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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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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BS 가을 편성 신규프로그램 안내
오토바이를 타고 떠난 미식기행 길에서 찾아 낸 인생의 멋과 맛

코로나19로 지친 시청자의 마음을 달래주는 프로그램

방 송 명 : 신계숙의 맛터사이클 다이어리

방 송 명 : 가만히 10분

방송일시 : EBS 1TV, 월 22:45~20:50 (50분) X 13편

방송일시 : EBS 1TV 월~목 24:45~24:55 (10분)

기획의도

기획의도

‘꽃중년, 길을 나서다’로 올해 <세계테마기행> 최고시청률(닐슨 4.25)을 기록한 신계숙 교수.

소소한 주변의 풍경부터 장엄한 자연의 모습과 소리까지 찬찬히 들여다 볼 수 있는 시간.

요리하고 먹는 것이 운명인 그녀는 인생의 내공으로 무장하고 현 지인과의 친화력과 특유의

제작자의 의도적인 구성과 편집을 배제하고, 시청자가 마치 그 곳에 머무는 것처럼 마음의 평화와

유쾌함으로 코로나 우울증을 한 방에 날려버렸다.

사색의 시간이 되는 TV. <가만히, 10분>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신계숙 교수가 오토바이를 타고 떠나는 유쾌한 미식 기행 프로 그램으로 방방곡곡 길에서
찾아낸 인생의 진짜 맛과 멋을 전달할 예정이다

장르 : 휴먼다큐

제작 : 일반교양

주시청층 : 성인일반

주시청층 : 청소년, 성인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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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BS 가을 편성 신규프로그램 안내
다양한 전문가의 눈으로 바라본 특별한 15분! 초밀착 인사이트 탐방다큐

경제경영지식의 기본을 탐색한다.

아주 각별한 기행

방 송 명 : 아주 각별한 기행

방 송 명 : EBR(EBS 비즈니스 리뷰) 플러스

방송일시 : EBS 1TV, 월~금 20:35~20:50 (15분)

방송일시 : EBS 1TV 월~금 12:10~12:25 (15분)

기획의도

기획의도

아주 각별한 기행(가제)’은 프리젠터의 특별한 시선으로 바라본 대한민국의 이야기다. 1개의 테마로 5곳의 여

EBS 비즈니스 리뷰는 수준 높은 비주얼과 탄탄한 스토리로 무장한 경제 경영 콘텐츠 입니다.

행이 전개되며 농밀하고 밀도 있는 여정이 쉼 없이 펼쳐진다. 대대손손 재난에도 안전하게 살 수 있는 십승지

전 세계인들에게 도전의 계기와 영감을 주는 하버드 비즈니스 리뷰(HBR)의 정신을 빌려

(十勝地) 기행, 대한민국 토종견을 찾아 나서는 명견(名犬)만리, 지혜의 산물 어구(漁具) 기행, 인간을

수많은 혁신 사례를 전해드립니다. 동영상 기반의 콘텐츠로 구성된 EBS 비즈니스 리뷰는 텍스트

치유하는 5개의 숲 이야기 등 최근 답답했던 시청자의 감성을 힐링하고, 지식에 대한 갈증을 해갈해 줄 아주

기반의 콘텐츠를 주력으로 하는 하버드 비즈니스 리뷰와 차별성을 두고 있습니다.

각별한 기행이 시작된다.

또한 저명한 스토리텔러와 함께 전 세계 기업의 성공과 도전, 혁신의 순간을 포착하고 이야기
합니다. 국내 최고의 스토리텔러들이 들려주는 경영 혁신 강의를 이제 안방에서 시청하세요.

장르 : 탐방 다큐

주시청층 : 성인일반

장르 : 강의
주시청층 : 성인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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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mes all around the world

“앉아서 하는 세계여행”

세계
테마기행

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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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월 세계테마기행 – <원더랜드 아시아>

방송일 2020년 9월 7일(월)~11일(금)

멋진 모험을 꿈꾸는 당신을 위한 원더랜드
놀라운 이야기가 끝없이 펼쳐지는
환상의 땅 아시아로 간다

지금껏 우리가 몰랐던 남미의 숨은 매력을 찾아
지구 반대편 곳곳을 누비다

교양프로그램

RT

40분, 50분 물

편수

주제별 4편

9월 세계테마기행 – <숨은 남미 찾기>

방송일 2020년 8월 10일(월)~14일(금)

천하절경의 땅 중국, 불과 물의 나라 필리핀,
히말라야의 축복 네팔, 꿈틀대는 화산의 땅 인도네시아까지
장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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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제나 새롭고 볼수록 매력적인 대륙
원더풀 아시아에서 놀랍고도 신비한 모험이 펼쳐진다

남미가 품은 대자연, 안데스와 아마존의 사람들
그리고 낭만과 열정까지!
에콰도르, 콜롬비아, 브라질
다채롭고 아름다운 남미의 3개국에서 찾은
숨겨진 남미의 매력!
그동안 알지 못했던 진짜 남미를 발견하라!

영상보러가기

영상보러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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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trip

한국기행

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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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르

교양프로그램

RT

20분 물

편수

주제별 5편

“대한민국의 숨은 비경을 찾아
떠나는 공간여행”

역사와 풍습, 건축, 문화의 향기를 느끼고 전달하는 아름다운 시간여행
우리들이 모르고 있는 또 다른 우리들의 이야기를 담아내는
살아있는 현장 다큐멘터리

3
8월 한국기행 – <오싹 냉골 기행>

3
9월 한국기행 – <야외에서 하룻밤>

방송일 2020년 8월 10일(월)~14일(금)

방송일 2020년 9월 14일(월)~18일(금)

오싹 냉골 기행

오싹 냉골 기행

1부 – 얼려라 여름

1부 – 저 푸른 언덕에는

2부 – 한 여름 동굴 속으로

2부 – 이 남자들이 노는 법

3부 – 매달려야 시원하다

3부 – 토굴에서의 마지막 하룻밤

4부 – 여름 날, 추억 한 자락

4부 – 아무튼 야생

5부 – 얼음 동동 여름 한 그릇

5부 – 깊은 밤을 날아서

영상보러가기

영상보러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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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treme Job

극한직업

“치열한 직업정신을 HD고화질로 전달하는
리얼 다큐멘터리”
8월 극한직업 – <바다의 공작, 오징어의 귀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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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월 극한직업 – <비워야 산다! 특수청소와 정리 정돈>

방송일 2020년 8월 12일(수)

방송일 2020년 9월 9일(수)

10년 만의 귀환! 지난 몇 년간 자취를 감췄던 오징어가 돌아왔다. 사람들의 간절한

좁은 방안 가득 산더미처럼 쌓인 쓰레기들과 동거하는 이들이 있다. 마음의 병으로

기다림 속에 금의환향한 국민 생선 오징어! 풍년도 예사 풍년이 아니다! 얼마

위태로운 상황에 놓인 이들을 대신해서 청소해주는 특수청소 작업반! 좁은원룸에서

전까지만 해도 금(金)징어라고 불렸던 오징어는 최근 어획량이 8배나 급격히

몇 톤에 달하는 쓰레기가 나오는 것은 물론, 우글거리는 바퀴벌레와 오물까지,

늘어났다. 오징어 대표 어장인 동해안부터 새로운 ‘황금어장’으로 떠오르는

힘든 청소 업계에서도 쓰레기 집 청소는 손에 꼽히는 극한의 직업이다. 최근 집에

서해안까지! 돌아온 오징어의 소식에 전국의 모든 항구가 비상사태!

머무는 시간이 늘면서 가정집의 공간활용과 정리수납에 대한 관심이 늘고 있다.

모처럼의 풍어로 웃음을 되찾은 어민들의 활기찬 일상을 소개한다.

쓰레기로 가득 찬 집을 청소, 소독하는 특수청소 작업반부터 가정집의 공간 활용도를
200% 끌어내는 정리 정돈 전문가까지! 비움을 통해 공간의 의미를 변화시키는
사람들을 만나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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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어머니와 며느리의 ‘역지사지‘
힐링 여행이 시작된다”
8월 다문화 고부열전 – <시어머니 없이 못 사는 울보 며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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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월 다문화 고부열전 – <시어머니의 삼겹살집vs며느리의 쌀국수집>

방송일 2020년 8월 6일(목)

방송일 2020년 9월 3일(목)

우즈베키스탄 며느리 닐루 씨는 툭 하면 시어머니에게 전화를 한다. 남편과의

골목을 사이에 두고 자리잡은 두 식당. 시어머니의 삼겹살집은 동네맛집으로 소문난

사소한 말다툼은 물론이고, 요리하던 만두가 터져도 정숙 여사에게 전화를 해서

반면, 며느리 흐엉씨가 하는 베트남 쌀국수집은 3년째 적자다. 보다 못한

눈물을 터뜨리는데... 그 이유가 뭘까?

시어머니는 쌀국수집을 접고 삼겹살집을 물려받으라는데 며느리는 극구반대.
이유는 무엇일까

장르

교양프로그램

RT

50분, 70분 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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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월 명의 – <지방간의 숨겨진 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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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월 명의 – <간암은 어떻게 시작되는가!>

방송일 2020년 8월 7일(금)

방송일 2020년 9월 11일(금)

쉽게 좋아질 수 있는 반면에 약물로 치료할 수 없는 질환, 지방간.우리나라 성인 3명

간암의 시작점은 무엇일까? 발병 시초부터 알아보는 간암에 대한 모든 것

중 1명이 지방간을 가지고 있다.

A형, B형, C형 등으로 나뉘는 다양한 종류의 간염! 예방법과 치료법에 대한 이야기
소리소문없이 시작되는 간암의 시작점을
EBS 명의 <간암은 어떻게 시작되는가!> 편에서 알아본다.

흔한 만큼 안일한 생각으로 관리를 소홀히 하게 되면 간경변증, 더 나아가 간암까지
생기게 된다.

장르

교양프로그램

RT

50분물

지방간, 어떻게 하면 나아질 수 있을까?
효과적인 식단과 운동법을 알아보자!

영상보러가기

영상보러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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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uman Documentary

“집과 사람, 그리고 공간”

건축탐구 집

8월 건축탐구 집 – <여름, 집으로의 초대>

바쁜 하루의 삶을 뒤로 한 채 편히 쉴 수 있는 곳, 사랑하는 사람들과 하루를 장식하는 곳.
시대에 따라 집의 모습은 바뀌어왔지만 그 본질적인 가치만은 변하지 않습니다.
집을 보면 그 사람의 인생이 보인다고도 합니다.
건축탐구 집은 집과 사람, 공간에 과한 이야기를 담은 다큐멘터리입니다.

9월 건축탐구 집 – <원림(園林)에 살다>

방송일 2020년 8월 11일(화)

방송일 2020년 9월 8일(화)

집 안에 개울이 흐른다?
에어컨 없이도 시원한, 담쟁이덩굴로 뒤덮인 집.
숲속의 별장 같은 집에서 보내는 도예가 지숙경씨의 시원한 여름을 만나본다.

나무를 좋아하던 소년이 40년 넘게 가꾼 정원은
하나의 큰 숲, 원림(園林)이 되었다

방송

[1TV]
(본) 화 오후 10시 40분
(재) 토 오후 5시 50분
(전재) 목 오후 8시 00분
장르

다큐프로그램

RT

50분물

가족들이 언제든 모여 여름을 즐길 수 있는 집!
손주들에게 즐거운 외갓집을 선물해 주고 싶었다는 심태철, 김호연 부부.
부부는 10년 동안 준비한 사과농장에서 은퇴 후 제2의 인생을 시작한다.

축구장 6개 면적의 정원, '죽설헌(竹雪軒)'에는
대나무와 왕버들, 파초, 질경이 등 다양한 식물들이 자라고,
그가 그리는 수묵화도 모두 자연에서 영감을 받은 것이다
숲 가운데에는 부부가 젊었을 적 함께 만든 고즈넉한 집이 자리한다
자연을 존중하는 한국식 정원을 만들고 싶다는 화가의 집을 찾아가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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