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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과 호흡하는 맞춤형 서비스, EBS 영상 자료 및 방송권 판매
EBS미디어는 국내PP사, 지역 민방, 공공기관 및 일반기업 등에서 EBS영상자료를 활용 할 수 있도록 공급하고 있으며
EBS의 우수한 교육 프로그램, 명품 다큐멘터리, 검증된 유아용 콘텐츠 및 DVD를 수요자 맞춤형으로 재가공해 서비스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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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CUMENTARY

Documentary is Life!

“ 한편의 다큐멘터리에 담긴 세상”

다큐
프라임

방송

[1TV]
(본) 월~수 오후 9시 50분
(재) 토일 오후 10시

장르

다큐멘터리

RT

50분, 60분 물

5월 다큐프라임 - <패밀리 아시아 2부작>

세상을 50분이라는 시간으로 재구성한다는 것.

삶을 논픽션으로 담아낸다는 것.
다큐프라임의 슬로건은 그것을 함축한다.

6월 다큐프라임 – <혼돈시대의 중앙은행 3부작>

방송일 2020년 5월 4일(월) ~ 5월 5일(화)

방송일 2020년 6월 08일(월) ~ 6월 10일(수)

언뜻 평범해 보이는 다섯 아버지.

인플레이션이 심한 아르헨티나, 하이퍼인플레이션을 겪고 있는 베네수엘라,

그러나 그 모습 뒤에는 시대적 파고에 인생이 휩쓸릴 수 밖에 없던 과거가 있다.

저금리ㆍ저물가의 뉴노멀 시대에 빠진 일본 그리고 제로금리의 한국 등의 나라들에서

결혼을 앞둔 딸과 함께 아버지는 인생을 돌아보고 과거를 회상한다.

나타나는 물가를 통해 중앙은행의 물가안정 정책에 대해서 알아보며,

다섯 아버지는 국적도, 나이도, 직업도 모두 다르다. 이들을 묶는 단 한 가지 공통점,

코로나19 위기로 시작된 세계 금융위기, 2008년 서브프라임 경제 위기,

바로 사랑이다. 자식에 대한 아버지의 사랑이 행복을 만든다. 또 삶의 의미를

아르헨티나의 외환위기 등에서 중앙은행이 양적완화 등 금융안정 정책을 통해서

제시한다. 인생을 함께 만들어준 아버지. 우리에게 아버지란 어떤 존재일까?

위기를 어떻게 극복했는지를 살펴본다. 아울러 현금이 사라지고 전자거래, QR코드,
금, 가상화폐 등 다양한 화폐가 혼재하고 있는 상황에서 타국의 사례들을 통해

영상보러가기

중앙은행의 역할과 중앙은행이 연구 중인 미래) 등에 대해서 알아본다.
영상보러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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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mes all around the world

“앉아서 하는 세계여행”

세계
테마기행

5월 세계테마기행 – <세계의 지붕, 하늘을 달리다>

세계 테마 기행은 단순한 여행 정보 프로그램에서 벗어나,
자유로운 배낭여행자만이 느낄 수 있는 살아있는 체험기
찬란한 문명 유적지와 자연유산은 물론 다양한 모습으로 삶을 영위해 가는
세계인들의 숨겨진 모습까지 생생히 전해드리는 국내 최장수 여행 프로그램!

6월 세계테마기행 – <북유럽 제대로 즐기기>

코로나19로 인한
재활용 진행
방송

[1TV]
(본) 월~목 오후 8시 40분
(재) 일
오후 4시 35분

장르

교양프로그램

RT

40분, 50분 물

편수

주제별 4편

방송일 2020년 5월 18일(월)~22일(금)

방송일 2020년 6월 1일(월)~5일(금)

하늘과 맞닿은 아득한 고원!
가파르고 험준한 길을 따라
상상(上上) 이상의 놀라운 세계가 펼쳐진다

누구나 한 번쯤은 꿈꿔왔던 버킷리스트 북유럽!
세계에서 행복지수가 가장 높은 사람들과
수천 년 세월을 지내온 천혜의 자연환경이 있는 땅.

히말라야의 아름다운 고봉 ‘칸첸중가’
안데스산맥의 무지개 산 ‘비니쿤카‘
하늘의 전령 ‘콘도르’가 사는 협곡 ‘콜카 캐니언’
지상에서 가장 행복한 나라 부탄 ‘히말라야‘

환상의 풍경을 찾아 피오르 트레킹을 떠나는 노르웨이
눈의 여왕과 오로라를 만날 수 있는 순백의 왕국, 핀란드
한 번쯤 도전하고 싶었던 북유럽 즐기는 법 총정리!

오색찬란한 세계의 지붕
그 멋진 하늘 위로 달려가 보자.
영상보러가기

오직 지금, 북유럽에서만 만날 수 있는
새로운 여행의 안내서를 소개한다.
영상보러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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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trip

“대한민국의 숨은 비경을 찾아
떠나는 공간여행”

한국기행

역사와 풍습, 건축, 문화의 향기를 느끼고 전달하는 아름다운 시간여행
우리들이 모르고 있는 또 다른 우리들의 이야기를 담아내는
살아있는 현장 다큐멘터리
3
6월 한국기행 – <아니 벌써, 여름>

5월 한국기행 – <5월의 부엌 >

방송

[1TV]
(본) 월~금 오후 9시 30분
(재) 토
오후 7시 30분

장르

교양프로그램

RT

20분 물

편수

주제별 5편

방송일 2020년 5월 11일(월)~15일(금)

방송일 2020년 6월 8일(월)~12일(금)

5월의 부엌

아니 벌써, 여름

1부 – 바다 위의 만찬

1부 – 산골 부부가 여름을 맞는 법

2부 – 야생의 부엌을 찾아서

2부 – 모리산, 그 사나이

3부 – 스님의 잡초 레시피

3부 – 오이도, 바다에 기대어 살다

4부 – 오메! 밥정 들었네

4부 – 바라지길 따라 걷다 보면

5부 – 깜장집 부엌은 따스했네

5부 – 우리 동네로 놀러오세요

영상보러가기

영상보러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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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treme Job

극한직업

“치열한 직업정신을 HD고화질로 전달하는
리얼 다큐멘터리”
5월 극한직업 – <바람을 잡는 사람들, 풍차 날개 보수반>

방송

[1TV]
(본) 수 오후 10시 45분
(재) 토 오후 09시 05분
(전재) 수 오후 12시 10분
장르

교양프로그램

RT

30분, 50분, 70분 물

극한 직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삶을 밀착 촬영하여 생생하게 보여줌으로써
역경을 극복하고 살아가고자 하는 사람들의 숭고한 의지와
잃어가고 있는 직업정신의 가치를 되돌아본다.

6월 극한직업 – <50년 농사, 나무 수확하는 날>

방송일 2020년 5월 27일(수)

방송일 2020년 6월 10일(수)

블레이드(날개) 끝단의 최대 속도가 시속 320km에 달하는 풍력발전기. 이

국유림을 조림하고 벌채, 반출하는 일을 수행하는 국유림영림단을 취재했다. 50년

발전기의 핵심인 날개를 로프를 이용해 유지, 보수하는 사람들을 취재했다.

된 나무를 벌채하는 작업을 중심으로 영림단의 활동을 카메라에 담았다.

영상보러가기

영상보러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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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ulticultural Family War

다문화
고부열전

방송

[1TV]
(본) 목 오후 10시 45분
(재) 토 오후 5시 40분
(전재) 월 오후 7시 55분
장르

교양프로그램

RT

50분, 70분 물

“시어머니와 며느리의 ‘역지사지‘
힐링 여행이 시작된다”
5월 다문화 고부열전 – <결혼식 날 대판 싸운 고부, 화해는 힘들어 >

함께 있으면 어색하고 숨 막히는 두사람,
고부가 함께 며느리의 친정 나라로 여행을 떠난다.
남편도 아이도 없이 오직 두 사람만이 믿고 의지할 동반자로
서로를 이해하고 갈등의 골을 메워가는 과정을 보여주는 프로그램

6월 다문화 고부열전 – <내겐 너무 젊은 시어머니>

방송일 2020년 5월 28일(목)

방송일 2020년 6월 4일(목)

며느리 마리나 씨와 대구에 사는 시어머니 박순연 여사는 8개월 만에 만난다.

한국말은 기본! 요리도 잘하고 시부모에게도 잘하는 결혼3년차 루마니아 며느리

작년에 러시아에서 결혼식을 올린 날, 두 사람 사이에는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줄리아! 그런 그녀를 힘들게 하는 시어머니의 취미생활이 있다는데...

여느 며느리처럼 마리나 씨는 박 여사를 반갑게 맞이하지만...

무엇이든 며느리와 함께 하고 싶어하는 시어머니와 그런 시어머니 때문에 괴롭다는

과연 고부는 어떻게 될까?

며느리. 과연 서로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을까요?

영상보러가기

영상보러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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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dical Documentary

“사람, 생명 그리고 명의”

명의

방송

[1TV]
(본) 금 오후 9시 50분
(재) 일 오후 4시 30분
(전재) 금 오후 1시 00분
장르

교양프로그램

RT

50분물

5월 명의 – <당신이 꼭 알아야 할 무릎통증 >

고품격 다큐멘터리 명의는 질병을 눈앞에 두고 이를 치료하기 위해
밤잠 자지않고 고민하는 의료진의 모습이나, 리얼한 병원 현장 소개보다는
새로운 치료법과 수술법을 개발하기 위해 노력하는 의사들의 진지한 표정에
주목하여 제작하는 현장 다큐멘터리
6월 명의 – <몸이 보내는 경고 – 어지럼증과 만성피로>

방송일 2020년 5월 1일(금)

방송일 2020년 6월 5일(금)

무릎연골이 손상되는 원인을 알아보고

만성 피로 증후군은 만성피로로 인해 삶의 질을 떨어트린다, 피로의 원인은 뭘까?

나에게 맞는 수술법과 운동법까지

피로와 어지럼증과는 무슨 연관이 있을까? 명의 스페셜을 통해 알아본다

그동안 쌓아온 명의만의 노하우로 무릎을 살리는 방법을 대공개한다!

영상보러가기

영상보러가기

방송권 구입 문의
김 웅 매니저 lovely@ebsmedia.co.kr T. 070-4340-4712 M. 010-4666-5400
04091 서울특별시 마포구 토정로 222, 408호(신수동, 한국출판콘텐츠센터)
T. 02-529-5566 F. 070-4340-47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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