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 로 운 모 습
4 4 4 4 4

으 로 거 듭 나 겠 습 니 다

안 전 과 신 뢰
4 4 4 4 4

로 차 별 화 하 겠 습 니 다

공 익 의 가 치
4 4 4 4 4

만 을 담 겠 습 니 다



Yester day 

1972
<여로>

1983
KBS 특별생방송 

이산가족을 찾습니다

세계 최장 458시간 연속생방송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

1988 
서울 올림픽 주관방송

1996
주말드라마 <첫사랑>

2000
대하드라마 <태조왕건>

2002
미니시리즈 <겨울연가>

<생로병사의 비밀>

2016
미니시리즈 <태양의 후예>

대하드라마 <장영실>

2007
인사이트 아시아 - 차마고도

2004
주말드라마 <부모님전상서>

미니시리즈 <미안하다, 사랑한다>

대하드라마 <불멸의 이순신>

1998
금모으기 운동 특별방송

Korean
한국 근현대사와 함께 걸어왔습니다.

<전설의 고향> <전국노래자랑> <가요톱10>

<가족오락관>

<가요무대>

<6시 내고향>

<아침마당>

<대추나무 사랑걸렸네>

<개그콘서트>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미니시리즈 <가을동화>,

<인간극장> 

<열린음악회>

주말드라마 <젊은이의 양지>

<장밋빛 인생>

<걸어서 세계속으로>

<위기탈출넘버원>

대하드라마

<대조영>

<비타민>

<스펀지>

인사이트 아시아 

<누들로드>

<슈퍼맨이 돌아왔다> 대하드라마 <정도전><1박 2일>  <아이리스> <다큐3일><추노>

<한국인의 밥상>

대하드라마 <광개토대왕>

<명견만리>

대하드라마 <용의 눈물>

<추적 60분>

<유머 일번지>

<해피 투게더>, <상상+>

<국악한마당>

<인간극장>, <도전골든벨>

미디어
환경

New

KBS



Broadcasting
공영방송, 그 역할을 바로 세우겠습니다.

Today
But  미디어환경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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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2018년2017년2016년2015년2014년2013년2012년2011년

온라인/모바일

종편/pp

신문잡지

지상파

※ 2020년 언론수용자 조사 결과 / 한국언론진흥재단

2년 연속 영향력과 신뢰도  

나훈아쇼동백꽃필무렵

•콘텐츠의 대형화 및 양적 확대

•디지털 매체와 모바일의 성장 (2020년 6조원 규모)

•OTT의 콘텐츠 시장 주도

그러나 그 이면에는 뒷광고 범람, 가짜뉴스 등 

저널리즘 혼탁, 공익적 콘텐츠 실종

<매체별 광고 매출 규모>

MBN연합뉴스
TV

TV조선SBSYTNJTBCMBC네이버KBS 조선일보 조선일보MBN연합뉴스
TV

TV조선SBSYTNJTBC네이버MBCKBS

26.1
23.9

<영향력 있다고 생각하는 언론사/매체사> <가장 신뢰하는 언론사/매체사>

유료매체의 약진    지상파 매체의 영업 적자 가속    공영적 콘텐츠 위축

<매체별 영업손익 현황 (2013년～2019년)>

                                                                 (단위: 억원)  

구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지상파 60 △807 888 410 △368 △2,237 △2,140

SO 4,961 4,535 4,056 3,006 3,486 3,105 2,400

위성 993 779 978 781 743 633 650

IPTV - △683 15,739 18,971 19,237 18,795 15,580

PP
(홈쇼핑, 종편 등)

6,846 6,922 6,880 6,671 9,520 6,369 8,213

※ 자료: 2019년도 방송사업자 재산상황 공표집, 방송통신위원회

▶ KBS월드 TV 유튜브 : 전세계 1,530만 구독자 운영

(단위: 억원)  

코로나19 통합뉴스룸

12.8 12.3

미디어
환경



Tomorrow

1. 창사 수준의 조직개편

2. KBS조직과 그룹사 
    기능 재설계

3. 디지털, 글로벌 공영 
    조직으로 변화

대한민국 안전과 신뢰의 중심 KBS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지키고, 바른 정보로 민주적 공론장을 제공하는 신뢰의 공영미디어가 되겠습니다.
신뢰

품격과 창의의 글로벌 KBS

더욱 창의적인 고품질 콘텐츠로 방송문화의 품격을 높이고, 새로운 한류를 이끌어가겠습니다.
품질

혁신의 미래 미디어, 디지털 KBS

UHD 방송과 차세대 방송기술 개발을 선도하고, 젊고 다양한 디지털 콘텐츠를 풍부하게 제공하겠습니다.
혁신

공존과 소통의 광장 KBS

지역방송국의 기능을 확대해 지역문화 발전을 이끌고, 한민족 평화・공존에 기여하며,  

상생・협력의 공익적 미디어 환경 조성에 힘쓰겠습니다.

다양성

시청자에 의한, 시청자의 KBS

시청자의 주권을 강화하고 다양한 시청자의 참여를 확대하는 한편,  

KBS의 공적책무 수행을 더욱 자세하고 투명하게 설명하고 평가받겠습니다.

개방과 

협력

조직

기능 혁신, 자구노력,  

청년 채용확대

콘텐츠

역사, 문화, 과학, 어린이, 

소수자, 국민감동, 실험

도달률

플랫폼 확대, 모바일・ 

OTT 유통, 글로벌 한류, 

고품질

보도

시스템 검증, 데이터저널리즘, 

여론반영, 교육 증진,  

팩트체크

로컬

지역성, 전국화, 세계화, 

재난방송의 로컬화,  

지역미디어 공동 제작

재난

국가 재난 안전 허브,  

미래재난 대비,  

사회안전

미디어환경

미디어 전체의 공익성, 

건전한 미디어 환경,  

상생 환경

혁신 키워드

<NEW KBS>

 조직 혁신 •직무와 기능의 전면적 재설계

• 고연령, 고호봉 인력 1,000명 

감축 (인건비 비중 축소)

•젊은 미래 방송 인력 대폭 충원

• 임금제도 및 평가제도 개선

인력구조

•보도와 공영성의 편성 확대

• 멀티플랫포밍 편성 

(디지털편성기능 신설)

•국민감동 콘텐츠 기획 확대

• 도달률(유통 확대)을 위한 전략

편성기능

• 안전과 재난의 국가 허브 및  

빅데이터 시스템 구축

•안전 정보 도달률 확대 전략

• 기후재난 전문 기구 설립 운영

• 지역 재난방송의 고도화 및  

재난방송의 로컬화

재난방송

• 지역성의 전국화 및 세계화 

(품질 고도화)

•제작 기능의 지역화

• 권역중심의 제작거점화 및  

생활권역형 취재거점화

로컬정책

•결산・회계 정보 공개와 설명

•시청자와의 간담회 정례화

•시청자의 프로그램 참여 확대

열린경영

• 중소미디어의 재정 지원 

(광고수익의 30%)

•교육방송(EBS) 재정 지원확대

• KBS로컬광고 폐지 

(지역 중소미디어 환경 개선)

•외주제작사 상생 전략

공영성지원

•장르통합형 생산 조직

• 멀티플랫포밍 제작 

(디지털향 제작)

•KBS그룹 토털 리뷰

• 글로벌 플랫폼과의 공동 제작 

및 유통 전략

제작기능

System
새로운 시스템으로 도전하겠습니다.

New

KBS



급격한 미디어환경 변화•새로운 공영방송의 비전

디지털에서의 공익성 구현

ㆍ 공익 콘텐츠 공유를 통한 개방형 아카이브 구축

ㆍ 우리말의 가치를 보전하는 디지털 한국어 센터  

신설 및 운영  

ㆍ디지털용 콘텐츠 대량 보급과 확산

시대적 과제로서의 지역균형발전

ㆍ 지역 제작의 세계적 수준의 고품격 콘텐츠 생산

ㆍ지역 미디어와 연대하는 로컬 방송

ㆍ생활권역형 취재센터 및 지역 언론 포털 운영 

한민족 평화・공존 기여

ㆍ통일방송 주관방송사로서의 KBS 위상 제고

ㆍ평화 통일 공감대 확산 콘텐츠 기획・제작

ㆍ자랑스러운 해외동포상 시상

미디어 전체의 다양성 지원

ㆍ미디어다양성 기금 지원

ㆍ KBS로컬 광고 폐지를 통한 지역미디어 상생 지원

ㆍEBS 수신료 지원 확대 

소통의 기반 위에 존재하는 방송

ㆍ결산・회계 정보의 공개와 공유

ㆍ수신료 사용 연례보고와 설명회 

ㆍ미래세대 시청자위원회 운영

소수자 참여와 공감

ㆍ실버세대, 다문화, 장애인이 참여하는 콘텐츠

ㆍ소수자를 위한 공적 디지털 플랫폼 구축 

ㆍ�어린이, 청소년이 참여하는 건전한 콘텐츠  

확대 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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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재난 안전망으로서의 공영방송

ㆍ고도화된 국가 재난 허브 구축  

ㆍ기후재난 대응 전담조직 운영

ㆍ뉴스 24라이브 스트리밍 채널 신설

저널리즘 품격의 준거 확립

ㆍ시스템을 통한 신뢰뉴스 구축 

ㆍ‘팩트체크 K’센터 설치 운영

ㆍ시민 참여형, 소통형 저널리즘 구현 

국민 감동의 차별적 콘텐츠

ㆍ�초대형 대하드라마,  

고품격 다큐 시리즈 <대기획 K> 

ㆍ과학 콘텐츠, 제2의 나훈아쇼

ㆍ클래식 문화예술 기획

새로운 한류 점화  

ㆍ한류 콘텐츠의 국내·외 공연

ㆍ국제 공동제작 확대를 통한 한류 확산

ㆍ한국어의 세계화 

UHD 방송기술 선도

ㆍ UHD TV방송 전국화 및  

제작・송출인프라 확대 구축

ㆍUHD 모바일 방송 서비스 활성화

ㆍ무료 보편적인 방송 시청권 강화

디지털 미디어 선도

ㆍ장애인, 소수자 서비스 기술 개발

ㆍ�수신환경 개선을 위한 디지털 융합 기술 

고도화 

ㆍ미래 방송서비스 인재 양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