 긴장감 넘치는 현장 영상으로 개표방송 시청

2020년 KBS는 미래 방송서비스를 대비하기 위해 차세대 기술 접목을 위한 협력을 추진하고, 매체 경쟁력 강화를 위한

새로운 방송 제작기술 제공

제작시스템 파일전환 투자를 지속했습니다. 또한 새로운 시도가 가미된 21대 국회의원 선거방송 제작 및 방송 제작 그리고

●●● <다큐 인사이트 – 미·중 전쟁> 중 전투 장면과 인물의 감정표현

송신 품질 개선과 재난재해방송 강화 등을 통해 대한민국 대표 공영방송사로서 공적 책무를 성실히 수행했습니다.

을 3D Scan, Virtual Camera, Digital Human 등의 새로운 특수영상

률 1위를 달성하는데 기여했습니다.

기술을 활용해 사실적으로 구현해냈고, 프로그램 준비 과정에서 발굴

차세대 기술을 활용한 미디어 제작·송출 프로세스 혁신

시스템 풀파일(Tapeless)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했습니다. 본사 TV

된 <만삭의 위안부> 영상 흑백자료를 인공지능 딥러닝 기술을 사용

●●● KBS는 4차 산업혁명 기술이 점차 확산되는 가운데 차세대 기

스튜디오에 비디오 서버를 도입하고, 풀파일 종합 편집실을 구축하는

하여 컬러 복원함으로써 미래 방송기술의 가능성과 발전 방향을 제시

술을 방송에 접목하려는 노력을 계속했습니다. 차세대 전송기술인

등 효율적인 영상 활용 및 콘텐츠 재가공의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지역

했습니다. 또한 코로나19로 인한 언택트 방송 제작환경에 대응하고자

ATSC3.0과 5G 통신망 연동을 통한 지상파 플랫폼 경쟁력 강화 및 서비

방송국 중에는 최초로 부산총국 제작 인프라를 파일기반 시스템으로

방송사 최초로 비대면 프로그램 제작기술을 선제적으로 마련했습니

스 모델 개발을 위해 국내 기술선도 기업과의 협약을 추진하였고 기술

전환하여 원활한 지역 밀착형 프로그램 제작, 지역방송 활성화를 위해

다. <온라인 도전 골든벨>, <온드림 스쿨>, <연기대상>, <2020 인생 콘

개발 및 실증사업 프로젝트에 참여했습니다.

노력했습니다. 또한 본사의 노후된 광고 편집 시스템을 교체하여 광고

서트 - 제주> 등의 비대면 화상 연결 프로그램을 다수 제작했으며, 내부

또한 ATSC 3.0의 기반기술인 IBB를 이용한 부가서비스, 지상파 다채

전송 형태를 파일로 전환하고, 광고 자막을 자동으로 합성케 하는 등

리소스 사용을 극대화하고 고품질 방송 제작에 기여했습니다.

널/모바일 서비스를 위한 기술검증을 실시했습니다. 인공지능(AI) 기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광고 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미래 방송 서비스를 위한 기술 R&D

술을 사용해 지진 재난정보를 시청자들에게 신속하게 제공하고 한정
된 인력과 리소스를 보완하는 ‘AI 기반 지진재난방송 지원 시스템’을

21대 국회의원 선거방송 제작

●●● <뮤직뱅크> 디지털 콘텐츠 제작에 사용되는 인공지능(AI)기반

구축했습니다. All-IP 기반 제작/송출 시스템 도입을 위해 TF회의체 운

●●● <제21대 국회의원선거> 선거방송에서는 TS-15 스튜디오에

멀티뷰 제작 솔루션인 ‘버티고(VERTIGO)’의 상용화, 인포그래픽 작업

영 및 기술 검증을 실시했으며, OTT 플랫폼인 wavve에 적용하는 대체

Dual K-Wall과 K-Touch를 구성하고 KBS 단독으로 국회의사당 잔디광

생산성을 향상시킨 문자발생기 ‘미르’의 선거방송 적용을 통해 KBS 콘

광고 송출 시스템을 구축하여 광고 수입 증대에 기여했습니다.

장에 K-Cube 및 프리젠터 무대를 설치·운용함으로써 선거방송 제작

텐츠 제작 효율성을 높였습니다. 몰입형 혼합현실 실험환경을 구축하

품질을 높이기 위한 다양하고 새로운 시도를 했습니다. 더불어 신규

고 한국방송미디어공학회를 통해 AR 시스템 연구 논문을 발표하는 등

제작시스템 풀파일 전환 및 고도화

도입된 K-드론을 이용한 야외 AR을 선거방송에 최초로 도입해 광활하

AR·VR 콘텐츠 제작과 관련된 연구 활동도 수행했습니다. 또한 KBS 대

●●● 지난해에 이어 제작 및 송출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제작

고 역동적인 화면을 통해 보여지는 AR 그래픽으로 개표방송의 품질을

구총국 및 광주총국 방송권역에 UHD 재난경보방송 시스템 구축 및 시
범 서비스를 실시했고, 융합 네트워크 기반의 보편적 서비스 강화를 위

완성도를 높였고, 스튜디오 내 음영지대를 제거하여 방청객의 현장감

해 방송망·통신망 연동 필드테스트를 진행하는 등 관련 연구도 지속하

강화 및 고품질의 음향을 제작하는데 기여했습니다. 또한 해외지국 방

고 있습니다.

송 참여 및 취재물 전송 시스템을 개선하기 위해 9개 해외지국에 MNG
를 도입했습니다. MNG장비 보강으로 취재 기동성을 높였을 뿐만 아니

방송망 안정성 강화 및 시설 운용 효율성 개선

라 IP망을 활용한 자료 송출이 가능해져 해외지국 전용회선 사용 효율

●●● 노후 FM 송·중계기(18개소, 28식) 교체를 통해 전국 라디오 청

성을 높였습니다. 더불어 라디오 스튜디오에 화상 전화를 통한 비대면

취자들에게 안정적인 방송수신 품질을 제공했습니다. 또한 충남 서부

제작, 디지털 콘텐츠 동시 송출이 가능하도록 시스템과 워크플로우를

권 2R FM 난청 민원 해소 및 지역 FM 방송 경쟁력 강화를 위해 옥마산

개선했습니다.

중계소에 2R FM 중계기를 신규 구축했습니다. 지역국 송출운용센터 7
개소(충주, 진주, 안동, 포항, 원주, 목포, 순천)의 기능을 관할 총국 5개

재난방송 주관방송사로서의 역할 강화

소로 통합해, 운용 효율화를 이뤄냈습니다. 지역 방송 활성화 및 재난

●●● 취약시간대 재난방송을 대비해 1라디오 음성합성시스템(TTS :

방송 주관방송사로서 원활한 임무 수행을 위해 지역총국 중계차를 본

Text To Speech)을 구축하고 안정화했습니다. 또한 국내외 MNG, 해외

사로 재배치하는 등 방송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해 노력했습

지국, 외신, CCTV, 재난 AI, 시청자 참여 제보 등 KBS 뉴스 및 재난특보

니다.

생방송에 사용되는 다양한 방송 소스의 효율적 통합관리가 가능한 재
난 네트워크센터(NDC)를 새로 구축해 KBS 재난방송 제작 안정성을 제

24 방송기술

방송 제작 시스템 및 품질 개선

고하고 재난방송 주관방송사로서 부여된 공적 책무를 수행하기 위해

●●● <음향 라우드니스 Bypass 시스템>을 통해 제작 의도에 충실한

노력했습니다. 또한 재난방송 매체인 라디오의 수신환경 개선을 위한

자연스러운 음향을 제작하여 시청자들의 호평을 이끌어냈습니다. <TS-

한국도로공사와의 협약 등을 통해 강원도 내 227개 터널의 수신환경

15 노후 오디오 및 스피커 시스템 교체사업>을 통해 음악 프로그램의

개선을 진행했고, 향후 전국으로 확대 추진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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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서비스
TV를 넘어 유튜브, 홈페이지, my K 등 다양한 디지털 플랫폼을 통해 시청자들과 접점을 강화했습니다.
먼저 KBS의 방대한 아카이브를 적극적으로 발굴한 뒤 채널별 이용자 맞춤형 큐레이션을 통해 소구력과 도달률을 크게 높였습니다.
유튜브와 지상파TV 플랫폼을 결합한 ‘크로스오버 디지털 콘텐츠’를 적극 개발해 KBS의 새로운 성장 동력을 제시했습니다.
장애인 VOD 자막 사업과 아카이브 공개 프로젝트를 실시해 KBS 디지털 플랫폼의 공적 가치를 실질적으로 강화했습니다.
또한 이용자 중심의 디지털 혁신을 위해 디지털 콘텐츠 생산·유통을 일원화하는 <미디어 팩토리 시스템> 인프라와

와 지역국 공동으로 기획 및 제작한 크로스오버 콘텐츠의 긍정적인 선

써 KBS 홈페이지의 장애인 웹 접근성도 향상시켰습니다. 코로나19로

례를 남겼습니다. 또한 감성 애니메이션 <습지를 부탁해>는 지자체(화

지친 시청자들을 위해 응원의 메시지와 함께 KBS가 보유한 24만 개의

성시)와 연계한 외부협력 기반의 콘텐츠로 유튜브 <뭉클티비>와 1TV

동영상 중 엄선하여 <힘내라 대한민국>, <집콕프로젝트>, <랜선힐링

에 동시 편성되었습니다. <습지를 부탁해>는 친환경 힐링 콘텐츠로서

여행> 등의 서비스를 KBS 홈페이지 및 my K를 통해 무료 제공했습니

환경보호라는 공익적 메시지를 담아냈고, 평일 낮 시간대 편성에도 불

다. 또한 KBS 디지털 콘텐츠가 도달률을 파악하기 위해 통계시스템을

구하고 최고 시청률 4.5%를 기록했습니다.

자체 개발해 홈페이지와 my K, KONG 그리고 KBS 유튜브 채널 등 KBS

<KBS 디지털 통계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내외부의 각종 디지털 플랫폼 이용 패턴을 분석한 뒤 유관부서에 디지

효과적인 KBS 아카이브 발굴 및 공개 프로젝트 실시
●●● <시청자 소장 영상 공모사업>을 지속적으로 진행해 KBS가 미

털 유통 콘텐츠 성과 분석 데이터를 제공하여 서비스를 개선할 수 있
도록 했습니다.

이용자 맞춤형 유튜브 채널 강화를 통한
시청자 요구(needs) 충족

보유한 영상자료를 확보하고, 이를 유튜브 채널 <옛날티비>를 통해 다
시 시청자에게 개방함으로써 KBS 아카이브의 가치와 공익성을 강화

클라우드와 AI 기반의 디지털 제작 혁신 서비스 제공

●●● 취향과 연령에 따른 다양한 시청자들의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했습니다. 또한 국립중앙도서관과의 업무협약으로 이관, 기증된 7만 6

●●● KBS는 유튜브, 넷플릭스 등 다양한 OTT 플랫폼 출현 등 급변하

이용자 타깃을 명확화, 세분화하고 KBS의 방대한 아카이브를 활용한

천 개 아카이브 영상은 KBS 콘텐츠에 대한 접근과 이용 기회를 확대했

는 미디어와 방송 서비스 환경에 대응하고자, 1년 여의 구축 기간을 거쳐

큐레이션 서비스를 제공했습니다. 이를 통해 <크큭티비>, <깔깔티비>,

습니다. KBS가 제공한 영상 파일과 메타데이터는 국립중앙도서관 내

KBS 디지털 콘텐츠 생산·유통을 일원화하는 <미디어 팩토리 시스템>을

<뭉클티비>, <스타티비>, <동물티비>, <옛날티비>, <Again 가요톱

에서 누구나 무료로 열람할 수 있습니다. 추가 발생한 아카이브 영상도

2020년 하반기 오픈했습니다.

10> 등 차별성 있는 유튜브 채널을 성공적으로 운영했습니다. 또한

주기적으로 기증하여 아카이브 개방의 효율성 및 시청자 이용 편의성

또한 유튜브와 지상파 크로스오버 콘텐츠 제작방식에 클라우드 및 AI

신규 유튜브 채널 개발에도 적극적으로 나섰습니다. 반려동물 양육

을 제고할 계획입니다.

기술을 적용했습니다. AI 음성인식 기술을 활용해 출연자 인터뷰 등 촬
영 원본의 프리뷰 노트를 자동으로 생성하고, 클라우드 편집 서버를 이

인구 1천만 시대에 맞춰 KBS 동물티비 <애니멀포유>를 론칭했는데
4월 론칭 후 7개월 만에 국내 동물 분야 유튜브 월간 인기 순위 1위를

KBS 디지털 서비스 이용 편의성 및 공공성 강화

용한 디지털 콘텐츠 제작 등 최신 IT 기술을 콘텐츠 제작에 적용하고 검

기록하는 쾌거를 이뤘습니다. (출처 : ‘플레이보드’ 2020.11월 기준)

●●● KBS는 디지털 플랫폼(훔페이지, my K, KONG) 혁신 6대 과제

증했습니다. 이를 통해 내외부 플랫폼에 신속하고 유연하게 콘텐츠를

경제 현안에 대한 시청자들의 관심에 대응하고자 경제 이슈 심층분

를 수립하여 실행했습니다. 시청자 이용행태 데이터 분석과 콘텐츠

제공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했습니다.

석 채널 <머니올라>도 신속하게 론칭했습니다. 또한 중장년층 유튜

소비 통계를 기반으로 UI/UX를 개선하고, 콘텐츠의 보강을 지속적으

브 수요에 대응하고자 중장년층을 타깃으로 한 ‘액티브 시니어’ 유튜

로 추진한 결과 연간 홈페이지 방문자 수가 9,919만 명으로 전년 대비

브 채널 <같이 삽시다>를 성공적으로 개설했고, 하반기에는 2030여성

220만 명 증가했습니다. 우리말 콘텐츠를 활용한 사용자 친화형 공적

특화 채널 <KBS허스토리>를 새롭게 선보였습니다.

디지털 서비스 <우리말 인증고사>를 신규 기획해 해당 서비스 방문자
수 300만, 응시자수 75만 그리고 네이버 실시간 검색어 3위를 달성했

유튜브 X 지상파 크로스오버 콘텐츠 제작 및
신규 디지털 사업모델 개발

습니다. 방송통위원회 산하 시청자미디어재단과 함께 ‘장애인 VOD 자
막 제작 사업’을 완료했습니다. 6,532시간의 VOD 자막을 제작함으로

●●● <박원숙의 같이 삽시다> 시즌2와 연계해, 50대 이상 액티브 시

니어 전문 유튜브 채널 <같이 삽시다>를 론칭했습니다. <같이 삽시다>
는 크로스오버 콘텐츠로서 지상파와 유튜브 채널의 연계를 통한 시너
지 효과로 반년 만에 유튜브 채널의 구독자가 31만 명을 돌파하는 등 급
속도로 성장했습니다. 유튜브 채널 <옛날티비>의 70·80·90년대 구작
아카이브를 활용한 ‘세대공감 크로스미디어 콘텐츠’ <그땐 그랬지>를
제작해 1TV 추석특집(2020.09.30.)으로 방송했는데 수도권 가구 시청
률 8.6%를 기록하는 등 좋은 반응을 얻었습니다. 유튜브 채널 <Again
가요톱10> 브랜드를 활용한 <어게인 가요톱텐>, <2020 레이크 뮤직
페스티벌>은 디지털미디어국, 라디오센터(2FM) 및 춘천총국이 본사

26 디지털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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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WORLD TV & Radio
KBS WORLD TV & Radio는 전 세계인을 대상으로 한국의 문화와 KBS 콘텐츠를 폭넓게 알리는 역할을 충실히 수행했습니다.
KBS WORLD TV는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운 상황에도 불구하고 해외 채널 서비스 경쟁력 강화와 콘텐츠 사업 다각화를 통해
한류 확산을 이어나갔습니다.
KBS WORLD Radio는 세계인들의 급증하는 한국 관련 정보 수요에 적극 부응하고, 디지털 플랫폼의 확대와 강화를 통해
채널 인지도와 경쟁력을 제고하였습니다.

화 등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KBS WORLD는 지속적으로 새로운 기회를

해 외국인의 눈높이에 맞도록 제작한 영어기반의 한국어 동영상 교육

모색해 신규 파트너십 계약과 콘텐츠 수출 등의 성과를 이루었고, 공사

콘텐츠는 한국어 대한 친밀감을 높이고, 기존 프로그램과 차별화됐다

수입 제고에 기여했습니다.

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KBS WORLD, KBS WORLD24 공적 서비스 강화
●●● 코로나19라는 전 세계적 위기 속에 KBS WORLD와 KBS

Windows to Korea, 대한민국 대표 다국어 국제방송,
KBS WORLD Radio

WORLD24는 공적 서비스를 강화함으로써 글로벌 공영 미디어로서

●●● KBS WORLD Radio는 11개 언어로 다양한 포맷과 장르의 균형

KBS WORLD 소셜 미디어 구독자 2,400만 명 돌파

수익 다변화를 모색하고 페이스북·트위터 광고기반 클립 VOD 사업을

KBS의 존재 이유를 증명해냈습니다. KBS WORLD는 <KBS WORLD

잡힌 프로그램 편성을 통해 공공외교 채널로서 한국의 시각 전파, 국제

●●● KBS WORLD TV 소셜 미디어는 전 세계 시청자들과 활발하게

개시했습니다.

News Today> 편성을 확대하고 코로나19 관련 동영상 클립을 제작

친선 및 문화교류에 기여했습니다.

해 유튜브에 업로드 하였으며, KBS WORLD24는 <코로나19 통합뉴

<경제인사이드>, <라디오책방>, <얼쑤! 우리가락>, <목요진단 한반도>

스룸>을 수중계하며, 한민족의 연대감을 강화했습니다. 더 나아가

등 정규 프로그램을 통해 한국 사회, 문화 등 분야별 주요 이슈를 한

KBS WORLD TV와 KBS WORLD Radio가 협업해 제작한 특별 기획물

국적 시각과 가치 중심으로 세계에 전달했습니다. 6.25전쟁 70주년

소통하며 한류 확산의 최전선에서 지속적인 성장을 이루었습니다. KBS
WORLD 유튜브는 12월 말 기준 1,533만 명의 구독자를 달성했으며, 유

KBS WORLD 해외 채널 서비스 경쟁력 강화

튜브를 통한 연간 광고 수입은 29.7억 원으로 2019년 대비 5.7% 성장

●●● KBS WORLD TV는 케이블TV, IPTV 등 다양한 플랫폼에 신규 진

했습니다. <방탄소년단 KBS 뉴스9 인터뷰>, <2020 KBS 가요대축제>

입하여 KBS 콘텐츠의 방송 커버리지를 확장하고 해외 서비스 경쟁력

<COVID-19 : The Magic Key Is Us>는 전 세계 KBS WORLD 시청자와

특집 <전쟁의 기억>, 방송의 날 특집 <안녕, 모니카> 등 특별 기획물을

등 대형 이벤트와 연계한 SNS 전용 오리지널 콘텐츠 기획을 통해 한류

을 강화했습니다. 유럽 코소보 소재 케이블 플랫폼인 TELKOS에 신규

공감대를 형성하고 선한 영향력을 입증해 냈습니다. 또한 해외 한글 교

통해 분단과 전쟁의 교훈, 다문화 가정에 대한 인식 개선 등 사회적 아

콘텐츠의 접근성을 TV뿐만 아니라 소셜 미디어로 확장하는 지속적인

진출함으로써 전 세계 114개국으로 방송 영역을 확대했습니다. 또한

육기관인 세종학당에 해외 한국어 교육 지원 사업을 지속 추진함으로

젠다를 공론화했고, 특집 <수행자의 밥상 - 한국 사찰 음식이 전하는

노력으로 채널 리빌딩 및 운영의 최적화를 도모했습니다. 그 결과 유튜

2020년 KBS WORLD TV는 뉴아이디가 운영하는 ‘NEW K.ID’ 라이브

써 한국어와 한국어 문화 교육에 이바지했습니다.

위로>는 코로나 시대 지친 세계인들에게 위로와 치유를 전하는 메시지

브를 포함한 KBS WORLD 소셜 미디어는 12월 마지막 주 기준 총 2,400

스트리밍 서비스 플랫폼과 KBS WORLD 오리지널 콘텐츠 수출 및 글

만 명을 돌파해 한국을 대표하는 그랜드 플랫폼으로서의 위치를 공고

로벌 배급 파트너십을 체결해 추가 수익 창출을 위한 발판도 마련했습

K한류 콘텐츠 사업 다각화

약 60개국 200여 명의 참가자가 함께한 <제5회 한국어 말하기 동영

히 했습니다. 또한 이러한 소셜 미디어 영향력을 기반으로 광고 플랫폼

니다. 전례 없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해외 파트너십 계약 조건 악

●●● 2020년 KBS WORLD 자체 제작 프로그램은 ‘언택트’, ‘참여’,

상 공모전 - 나의 집콕생활 도전기>, 30만 명이 넘는 세계 K-Pop 팬

‘협업’을 키워드로 하여 한층 더 다채로워졌으며, 한류 팬들에게 소구

들의 온라인 투표로 2020 한국 가요계를 결산한 <세계인이 사랑한

력 높은 콘텐츠를 제공했습니다. 2020년에 9회째를 맞은 <퀴즈 온 코

K-POP> 특집은 한글의 세계화와 한류 확산에 기여하였습니다. 한편

리아>는 전 세계 공관들의 예선 취소로 무산 위기였으나, 기입국한 유

디지털 플랫폼 서비스를 강화해 홈페이지를 통한 다국어 코로나19 특

학생을 대상으로 첨단 IT를 활용한 언택트 예선 추진으로 제작지원과

별사이트 운영, 한국전쟁 70주년 기념 <다국어 한반도 포털> 개설 등

협찬을 확보해 성공적으로 개최했습니다.

을 통해 세계인의 급증하는 정보 수요에 적극 부응하고, <KBS WORLD

또한 KBS WORLD 신규 오리지널 예능 <We K-POP Friends>는 언택트

Indonesian>, <KBS WORLD Arabic> 등 언어·지역별 특화 SNS 채널 서

시대에 맞춘 K-POP 아이돌과 팬들을 이어주는 신개념 팬 서비스 프로

비스를 강화하는 한편 특화 콘텐츠 제작 확대를 통해 채널 인지도와

그램으로 해외 K-POP 팬들의 니즈를 포착하고 시청자 참여도 강화해

경쟁력을 제고했습니다. 이러한 노력을 기반으로 KBS WORLD Radio

좋은 반응을 얻었습니다. K-POP과 K-드라마의 전 세계적 인기로 증가

홈페이지와 뉴스 페이지의 누적 페이지 뷰는 전년 대비 각각 80.9%,

하는 한국어 교육에 대한 수요에 부응하고자 2020년 KBS WORLD TV

159.2% 증가했고, WORLD TV와 WORLD Radio가 2020년 3월부터 공

와 KBS WORLD Radio는 한글 교육 버라이어티 <안녕 Korean>을 공동

동 운영 개시한 KBS WORLD Indonesian 유튜브 채널은 약 한 달 만에

제작해 KBS WORLD TV 및 유튜브를 통해 송출했습니다. K-POP 노래

구독자 10만 명을 돌파하고 12월 말에는 73만 명을 달성하는 등 지속적

가사와 KBS 인기 드라마 대사 등 흥미로운 엔터테인먼트 자료를 활용

으로 채널 영향력을 확장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28 KBS WORLD TV & Radio

로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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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협력
KBS는 올해 코로나19의 세계적 확산으로 모든 국제행사가 취소 또는 폐지되거나 비대면으로 전환되는 상황에서도

와의 협력 방안’을 공유하고, 세계 최대 규모의 방송연맹인 아시아태평

세계 8대 공영방송 사장단 회의체인 GTF에 참여해 K-방역의 성과와 KBS의 재난방송 및 이를 통한 신뢰도 향상 과정을 공유했고,

양방송연맹(ABU) 총회를 통해 ‘수신료현실화 등 재정안정 방안’을 논의

세계공영방송총회(PBI)와 아시아태평양방송연맹(ABU) 총회를 통해 세계적인 공영방송들과 공영미디어의 미래전략을 깊이 있게
논의했습니다. 주한 스웨덴 대사관과는 KBS 아카이브와 디지털 플랫폼을 활용한 온라인 ‘2020 한국문화축제 in Sweden’을
성공적으로 개최하고 이를 통해 100여 개 나라에 KBS를 홍보하는 등 2020년 한 해 다양한 분야에서 실질적인 국제협력과 함께
대한민국 대표 공영미디어 KBS의 위상과 브랜드 가치 제고에 역량을 집중했습니다.

하는 등 우리의 주요 현안에 대한 세계 주요 공영방송들과 긴급현안을
논의할 수 있는 협력체계를 더욱 견고하고 다양하게 확장했습니다.

국제 공동제작의 성공 사례 ‘CARE 10’
●●●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의 강화로 열악해진 제작환경

에도 불구하고, KBS가 주도한 ABU 국제 공동제작 프로젝트 ‘CARE 10-

BBC, ZDF, NHK 등 세계 주요 공영방송사들과
긴급 협력체계 구축

ZDF, 프랑스 FT, 스웨덴 SVT, 캐나다 CBC, 호주 ABC, 뉴질랜드 RNZ와

●●● 코로나19의 세계적 확산에 공동 대응하기 위해 출범한

있는 공영방송 핫라인 체제를 구축했습니다.

GTF(Global Task Force for Public media, 세계 8대 공영방송 TF)에 아

BBC 등 세계 주요 공영방송과 EBU 등 국제방송 기구 수장들의 모임인 세

시아 공영방송사로는 유일하게 창립회원으로 참여해 영국 BBC, 독일

계공영방송총회(PBI)를 활용해 ‘공영방송 재정안정 방안’과 ‘민영미디어

함께 공영방송사의 재원확보 방안 등 현안들에 대해 수시로 논의할 수

New Beginning‘은 중단 없이 계속되어 아시아 태평양 국가 방송국들
의 책임감과 연대를 보여 주었습니다.
또한 CARE 프로젝트는 10주년을 맞아 한국 방송통신위원회가 주최한
2020년 방송공동제작국제콘퍼런스(IBCC)에서 하나의 독립 세션으로
초청되어, 지난 10년간 이탈리아 Rai, 중국 CCTV, 일본 NHK 등 전 세계
32개국 37개 방송사가 참여해 함께 성장시켜온 성공적인 다자간 협력
프로젝트로 다시금 그 중요성을 국제적으로 평가 받았습니다.

성공적인 국제에미상 온라인 심사 주최 및 국제상 출품 내실화
●●● KBS는 아시아 최초로 2020 국제에미상 준결 심사를 온라인으

로 성공 개최함으로써 치밀한 위기관리 및 프로젝트 운영능력을 국제
적으로 인정받았습니다. 또한 코로나19로 인해 50% 가까운 국제상이
연기, 축소, 폐지되면서 8개 수상에 머물렀지만 국제에미상, 피버디상,
IRE 상 등 6개 세계 최고 권위의 국제상에 출품하고 KBS 콘텐츠의 가치
를 인정받을 수 있는 국제상 14개를 새로 발굴해 모두 30개 상에 83건
을 출품했습니다. 새롭게 KBS 콘텐츠의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도록 전
주 국제영화제, 브뤼셀, 캐나다 등 해외영화제 등과 협의해 경쟁, 비경
쟁 부문 출품 기회와 함께 모두 6건의 스크리닝 기회를 확보하는 새로
운 성과를 기록했습니다.

비대면·비접촉시대 KBS 아카이브를 활용한 국제이벤트 협력
●●● KBS 아카이브와 디지털 플랫폼(홈페이지, my K)을 활용한 국

제이벤트 협력사업으로 비대면 비접촉시대 새로운 국제협력 분야를
개척했습니다. KBS 디지털미디어국, 주한 스웨덴 대사관과 ‘2020 한
국문화축제 in Sweden’을 온라인 행사로 기획해 스웨덴 현지인들과
스웨덴에 상주하는 100여 개국 대사관 및 문화원에 한국의 공영방송
KBS가 세계와 소통하는 한류 등 한국 문화의 창이라는 인식을 깊게 심
어주었습니다.
KBS는 코로나19 확산과 민감한 국제관계 속에서도 한·일 축제 한마당
등 다양한 민간교류를 지원하고, 새로 부임한 주한 독일, 중국, 일본,
오만, 아제르바이잔 대사들을 포함한 주한 외교사절들과의 지속적인
교류를 통해 미디어 분야 협력을 넘어 우리 사회의 높은 문화적 다양
성과 개방성, 포용성을 인식시키는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30 국제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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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신료
KBS는 사회 통합을 지향하면서 대한민국의 문화적 자긍심을 드높이는

KBS가 수행하는 모든 공적 책무의 바탕에는 수신료가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안전을 책임지며 국민께 신뢰와 감동을 드리는 일이야말로 공영방송 KBS가 우직하게 걸어온 길이자 수신료의 가치,
그 자체입니다.

창의적 콘텐츠 제작에 매진하였습니다. 삶에 대한 희망과 가족의 소중
함을 일깨우는 주말 드라마, 건강한 웃음과 감동을 전하는 예능 프로그
램, 한류의 다양성을 확대할 고품격 다큐멘터리를 통해 수신료의 가치
가 국내외 시청자들에게 각인될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특히 장기

수신료는 국민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데
쓰이고 있습니다.

마와 집중호우, 연이은 대형 태풍 상황에서 재난정보에 취약할 수 있는

●●● 방송통신발전기본법에서 정한 재난방송 주관방송사인 KBS는

시간의 호우 재난방송을 실시해 ‘재난극복 중심채널’로서 국민들의 신

2020년에도 전사적 역량을 투입하여 각종 재난 관련 정보를 신속·정

뢰를 얻었습니다.

새벽 시간대까지 실시간 재난상황을 전달하는 등 역대 최장(5,600분)

확하게 전달함으로써,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일에 최선을 다했
해 <코로나19 통합뉴스룸> 체제를 가동, 매일 4~7회의 코로나19 관련

수신료는 국민 화합의 장을 마련하는 KBS 콘텐츠와 늘
함께하고 있습니다.

특보와 특집 프로그램을 방송했습니다. 아울러 유례없이 길었던 여름 장

●●● 미디어 산업의 세계화와 자본화가 동시에 심화된 2020년에도

습니다. 특히 1월부터 국내외를 강타한 코로나19 상황에 대응하기 위

<수신료 관련 통계 자료 (2020년 말 기준)>
1. 수신료 수입 현황
1) 수신료 수입액 : 6,790억 원
2) 수신료 순수입 : 6,144억 원, 위탁징수수수료 456억 원,

간 이어진 코로나19 위기 상황으로 지친 국민들의 일상을 위로하고자

EBS 지원금 190억 원

한가위에 선보인 <대한민국 어게인 나훈아>는 갈라지고 쪼개진 한국

※ 순수입 기준으로 맞춤, 억 원 단위 단수차이 있음

사회를 회복시킬 새로운 동력을 불러일으킴으로써 공영방송 KBS의 저
력과 존재 이유를 다시금 확인한 계기가 되었습니다.

2. TV수상기 등록 현황
1) 총 등록대수 : 25,817,023대

수신료는 대한민국 공영방송 KBS의 과거와 현재,
미래를 잇는 핵심 기반입니다.
●●● 국가기간방송 KBS는 방송법에서 부여받은 다양한 공적 책무를

2) 가정용 : 22,329,214대, 일반용 3,487,809대
3. 수신료 면제 현황

수행해 왔습니다. 2개의 TV채널, 그리고 7개의 라디오채널(사랑의 소

1) 총 면제대수 : 2,662,676대

리방송, 한민족방송, 국제방송 포함)을 운영하면서 교육방송(EBS) 수신

2) 국민기초생활수급자 654,964대, 시청각장애인 235,205대,

료 지원 및 송신 지원, 새로운 방송기술의 연구개발, 한국어 연구진흥

난시청 266,236대, 전기 월 50kwh 미만 세대 1,426,947대,

에도 소홀함 없이 맡은 역할을 다하였습니다.

국가유공자 64,874대, 기타 14,450대

그럼에도 급변하는 미디어 환경 속에서 KBS가 앞으로도 주어진 사명을
충실히 수행해 갈 수 있을까 걱정은 깊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KBS
만의 정체성과 차별성을 확립하고 내부 비효율성은 개선하면서, 공영
방송의 지속가능성을 지키기 위한 노력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2020년 7월 1,000명의 인력감축과 인건비 비중 축소, 성과중심의 조직
운영, 지속적인 비용절감 등의 내용을 담은 경영혁신안을 발표하고 추
진 중에 있습니다. 나아가 ‘공영성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KBS의 역
할을 원점에서부터 고민하면서 한국사회에 필요한 공영방송의 책무를
소상히 제시하여 실천할 것입니다. 이를 통해 수신료의 가치를 더욱 높
이며 국민의 방송으로 거듭나겠습니다.

32 수신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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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
2020년은 KBS가 재정위기를 넘어선 공영성 위기의 국면에서 지속 가능한 공영미디어로의 활로를 찾는 한해였습니다.
고강도 자구계획을 포함한 경영혁신을 선언하고 실효성 있는 추진을 위해 매진했습니다. 동시에 코로나19의 확산 속에서
국가기간방송으로서 중단 없는 공적 책무 수행을 위해 감염병 예방에 선제적으로 대응했습니다.

속시 KBS 업무추진 계획> 매뉴얼을 마련하고 <코로나19 상황별 직원

안정 및 조직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수신료 업무를 전담하는 연봉계약

근무조치>를 시행해 내부 혼란을 줄이고 안전을 확보했으며, 방송제작

직을 채용해 전국의 수신료 담당 업무에 배치했습니다.

차질을 최소화했습니다.

책임직급과 실무직급을 분리한 변동형 직급체계 개편을 시행했고, 책
임직급에 대해 성과급제를 개선, 시행하여 관리자들의 성과평가와 동

지속가능한 공영미디어 모델 준비

기부여를 강화했습니다. 안식년 기간 중 숙련된 시니어 인력이 필요시

●●● 단순한 재원구조 개선이 아닌 지속 가능한 공영미디어 모델 구

근무를 할 수 있는 선택적 안식년제에 대한 기틀을 마련해 인력 운영의

고강도 경영혁신 선언

해 임금협상을 조기에 타결했고 그린라이프 폐지, 월별 퇴직제도 도입

축을 목표로 <KBS 공영성 강화프로젝트팀>을 출범시켰습니다. 공적

효율성을 높였으며, 정년퇴직일 기준일 변경 및 그린라이프 제도 폐지

●●● KBS는 급변하는 미디어 환경 속에서 고착화된 재정위기의 근본

등의 인사제도 개선에 합의했습니다. 또한 3차례에 걸친 예산긴축(303

재원과 미디어 혁신 논의에 적극 대응하고, 여론조사를 통해 KBS에 기

를 통해 공사의 재정안정을 도모했습니다.

적 대책을 담은 고강도 경영혁신(2020.7월)을 선언했습니다. 5가지 핵

억 규모)과 재무위험 상시 모니터링으로 2020년 경영수지를 대폭 개선

대하는 바를 수렴하는 한편, 사회 각계의 의견을 폭넓게 청취하고 반영

심 과제로 ▲인건비 비중축소, ▲사내의 불합리한 제도 개선, ▲자회사

했습니다.

하여 공적 책무 확대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앞으로도 공영성 강화, 경

코로나19 선제적 대응으로 사내 확산 방지

쟁력 확대, 제도적 안정성 확보 등의 방향성으로 공영미디어 발전의 기

●●● 코로나19의 사내 확산방지를 위해 선제적이고 체계적인 대응방

틀을 마련하겠습니다.

안을 수립해 시행함으로써 사내 확산을 방지할 수 있었습니다. 정부의

성장전략 마련, ▲시대에 맞지 않는 규제 해소, ▲수신료현실화 추진을
설정했고, 단계별 로드맵을 마련했습니다. 직무재설계(안) 1차를 성안

방송 지속을 위한 코로나19 선제적 대응

하고, 원가관리시스템 및 평가시스템 개선안을 마련했으며, 자회사 경

●●● KBS는 코로나19 재난상황 속에서 전사적 역량을 동원해 국가기

쟁력 강화를 위한 경영진단을 실시했습니다. 강도 높은 경영혁신을 통

간방송사로서 지속적인 방송수행을 최우선 목표로 하고 감염상황 발

대 시청자 투명성 강화

19 관련 복무지침>을 총 37차례 시행했습니다. 또한 거리두기 단계별

해 KBS는 직무와 성과중심의 디지털 직무형 조직으로의 전환을 목표하

생 시 신속하고 효과적인 대처를 위해 고군분투했습니다. 코로나19 단

●●● 시청자 중심의 공영미디어를 실현하고 시청자 참여와 개방성

재택근무의 유형 및 계획을 선제적으로 수립, 시행하여 코로나19 팬데

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KBS 노사는 ‘미래발전 노사공동위원회’를 구성

계별 대응을 위한 방역, 인력, 본부별 제작 내용을 총망라한 <감염병 지

을 확대하고자 <투명성 강화 매뉴얼>을 공표하였습니다. 매뉴얼에는

믹 상황에서 직원의 건강 보호와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노력했습

공사가 공개해야 할 정보의 세부내용과 정보생산 부서, 업데이트 주기

니다. 결과적으로 사내 확산 사례가 발생하지 않아, 재난방송 주관방송

를 명시하여 공적재원인 수신료에 대한 설명책임을 강화하고 대 시청

사로서의 역할과 책무를 사고 없이 수행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거리두기 단계 조정 및 사내 확진자 발생에 대응하여 신속한 <코로나

자 신뢰도를 구축하고자 하였습니다. 또한 외부 회계감사 보고서, 프
로그램 품질평가(PSI) 보고서를 추가로 공개하는 등 정보공개의 범위

일과 가정의 양립 및 조직문화 개선을 위한 제도 개선

를 점차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 가족돌봄휴가, 가족돌봄 등을 위한 근로시간 단축제도, 만 5세

이하 자녀를 둔 직원을 대상으로 한 유급 육아시간 부여, 본인 및 태아

효율적인 인력 운영을 통한 조직 경쟁력 제고

검진 외출 등 가족친화를 위한 인사제도를 다수 신설하여 일과 가정의

●●● 급변하는 미디어 환경에 대응하고 지역 데일리 <뉴스7> 확대 편

양립, 양성평등을 실천하는 기업 문화를 구축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성 등 지역방송의 활성화를 위하여 경력직원 공개채용을 진행했습니

이와 같은 지속적인 제도 및 문화 개선을 위한 노력의 결과로 여성가족

다. 이를 통해 올 한해 지속된 코로나19 및 전례 없이 장기간 지속된 집

부로부터 ‘가족친화 우수기관’ 재인증을 획득했습니다.

중호우, 태풍 재난방송에 효과적으로 대처했습니다. 또한 공사의 재정

34 경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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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청자 서비스
공영방송 KBS의 진정한 주인은 시청자임을 선포하는 시청자주간을 매년 9월 첫째 주로 제정했고, 이를 기념하고자
언론학계 및 미디어전문가들을 모시고 시청자포럼을 개최했습니다. 코로나19 시대에도 중단 없이, 365일, 24시간 전화 및 인터넷 등
으로 다양한 시청자의 목소리를 귀담아 들을 수 있는 통합시스템을 운영함으로써 시청자권익 보호에 앞장섰습니다.

시청자주간 선포 및 제30회 시청자위원회 위촉
●●● 2020년은 방송법에서 규정한 시청자위원회가 출범한 지 30주년을 맞이하는 뜻깊은 해

였습니다. 이를 기념하여 KBS는 매년 9월 첫째 주를 시청자주간으로 정하고, KBS의 진정한 주
인은 시청자라는 것을 대내외에 공식적으로 선포했습니다. 또한, 2020년 공사 경영목표인 ‘대
한민국 대표 공영미디어 KBS, 공정·창의·혁신’에 맞게 시청자 관점에서 제30기 시청자위원회

KBS 제30기 시청자위원 (2020. 12. 31 기준)
위원장
•권태선(시민사회단체 연대회의 공동대표)

를 공정하고 투명하게 위촉했습니다.. 공개모집 공고부터 선정 결과의 개별 통지까지 일련의

위원

위촉 과정을 KBS 홈페이지에 단계별로 공시함으로써 시청자위원회 구성의 절차적 투명성과 공

•권오주(학부모정보감시단 정책위원장)

정성을 확보했습니다.

•김준현(법무법인 우리로 변호사)
•김은균(극단 함께 걷는 사람들 대표)

다양한 시청자 목소리를 청취할 수 있는 통합 서비스 시스템 운영

•최준호(환경운동연합 사무총장)

●●● 시청자권익을 수호하기 위해 시청자센터는 시청자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청취할 수 있

•지성욱(한국외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부 교수)

는 통합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먼저, 시청자청원을 통해 접수된 총 8,323건의 청원 중
천명 이상의 동의를 얻은 220건에 대해 관련 부서 책임자의 공식적인 답변을 KBS 권익센터 홈
페이지를 통해 전달했습니다. 시청자상담실은 국내방송사 중 유일하게 시청자들의 목소리를
365일, 24시간 전화나 ARS, 인터넷과 우편, FAX 등을 통해 청취했으며 총 34만 4천여 건을 접
수해 처리했습니다. 중요한 시청자 의견은 KBS 시청자상담실 홈페이지와 사내 인트라넷에 공
유하여 프로그램 제작 등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 밖에 언론중재법에 따라 운영
되는 고충처리인 제도를 통해 총 96건의 시청자 고충을 처리해 시청자권익을 수호했고, 정보

•진선미(공인노무사 휴먼플러스 대표)
•최진협(한국여성민우회 공동대표)
•박성우(우송대학교 글로벌미디어영상학과 교수)
•임호균(한국광고주협회 상근부회장)
•전주혜(미디어미래연구소 연구위원)
•이종임(문화연대 집행위원)

공개제도를 통해서는 연 54건의 정보공개청구를 처리함으로써 시청자에 대한 설명책임의 의

•도승이(성균관대 교육학과 교수)

무를 다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권순택(언론개혁시민연대 활동가)
•전진한(알권리 연구소 소장)

제1회 시청자주간을 기념 시청자포럼 개최
●●● 제1회 시청자주간을 맞이해 핵심행사로 변화하는 미디어 환경 속에서 공영방송 KBS의

방향을 모색하는 시청자포럼을 9월 1일 오후 4시 KBS 아트홀에서 개최했습니다. ‘변화된 미
디어 생태계·공영미디어 KBS의 지속가능성과 공적 책무’라는 주제로 총 4개의 세션으로 진행
이 되었는데 학계와 언론계 전문가, 시민사회단체 대표들이 발제와 토론에 참여해 재난방송과
KBS 역할, KBS의 사회적 책무, 시청자 참여 활성화 방안, KBS의 재정 안정화 방안을 주제로 열
띤 토론을 벌였습니다.

2020 국민제안 영상 대공모 및 시상
●●●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사회적 의제를 발굴하고 시청자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자 KBS 시

청자 참여 프로젝트 “2020 국민제안 영상 대공모”(부제 - 코로나가 바꾼 일상)를 실시했습니
다. 2020년 7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5개월간 총 75편의 영상 제안(단편 55편, 장편 20편)이
접수되었으며 2020년 12월 18일 시상식을 열어 프로그램 부문 최우수상 1명, 우수상 2명, 단편
우수작 50명을 시상했습니다. 당선작은 2021년 1월 28일 KBS 열린채널을 통해 방송할 예정이
고, KBS 홈페이지와 유튜브를 통해서도 공개할 계획입니다.

36 시청자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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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공헌활동
공영방송 KBS는 국악부터 클래식까지 우리나라의 문화예술 발전 및 저변 확대에 기여했으며, 코로나19로 힘겨운 일상을
보내고 있는 많은 시청자들을 위로하기 위해 ‘찾아가는 음악회’를 열어 국민들에게 희망과 기쁨을 선사하고자 노력했습니다.
또한 대한민국 최고의 사회공헌 포상 행사인 ‘대한민국 나눔국민대상’을 통해 평소 소외계층을 위해 나눔의 정신을 실현해 온
인사들을 초청해 축하하는 뜻깊은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국악부터 클래식까지, 문화와 함께하는 공영방송 KBS
●●● KBS는 KBS국악관현악단, KBS관현악단 운영과 (재)KBS교향악단 지원을 통해 문화예술

발전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역국 찾아가는 음악회, 탈북민을 위한 음악회 등 다양한 연
주회를 개최해 더 많은 시청자들이 문화적 경험을 누릴 수 있도록 공적 책무를 다하기 위해 노
력했습니다. 올해는 장기화되는 코로나19의 여파로 공연장에서 공연을 진행하기 힘든 상황을
극복하고 시청자들에게 좀 더 다가가기 위해 기존 형식에서 벗어나 온라인 콘텐츠를 제작하는
한편 공연과 방송의 연계도 활성화했습니다. KBS국악관현악단은 코로나19로 지친 마음을 위
로하고 국악 공연을 집에서도 즐길 수 있도록 온라인 콘텐츠 <힐링 국악, 홈서트> 등을 기획·제
작하였습니다. 또한 KBS관현악단은 코로나19 극복에 헌신한 대구동산병원 의료진의 노고를
위로하는 연주회를 진행해 어려운 시기 감동과 격려를 전하는 공영방송이 되고자 했습니다.

다양한 시청자 문화행사 개최
●●● 클래식계 신인 발굴을 위한 <제27회 KBS - 한전 음악콩쿠르>, 젊은 국악인의 등용문

<제30회 KBS 국악대경연> 행사를 개최하여 클래식 및 우리 국악의 저변 확대에 기여했습니다.
또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문화 확산을 위한 <2020 사람사랑 생명사랑 밤길걷기>, 우리의 김
치 문화를 해외에 알리기 위한 <2020 코리아 김치 페스티벌> 등의 행사를 공동주최했습니다.

공영방송의 사회적 책임과 나눔 실현
●●● 2020년 9회째를 맞이한 대한민국 최고 사회공헌 포상 행사인 ‘대한민국 나눔국민대

상’ 시상식이 11월 5일 오후 3시에 KBS 신관 공개홀에서 개최되었습니다. 이날 시상식에서는
29년간 장애인과 독거노인 등 소외계층 지원에 헌신하였던 이갑순 님(74세)이 훈장 동백장을
수상하였고, 그 외에도 훈격별 대표 수상자 약 50명이 참석했습니다. 이날 시상식은 11월 14
일 오후 3시 KBS 1TV를 통해 방송되었습니다. 또한 이웃돕기 성금 모금과 소년소녀가장 등 어
려운 청소년을 후원하는 매칭그랜트에 후원, 어려운 이웃을 돕는 ‘임직원 급여 끝전 모으기’와
KBS강태원복지재단을 통한 다양한 사회공헌사업 등 공영방송의 사회적 책임 이행을 위해 노
력했습니다.

38 사회공헌활동

KBS 2020 연차보고서 39

일

반

현

황

이사회

KBS는 독립성과 공공성을 보장하기 위해 최고 의결기관으로 이사회를 두고 있습니다.
이사회는 이사장을 포함한 이사 11인으로 구성되며, 임기는 3년입니다.

집행기관

KBS는 집행기관으로 사장 1인, 2인 이내 부사장, 8인 이내의 본부장과 감사 1인을
두고 있습니다. 사장은 이사회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며, 부사장은 이사회의 동의를

이사는 각 분야의 대표성을 고려해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추천하고 대통령이 임명합니다.

얻어 사장이 임명합니다. 감사는 이사회의 제청으로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임명하며,

이사회는 방송의 공적 책임에 관한 사항, 방송의 기본 운영 계획, 예산과 결산,

본부장은 사장이 임명합니다. 집행기관의 임기는 3년이며, 연임할 수 있습니다.

경영평가와 공표, 사장과 감사의 임명 제청, 부사장 임명 동의, 지역방송국의 설치와 폐지,
기본재산의 취득과 처분, 다른 기업체에 대한 출자, 정관의 변경 등 주요 정책을
심의·의결합니다. 제11기 이사회는 2018년 9월 1일 출범하여 활동 중입니다.

※ 2020년 12월 31일 기준
※ 2020년 12월 31일 기준

김상근 이사장
•前 경기도교육연구원 이사장
•前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부의장
•前 기독교방송 이사

양승동 사장

김영헌 감사

임병걸 부사장

김경달 이사

김영근 이사

김태일 이사

문건영 이사

•現 숙명여대 미디어학부 교수
•現 정보통신정책학회 학회장
•前 한국방송학회 학회장

•現 네오 터치포인트 대표
•前 네이버 동영상서비스 실장
•前 동아일보 기자

•前 KBS 보도본부 해설위원
•前 KBS 이사회 사무국장
•前 KBS 보도국 문화부 차장

•現 영남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現 지방분권운동 대구경북본부
고문
•現 218안전문화재단 이사장

•現 한국저작권위원회 위원
•現 제주대 법학전문대학원 조교수
•前 법무법인 한결 변호사

국은주 전략기획실장

한창록 편성본부장

김종명 보도본부장

박옥희 이사

서재석 이사

서정욱 이사

류일형 이사

황우섭 이사

이상운 제작1본부장

이훈희 제작2본부장

이창형 기술본부장

•現 한국여성재단 이사
•前 방심위 광고특별위 위원
•前 MBC 시청자위원회 부위원장

•現 나사렛대학교 초빙교수
•前 KBS 아트비전 사장
•前 KBS 정책기획본부장

•現 법무법인 민주 변호사
•前 한국방송광고공사·
에너지관리공단 이사
•前 영남대학교 법학과 교수

•前 연합뉴스 기자
•前 전국언론노조연맹 부위원장
•前 부산일보 기자

•現 미디어연대 공동대표
•前 KBS 인재개발원장
•前 KBS 공영노조 위원장

강형철 이사

40 이사회 & 집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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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재무
제표

황
손익계산서
계정과목

13,622

13,621

1

0.0%

13,622

13,621

1

0.0%

1) 방송사업수입

13,522

13,456

66

0.5%

- 수신료수입

6,790

6,705

85

1.3%

- 광고방송수입

2,319

2,548

△ 229

-9.0%

- 전파료수입

28

-

28

-

- 국고금수입

132

146

△ 14

-9.6%

4,253

4,057

196

4.8%

100

165

△ 65

-39.4%

1

3

△2

-66.7%

99

162

△ 63

-38.9%

단기대여금

II. 매출 원가

11,722

12,320

△ 598

-4.9%

1. 사업비

11,722

12,320

△ 598

-4.9%

-

-

-

장기예수보증금

-

-

-

1) 방송사업비

11,472

12,047

△ 575

-4.8%

2. 재고자산

55

70

△ 15

퇴직급여충당금

3,834

3,951

△ 117

- 방송제작비

9,341

9,848

△ 507

-5.1%

제작품

19

29

△ 10

국민연금전환금

△7

△9

2

- 시설운영비

2,131

2,199

△ 68

-3.1%

영화

퇴직보험예치금

△ 52

△ 65

13

2) 시청자사업비

250

273

△ 23

-8.4%

저장품

5,511

6,000

△ 489

51

58

△7

-12.1%

199

215

△ 16

-7.4%

1. 사업수입

2) 시청자사업수입
- 국악단수입
- 일반부대사업수입 등

- 교향국악악단운영비
- 일반부대사업비

증감률

(단위 : 억 원)

[부채]

2019회계연도

I. 매출액

증감액

[자산]

2020회계연도

- 기타방송사업수입

계정 과목
I. 유동자산

2020
회계연도

2019
증감액(△)
회계연도

3,049

83

22

474

매입채무

-

-

-

미지급금

1,126

2,256

2,625

△ 369

-

-

-

72

95

△ 23

선수금

42

7

35

4

5

△1

예수금

110

102

8

선급금

211

230

△ 19

미지급법인세

79

4

75

선급비용

13

15

△2

선수수익

59

43

16

5

7

△2

기타의 유동부채

6

7

△1

75

50

25

3,775

3,877

△ 102

단기투자자산
매출채권
미수금
미수수익

유동이연법인세자산
기타의 당좌자산

5

4

1

31

37

△6

II. 비유동자산

9,540

9,771

△ 231

1. 투자자산

3,377

3,463

△ 86

286

283

3

2,582

2,623

△ 41

1,900

1,301

599

46.0%

2,060

△ 20

-1.0%

지분법적용투자주식

1. 일반관리비

705

743

△ 38

-5.1%

장기대여금

349

397

△ 48

2. 수신료징수비

852

848

4

0.5%

기타투자자산

160

160

-

- 교육방송지원금

190

188

2

1.1%

5,332

5,507

△ 175

- 위탁징수비

458

453

5

1.1%

토지

1,560

1,567

△7

- 기타 경비

204

207

△3

-1.4%

건물

2,806

2,894

△ 88

3. 광고운영비

483

469

14

3.0%

구축물

185

204

△ 19

- 광고수수료

365

357

8

2.2%

기계장치

665

692

△ 27

59

58

1

1.7%

차량운반구

3

5

△2

기타의 유형자산

49

64

△ 15

건설중인자산

64

81

△ 17

장기투자증권

2.유형자산

59

54

5

9.3%

△ 140

△ 759

619

81.6%

720

945

△ 225

-23.8%

3. 무형자산

14

12

2

676

894

△ 218

-24.4%

개발비

12

9

3

2. 지분법이익

44

51

△7

-13.7%

기타의 무형자산

2

3

△1

VII. 사업외 비용

172

161

11

6.8%

4. 기타 비유동자산

817

789

28

120

120

-

0.0%

보증금

142

157

△ 15

46

38

8

21.1%

비유동이연법인세자산

189

216

△ 27

장기미수금

245

296

△ 51

11

14

△3

230

106

124

12,727

12,890

△ 163

VI. 사업외 수입
1. 일반사업외수입

1. 일반사업외비용
2. 지분법손실

증감액(△)

496

2,040

- 기타 경비

2019
회계연도

3,132

현금 및 현금성자산

IV. 판매비와 관리비

V. 사업 이익(손실)

2020
회계연도

3,119

1. 당좌자산

68

계정 과목

3,187

III. 사업총이익

- 방송발전기금

42 2020 재무제표

재무상태표
(단위 : 억 원)

3. 이자비용
VIII.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
(-순손실)
IX. 법인세비용

6

3

3

100.0%

408

25

383

1532.0%

장기선급비용

81

9

72

800.0%

장기선급금

XI. 당기순이익(-순손실)

327

16

311

1943.8%

[자산총계]

I. 유동부채
단기차입금

미지급비용

II. 비유동부채

[부채총계]

1,736

2,123

△ 387

-

586

△ 586

314

329

△ 15

1,045

81

[자본]
계정 과목
Ⅰ. 자본금

2020
회계연도

2019
증감액(△)
회계연도

2,062

2,062

-

2,062

2,062

-

△ 13

△ 13

-

△ 13

△ 13

-

Ⅲ. 기타포괄손익누계액

25

25

-

1. 지분법자본변동

175

173

2

2. 부의지분법자본변동

△5

△1

△4

3. 매도가능증권평가이익

-

-

-

4. 매도가능증권평가손실

△ 145

△ 147

2

5,142

4,816

326

1. 이익준비금

1,031

1,031

-

2. 기업발전적립금

2,037

2,037

-

90

90

-

1,657

1,642

15

327

16

311

[자본총계]

7,216

6,890

326

[부채와 자본총계]

12,727

12,890

△ 163

1.정부지분자본금
Ⅱ. 자본조정
1. 기타자본조정

Ⅳ.이익잉여금

3. 기업합리화적립금
4. 사업확장적립금
5. 미처분이익잉여금
(△미처리결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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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반

현

황

인력현황

조직도

※ 2020년 12월 31일 기준

이사회

사장

이사회사무국

부사장

감사

비서실

총계

4,541

명

※ 2020년 12월 31일 기준
(집행기관 및 연말퇴직자 제외)

1,223

방송

836

기술

직군

경영

직군

인적자원실

심의실

성평등센터

시청자센터

남북교류협력단

노사협력주간

지역정책실

인사기획부
인사운영부
인재개발원

심의부

성평등부

시청자서비스부
시청자사업부
시청자미디어부

남북교류협력부

노사협력

지역혁신부

보도본부

제작1본부

전략기획실
전략기획국

직군

예산국

편성국

대외협력국
대외협력부
커뮤니케이션부
국제협력부

440
216 212
163

336
60

29

8

59

5

1

16

26

34

28

115

IT

19
청원경찰

수신료

일반행정

콘텐츠

기획행정

설비

건축

수신기술

항공

전기

방송기술

방송음악직

음향디자인

디자인

영상제작

촬영기자

아나운서

기자

프로듀서

TV/
MD

38

편성전략국
편성전략부
편성조사부
편성운영부
브랜드기획부

예산부

677

편성본부

전략기획부
PSM전략부
계열사협력부
혁신추진부
청경

직군

감사실

공영미디어
연구소
미디어기술
연구소
미디어기술연구부
법무실
※UHD추진단

1TV편성부
2TV편성부
편성제작부
디지털미디어국
디지털미디어기획부
디지털서비스운영부
디지털플랫폼개발부
콘텐츠아카이브부
국제방송국
TV국제방송부
R국제방송부
아나운서실
아나운서1부
아나운서2부
한국어연구부
영상제작국
총감독1
총감독2
총감독3
총감독4

보도기획부
보도운영부
통합뉴스룸
정치국제주간
정치부
통일·외교부
국제부
경제주간
경제부
산업과학부
문화복지부
사회재난주간
재난방송센터
사회부
네트워크부
경인취재센터
방송뉴스주간

제작2본부
라디오센터

제작기획1부
제작운영부

라디오편성
기획국

시사교양1국
시사교양1CP
시사교양2CP
시사교양3CP
시사교양4CP
시사교양2국
시사교양1CP
시사교양2CP
시사교양3CP
시사교양4CP

제작기획2부
콘텐츠프로모션부
예능센터

라디오기획부
라디오편성부
디지털오디오부

예능1CP
예능2CP
예능3CP
예능4CP
예능5CP
예능6CP

1라디오국
2FM부

해설위원실
시사제작국
시사제작1부
시사제작2부
스포츠국
스포츠기획부
스포츠취재부
스포츠중계부
스포츠콘텐츠제작부

※통합마케팅콘텐츠
프로젝트팀

보도그래픽부

부산방송총국 대구방송총국 전주방송총국 청주방송총국 제주방송총국
- 편성제작국
- 보도국
- 기술국
- 총무국
※방송문화사업국

- 편성제작국
- 보도국
- 기술국
- 총무국

- 편성제작국
- 보도국
- 기술국
- 총무국

충주방송국

창원방송총국 광주방송총국 대전방송총국 춘천방송총국

진주방송국

목포방송국

제작시설부
송신시설부
시스템구축부

제작기술센터
후반제작부

총감독1
총감독2
총감독3
총감독4

총무부
재무부
구매부
후생부
수신료국
수신료기획부
수신료운영부
강북사업지사
강남사업지사
인천사업지사
경기남부사업지사
경기동부사업지사
경기북부사업지사
경영정보국
경영정보부
정보인프라부
자산운용국
자산개발부
※지역신청사
프로젝트팀
시설관리국
건축기전부
전력운영부
시설관리부
안전관리실

보도기술국
총감독1
총감독2
중계기술국

포항방송국

- 편성제작국
- 보도국
- 기술국
- 총무국
※방송문화사업국
※뉴미디어추진단

미디어인프라국

TV기술국

사장
부사장

- 편성제작국
- 보도국
- 기술국
- 총무국
※방송문화사업국

기술기획부
기술운영부
장비관리부

미디어송출부

대형이벤트
방송사업부

안동방송국

경영관리국

미디어플랫폼
주간

광고국

울산방송국

기술관리국

★대형이벤트
방송사업단

시사교양1CP
시사교양2CP
시사교양3CP
시사교양4CP

- 편성제작국
- 보도국
- 기술국
- 총무국
※방송문화사업국

경영본부

광고기획부
광고마케팅부

협력제작국

- 편성제작국
- 보도국
- 기술국
- 총무국
※방송문화사업국

기술본부

방송네트워크국

콘텐츠사업부
플랫폼사업부
지식재산권부

한민족방송부

지역방송국의 하부조직

기획감사부
방송감사부
기술감사부
경영감사부

네트워크운영부
수신기술지원부
소래송신소
남산송신소
관악산송신소
김제송신소
당진송신소
화성송신소

1FM부

보도영상주간

탐사보도부

드라마사업부

콘텐츠사업국

디지털뉴스주간

영상취재1부
영상취재2부
영상편집부

드라마1CP
드라마2CP
드라마3CP
드라마4CP
드라마5CP
드라마6CP

예능사업부

2라디오부

뉴스제작1부
뉴스제작2부
뉴스제작3부

디지털뉴스기획부
디지털뉴스제작부
뉴스시스템개발부

드라마센터

※KBS공영성
강화프로젝트팀

- 편성제작국
- 보도국
- 기술국
- 총무국
※방송문화사업국

- 편성제작국
- 보도국
- 기술국
- 총무국

총감독1
총감독2
라디오기술국

★임시기구
※프로젝트팀

총감독1
총감독2

강릉방송국
원주방송국

순천방송국

44 인력 및 조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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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반

현

황

KBS 역사
1973 한국방송공사(KBS) 창립

1980 2TV, 2라디오 방송 개시

한국방송공사 초대 홍경모 사장 취임
1979 최세경 사장 취임, FM 방송 실시

1990 서기원 사장 취임

이원홍 사장 취임, 컬러TV 방송 시작
1981

KBS 방송강령 제정

3TV 및 교육 FM 방송 개시

3TV 및 교육 FM 교육부 이관

컬러TV 시청료 책정

1993 홍두표 사장 취임

(월 2,500원, 흑백TV 800원)

1994 	수신료 징수 제도 개선, 1TV 광고 폐지

1983 특별 생방송 <이산가족을 찾습니다>

1995 인터넷 방송 개시

1985 박현태 사장 취임

1996 위성 시험 방송 개시

음성다중방송 실시

1997 제34차 ABU 서울총회 개최

1986 정구호 사장 취임

1998 박권상 사장 취임

서울 아시안 게임 주관방송
1926 사단법인 경성방송국 설립

1947 ITU에서 한국에 호출 부호 ‘HL’ 할당

1927 라디오 방송 개시(JODK)

1948 국영 서울중앙방송국 발족

1920
2000
2000 3라디오 사랑의소리 방송 개국
2001 지상파 디지털 TV 본방송
2002	한·일 월드컵 공식 방송, 부산 아시안 게임
주관방송
	KBS KOREA, KBS SKY SPORTS, KBS SKY
DRAMA 개국
2003	정연주 사장 취임, 국제위성방송 KBS
WORLD 개국, 1라디오-뉴스·시사 전문
채널로 새 출범, KBS 윤리강령 제정
2004 5대 광역시 DTV 본방송 실시
	팀제 시행, 9개 총국 9개 지역국으로 지역국
기능 조정
2005 APEC 2005 KOREA 주관방송 실시
지상파 DMB 개국·TV 낮 방송 실시
2006 MMS 시험 방송 실시
KBS JOY 개국·IPTV 시험 방송 실시
2007	지상파 DMB 전국방송 실시,
세계공영방송총회 개최
2008 이병순 사장 취임
2009 김인규 사장 취임
2010	경인방송센터 개국·서울 G20 정상회의
주관방송

46 사장 발간사

1940
2011~2012

1961

서울 TV방송국 개국(KBS TV)

1988 서울 올림픽 주관방송
서영훈 사장 취임

1960
2013~2014

1970
2015

1980
2016~2017 2018

1990
2019

2011

2013

2015

2016

2018

2019

•세계공영TV(INPUT) 서울총회

•KBS W 개국

•고대영 사장 취임

•조직개편 ‘1실 6본부 1사업부 2센터’

•양승동 사장 취임

•재난방송시스템 대대적 개편

•대구 세계육상선수권대회 주관방송

•방송개시 86주년, 공사창립 40주년

•<시대의 작창 판소리> 반프

•KBS-KDB 한류콘텐츠 펀드 출범

•남북정상회담 주관방송

•「KBS 방송 편성규약」 개정

•김인규 사장, ABU 제 13대 회장 취임

•국제방송 개국 60주년

•‘몬스터유니온’ 설립

•진실과 미래위원회 출범

•지역 자체 제작 시사·뉴스 프로그램

•미래방송센터 건립안 이사회 의결

•3.1운동 및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KBS TV 개국 50주년

•<특별생방송 이산가족을 찾습니다>
2014

2012

•조대현 사장 취임

•KBS Kids 개국

•<색, 네 개의 욕망>,

•서울 핵안보정상회의 주관방송

최우수작품상, 방통위 대상 수상

3대 국제상 ‘반프상’ 대상 수상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
•광복70년 국민 대합창
<나는 대한민국> 시행

•고대영 사장, ABU 제15대 회장 취임

•100주년 방송단 출범

•지상파 UHD 방송사업 허가 방통위

•세계공영방송총회(PBI)개최

의결

•성평등센터 출범

<뉴스7> 방송
•<플라스틱 지구> 방송통신위원회
방송대상 ‘대상’ 수상
•<저널리즘 토크쇼 J> 백상예술대상
TV부문 ‘교양작품상’ 수상

•KBS 미션, 비전 선포

•길환영 사장 취임

•교황 방한 124시간 전 세계 생중계

2017

•디지털 방송 시대 개막

•조대현 사장, ABU 제15대 회장 취임

•KBS HD급 고화질 DMB 서비스 시작

•세계 최초 UHD 라이브 중계방송 성공

•세계 최초 지상파 UHD 방송 실시
•‘이산가족을 찾습니다’ 베를린 특별전
•개최
•재난방송 매뉴얼 개정
•KBS UHD 가이드라인 발간

•<기억, 마주서다>
한국방송대상 ‘대상’ 수상

2020
2020
•지역종합뉴스 <뉴스7> 데일리 편성
•‘시청자주간’ 제정 선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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