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BS 방송프로그램 안내

>> EBS는?
방송교육의 선두주자로서
e-Learning 교육의 새로운 장을 열어가는 것을 목표로 하며
Identity, Innovation, Interaction 세가지를 핵심가치로
국민 누구나 평등하게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는
e-Learning의 시대를 열어갑니다.

창의교육·미래방송

IDENTITY
INNOVATION
INTERAC TION

>> Why EBS?

공익적이고 신뢰도 높은 국내 No.1 공영채널

“높은 완성도”와 “참신함”으로 다시 보고 싶은 채널
향후 시청 의향

높은 완성도

참신한 채널

43.8%

40.1%

43.8%

앞으로도 EBS의
교양 및 대중문화 프로그램을
계속 볼 의향이 있다

EBS의 교양 및 대중문화
프로그램이 타 채널
대중문화 프로그램 대비
완성도가 높다

EBS의 교양 및 대중문화
프로그램이 타 채널
대중문화 프로그램 대비
더 참신하다

EBS 교양 및 대중문화 프로그램은 타 채널 대비
완성도가 높고 참신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시청할 의향도 높음
*Source : Kobaco, 2016 MCR 교양 및 대중문화 프로그램 시청자 N=986명, 단위 %, 각 항목별 “그렇다“ 응답 비율

>> EBS 다큐·교양 프로그램은?
“다큐멘터리하면 이 채널이 가장 먼저 떠오른다”
Top of Mind?

예능 프로그램보다 더 재미있는 EBS 교양 프로그램
교양/예능 프로그램 평균 시청률 비교

여행 프로그램 평균 시청률 비교

다큐프라임 (50분 / HD)
2008년 3월 2일 ~ 방송중 (주 3회 방송)
인문, 문화, 과학, 자연, 건강, 육아 등에 관한 EBS 명품 다큐멘터리. 생활과 밀접한 실용적인 다큐, 새로운 시각을 가진 신선한
다큐, 이야기가 있고 재미있는 다큐를 표방하며 2008년부터 지금까지 아이의 사생활, 한반도의 공룡 등 매주 다양한
다큐멘터리를 선보이고 있습니다.

세계테마기행 (50분 / HD)
2008년 2월 24일 ~ 방송중 (주 4회 방송)
세계테마기행은 단순한 여행 정보 프로그램에서 벗어나 자유로운 배낭여행자만이 느낄 수 있는 생생한 체험기를 전해드리고자
기획된 프로그램입니다. 전 세계를 직접 발로 뛰며 제작하는 세계테마기행은 찬란한 문명 유적지와 자연유산은 물론 다양한
모습으로 삶을 영위해 나가는 세계인들의 숨겨진 모습까지 생생히 보여드리는 프로그램입니다.

한국기행 (20분 / HD)
2009년 8월 23일 ~ 방송중 (주 5회 방송)
대한민국의 숨은 비경을 찾아 떠나는 공간여행. 역사와 풍습, 건축, 문화의 향기를 느끼고 전달하는 아름다운 시간여행.
이 프로그램은 우리들이 모르고 있는 또 다른 우리들의 이야기를 담아내는 살아 있는 현장 다큐멘터리 입니다.

극한직업 (70분 / HD)
2008년 2월 26일 ~ 방송중 (주 1회 방송)
우리 사회에는 상상을 초월하는 극도로 힘든 작업환경 속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극한의 직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삶을 밀착 촬영하여 생생하게 보여줌으로써 역경을 극복하고 살아가고자 하는 사람들의 숭고한 의지와 잃어가고 있는
직업정신의 가치를 되돌아보는 프로그램 입니다.

세상에 나쁜 개는 없다 (50분 / HD)
2015년 9월 4일 ~ 방송중 (주 1회 방송)
<세상에 나쁜 개는 없다>는 지금까지 우리가 알고 있던 반려견의 행동만을 이야기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반려견과 함께하는
여러분의 행동에 대한 이야기 입니다. 강아지들도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함께 성장하고 살아가면서 주위 환경과 시시각각
일어나는 주변상황에 많은 영향을 받습니다. 함께 사는 강아지가 문제행동을 보인다면, 보호자의 일상적인 행동 속에 어떠한
잘못이 있는지 이를 살펴보고 해결해가는 방안을 알려주는 프로그램입니다.

고양이를 부탁해 (30분 / HD)
2018년 3월 2일 ~ 방송중 (주 1회 방송)
고양이는 ‘절대 고칠 수 없다’는 잘못된 상식으로 많은 집사들이 혼란에 빠진 지금, 아직은 잘 알려지지 않은 반려묘의 다양한
문제 행동과 지금껏 알지 못했던 반려묘의 속마음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행복한 반려 가정이 되기 위한 해답을 찾기
위해 <세상에 나쁜 개는 없다>에 이은 또 한 번의 프로젝트가 시작 됩니다.

다문화 고부열전 (70분 / HD)
2013년 10월 18일 ~ 방송중 (주 1회 방송)
함께 있으면 어색하고 숨 막히는 두 사람, 고부가 함께 며느리의 친정 나라로 여행을 떠난다. 남편도 아이도 없이
오직 두 사람만이 믿고 의지할 동반자로 서로를 이해하고 갈등의 골을 메워가는 과정을 보여주는 프로그램 입니다.

글로벌 아빠 찾아 삼만리 (70분 / HD)
2015년 9월 2일 ~ 방송중 (주 1회 방송)
이제 외국인 100만 명 시대를 넘어 '외국인 근로자 100만 명' 시대를 눈앞에 두고 있다. 100만 명에 가까운 외국인 근로자들,
그들 중 가족들을 떠나온 아버지와 아버지를 떠나보낸 어린 자녀들이 만들어내는 웃음과 감동의 프로젝트 프로그램 입니다.

성난물고기 (50분 / HD)
2017년 4월 28일 ~ 2018년 2월 23일 (종방)
전 세계 전설적인 물고기와 대물을 찾아 떠나는 여정. 다이내믹한 야생에서 거친 물고기를 잡기 위해 떠나는 두 남자의 여정,
그리고 브로맨스가 담긴 아웃도어 리얼리티 프로그램. 잡기 힘들기로 알려진 돗돔, 저립, 대왕가오리 등 크고 사나운 물고기를
잡기 위해 거친 대 자연과 맞서는 사나이들의 도전기를 그린 프로그램 입니다.

>> EBS 유아 프로그램은?

어린이/주부 타깃 최고의 채널
“유아/어린이 프로그램 시청률 TOP100 싹쓸이”

2017년 1월 기준 전채널 유아/어린이 프로그램 시청률 TOP100 중 90%가 EBS 프로그램
0409 아동 기준 97% , 2544 기혼 기준 97%로 유아/어린이를 위한 최고의 채널

자이언트 펭 TV (10분/ HD)
2019년 4월 3일 ~ 방송중 (주 1회 방송)
남극에서 온 210CM 자이언트 펭귄, 펭수!
스타 크리에이터가 꿈인 펭수의 좌충우돌 성장기
남극에서는 또래와 다른 덩치로 혼자였던 10살 펭귄, ‘펭수’
하지만 몸집만큼 마음도 커다란 펭수는, 주눅 들지 않고
키즈 콘텐츠와 K-POP으로 한류 신화를 이뤄낸, 한국으로 왔다.
이제 할건 무엇? 개성이 강점이 되는 크리에이터!
가보고 싶은 곳은 모두 가보고, 해보고 싶은 것도 모두 해본다!
아직은 EBS 연습생 신분이지만,
과연 펭수는 최고의 스타 크리에이터로 거듭날 수 있을까?

★ 144개국 19개 언어로 번역
★ 어플리케이션 100억회이상 다운
★ 국내 유튜브 채널 구독자수 355만명 돌파
★ 영어채널 790만명 구독자보유
★ 전 세계 최초 EBS미디어 방송

130만 구독자 보유
일평균 6 천명 구독자 증가
매달 1억뷰 누적 증가
SONG & STORIES

TOY BUS

MONSTER SERIES

베이비버스(52부작 / 20분 / HD)
2019년 Season 1 방영종료

BEST JOB

CARTOON

RESQUE TEAM

웰컴 투 베이비버스 월드, 안본 아이는 있어도 한번만 보는 아이는 없다!
전 세계 3억 구독자가 사랑한 베이비버스!
키키, 묘묘와 함께하는 즐거움으로 가득한 하루
교육이 더 공평하게 즐겁게 배우는 몬테소리 기반 교육콘텐츠
우리 아이를 위한 현명한 부모님의 특별한 선택

가장 신뢰 받는 교육 채널 EBS

 
             
EBS미디어가

EBS의 명품 콘텐츠와 교육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T. 02-529-5566 F. 070-4340-4795
w w w . e bsmedia.co .kr

방송권 구입 문의

04091 서울특별시 마포구 토정로 222, 408호 (신수동, 한국출판콘텐츠센터)
김 웅 매니저 lovely@ebsmedia.co.kr T. 070-4340-4712 M. 010-4666-5400
박동규 매니저 dk1234@ebsmedia.co.kr T. 070-4340-4713 M. 010-2925-54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