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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뢰도-영향력 1위 달성
국민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KBS 사장 양승동입니다.

2019년 KBS는 위기를 기회로 바꾸고, 성장의 기틀을 마련한 도전의 한 해였습니다. 

국가적인 재난재해가 잇따라 발생하고 지상파 광고시장이 급격히 위축돼 재정위기가 확대되는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KBS는 공영방송의 철학과 비전을 확고히 하고 신뢰도를 향상시키는 등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고자 

노력했습니다. 

먼저 재난방송 주관방송사로서 차별화된 방송서비스를 구현하기 위해 재난방송시스템을 전면 개편했습니다. 

재난방송의 목적을 ‘국민의 생명 보호와 피해 최소화’에 두고, 시청자들이 TV뿐 아니라 PC와 스마트폰에서도 

재난뉴스를 신속히 확인할 수 있도록 체계를 정비했습니다. 또한 전국 각 지역에 특화된 재난방송 서비스를 제

공하는 한편, 청각장애인과 외국인 등 정보 취약계층을 위해 수어와 외국어 자막 방송을 실시했습니다.

아울러 방송의 독립성을 강화하고 공정하고 공익성 높은 프로그램을 제작하기 위해 「KBS 방송편성규약」을 

16년 만에 개정했습니다. 취재와 제작 자율성의 기반 위에서 구성원들이 공영방송인으로서 최선을 다하려 노

력했고, 한국언론진흥재단이 실시한 언론수용자 의식조사에서는 KBS가 9년 만에 신뢰도와 영향력 모두에서 1

위에 오르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지역방송 활성화에도 힘썼습니다. 2018년부터 시범 실시한 제주방송총국의 저녁 7시 지역 종합뉴스(19시~19

시 40분)를 전국 9개 총국으로 확대하는 한편, 심층적인 지역 밀착형 뉴스를 중심으로 지역 의제 설정 기능을 

강화했습니다.

또한 3.1운동과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맞아 <그날이 오면>, <나의 독립 영웅>, <밀정> 등 100주년

의 현재적 의미를 찾는 다양한 특집 프로그램을 방송했습니다.

2019년은 KBS가 ‘드라마 명가’로서 명성을 되찾았다는 평가를 받기도 했습니다. 최고 시청률 49.4%를 기록한 

<하나뿐인 내편> 등 주말드라마가 강세를 보인 가운데 <왜그래 풍상씨>, <동백꽃 필 무렵>과 같은 미니시리즈

들이 높은 화제성과 시청률로 호평을 받았습니다. 예능에서도 <사장님 귀는 당나귀 귀>, <1박2일 시즌4> 등이 

도전적인 실험을 펼치며 동시간대 시청률 1위를 기록하는 등 KBS표 예능 콘텐츠의 존재감을 높였습니다. 

이 같은 양질의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제작하기 위해 내부 혁신 노력도 병행했습니다. 콘텐츠 경쟁력 강화를 골

자로 한 조직개편과 효율적인 인력 운용에 방점을 둔 직급체계 개편, 경영 위기를 타개하기 위한 ‘KBS 비상경

영계획 2019’를 시행하는 등 조직과 비용 구조를 재정비했습니다. 더불어, 지상파 방송 3사와 통신사가 제휴한 

OTT 플랫폼 ‘웨이브’를 출범시키는 등 국내와 해외에서 플랫폼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조치에도 착수했습니다.

2020년 올해도 저희 임직원 모두는 KBS가 진정한 국민의 방송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정성을 다하겠습니

다. 고맙습니다.

KBS 한국방송 사장  양 승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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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KBS 방송지표

중장기 목표

채널 현황 

TV 보도·시사정보·스포츠· 교양·

다큐멘터리 중심의 국가기간 채널

건강한 가정 문화·

연예· 오락 채널

Radio 
뉴스와 

시사정보 채널

대중 음악 

전문 채널

장애인과 소외계층을 

위한 사회복지 채널

남북 화합과 

교류의 채널

국내 유일 클래식·

국악 전문 채널

음악 예능 

채널

드라마 

전문 채널

엔터테인먼트 

채널

대한민국 대표 

스포츠 채널

삶을 리드하는 

여성 전문 채널

어린이 

에듀테인먼트 채널

인물·역사·다큐멘터리· 

교양 정보 채널

케이블 방송  

KBS N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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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BS 라디오 생방송, 다시듣기/보기, 

팟캐스트 등을 제공하는 

모바일 서비스

다양한 소식을 24시간 

빠르게 전하는 인터넷 전용 

뉴스 채널

KBS 1TV에 기반한 

한국인의 DMB 중심 채널

음악 전문 DMB 채널KBS 2TV에 기반한 

가족문화 DMB 채널

양방향 데이터 채널

지상파 
DMB

KBS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실시간, 

VOD, 핫클립으로 제공하는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KBS는 3.1운동과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이 되는 역사적인 해를 

맞아 2019년 방송지표를 '함께하는 평화, 함께여는 미래'로 정하고 국민과 

함께, 세계와 함께 한반도 평화 정착의 길을 모색했습니다. 한반도 평화 

정착에 대한 통찰과 한국 사회의 비전을 제시할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작

함은 물론, 공정하고 정확한 뉴스와 심층적인 시사 프로그램을 통해 시청

자의 신뢰를 더욱 확고히 함으로써 공영방송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자 노력한 한 해였습니다.

시간, 장소, 세대를 넘어 시청자에게 신뢰받는 공영 미디어가 되겠습니다.

지상파 방송(TV, Radio)의 한계를 넘어 다양한 플랫폼과 형식으로 공영방

송의 책무를 수행하겠습니다.

5대 세부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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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열사 현황

계열사 현황

1989년 4월 1일

김진석

02-2600-8600

서울시 강서구 공항대로 376 KBS 스포츠월드

방송시설관리, 스포츠사업, 방송기술사업

공연/문화사업, 방송차량서비스, 교육사업

정보통신·전기·소방·기계설비 및 

시설물유지관리 공사 등

1991년 9월 1일

우종택

02-6939-8100

서울시 마포구 매봉산로 45 KBS미디어센터 5층

국내외 방송권·전송권 판매

뉴미디어 플랫폼 개발 및 광고마케팅 사업

콘텐츠 제작 및 투자사업

공연·전시 등 문화사업, 교육사업

2001년 3월 8일

박정미

02-787-3333

서울시 마포구 매봉산로 45 KBS미디어센터 3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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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년 9월 1일

신기호

02-6099-7312

서울시 영등포구 국회대로62길 4 KBS연구동 3동 303호

KBS뉴스영상제작, KBS뉴스진행, 특수영상제작, 외주제작

2004년 7월 15일

이명신

213-739-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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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주지역 KBS 콘텐츠와 채널 공급사업

2005년 10월 19일

윤석구

03-3568-77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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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지역 KBS 콘텐츠와 채널 공급사업

2016년 6월 9일

정해룡

02-303-7600

서울특별시 마포구 매봉산로 45 KBS미디어센터 20층

방송프로그램(드라마, 예능) 제작

1991년 10월 1일

박상재

02-6099-7799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대방로 359 KBS별관 7층

방송미술(디자인, 장식, 의상, CG, 세트, 분장/미용), 

문화사업, 전시사업, 임대사업, 테마파크사업)

2011년 3월 1일

배정철

02-6099-7110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공원로 13 KBS본관 1층

KBS시설경비, 행사장 질서유지, 원격교육사업, 

인력파견업, 건물관리업(주차, 위생, 시설), 

기타 경비업법상 경비관련업

설립일자

대립일표

대표전화

주립일소

주요사업

설립일자

대립일표

대표전화

주립일소

주요사업

설립일자

대립일표

대표전화

주립일소

주요사업

설립일자

대립일표

대표전화

주립일소

주요사업

설립일자

대립일표

대표전화

주립일소

주요사업

설립일자

대립일표

대표전화

주립일소

주요사업

설립일자

대립일표

대표전화

주립일소

주요사업

설립일자

대립일표

대표전화

주립일소

주요사업

설립일자

대립일표

대표전화

주립일소

주요사업 01. 회사개요 및 주요 연혁 

02. 사업영역 

03. 조직도 

04. 주요임원 

05. 재무현황 & 손익현황 

회사소개 
01. 회사개요 및 주요 연혁 

02. 사업영역 

03. 조직도 

04. 주요임원 

05. 재무현황 & 손익현황 

회사소개 



지상파 방송(TV, 라디오)의 한계를 넘어 
시간, 장소, 세대를 넘어 
시청자에게 신뢰받는 
공영미디어가 되겠습니다. 

Korean 

Broadcasting 

System

2019 연차보고서

저널리즘의 혁신과 사회·경제적 의제의 공론 확대를 통해 

시청자로부터 ‘정보의 최종 확인자’이자 ‘사회적 이정표’로서 

독보적 신뢰를 확보하겠습니다. 

KBS 콘텐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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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국제상 국내상 수상작

2019년 국제상 수상작 2019년 국내상 수상작
1월
· 2019 KBS 월드라디오 신년특집 

 <한국인, 평화를 말하다>

2월
· KBS  <5시N 대.세.남 

  - ‘대한독립만세, 민중의 외침’> 

3월
· 3.1운동 100년 특집 다큐드라마 <그날이 오면>

· 3.1운동 100주년 특집 <아리랑 로드>

· KBS대전 3.1운동 100주년 특집 <명예의 그늘>

4월
· KBS클래식FM 개국 40주년 특집 

  <당신곁에 40년, KBS 클래식FM>

5월
· <거리의 만찬 - ‘오버 더 레인보우’>

· KBS부산 <뉴스9 – 심층기획 ‘금기의 땅 70년’> 

7월
· <생로병사의 비밀 - ‘암과의 전쟁’> 

· 새고려신문 창간70주년 기념 특집 다큐멘터리  

  <내 핏속엔 우리말이 흐르고 있다>

8월
· <시사기획 창 - ‘밀정’>

· KBS전주 <1.5°C의 비밀, 목조건축>

9월
· 추석 특집드라마 <생일편지>

· 디지털미디어 <KBS 코리안 디아스포라>

10월
· 안중근의사 의거 110주년 특집 

  <미스터리 추적 안중근의 총>

· 제4회 한국어 말하기 동영상 공모전 

  <#Korea, 해시태그 한국>

11월
· <다큐 인사이트 - ‘부드러운 혁명’>

· <동백꽃 필 무렵>

12월
· KBS부산 <슈퍼타워(Super Tower)>

뉴욕 TV&FILM 페스티벌

- 예능·미니시리즈 부문 금메달  

  <매드독>

- 자연·야생 다큐멘터리 부문 은메달

  <KBS 스페셜 - ‘마이크로 사파리집’>

새와 야생동물 페스티벌

- 야생동물 부문 최우수상

  UHD 특별기획 <안동호 쇠제비갈매기의 

  비밀>

AIBD상 

- 과학·환경 부문 최고 TV 다큐멘터리상 

  <KBS스페셜 - ‘플라스틱 지구’>

휴스턴 국제영화제

- 자연·야생 생태 다큐멘터리 부문 심사위원

특별상

UHD 특별기획 <안동호 쇠제비갈매기의 

비밀>

- 지역 편성 프로그램 부문 대상

  KBS청주 <미래를 위한 선택, 축산혁명 > 

- 뉴스 특집 부문 대상

  <뉴스 9 - ‘나는 대한민국 미혼모입니다’>

- 리얼리티 프로그램 부문 금상

  <KBS스페셜 - ‘주문을 잊은 음식점’> 

- 다큐멘터리 부문 금상 

  <시사기획 창 - ‘광복절특집 위안부’>

- TV 미니시리즈 부문 금상

   <마녀의 법정>

- TV 시리즈 다큐멘터리 부문 금상 

  <인간극장 - ‘삶이 끝날 때까지’>

-  TV 시리즈 드라마 부문 은상 

   <같이 살래요>

- TV 특집 드라마 부문 은상

  <나의 흑역사 오답노트>

- 탐사보도 부문 은상

  <추적60분 - ‘41만명의 청원, 성민이 사건은

   끝나지 않았다’>

- 정보·문화·역사 시리즈 부문 동상

  <명견만리 - ‘장벽을 허물면 길이 된다’>

- 행사중계 부문 동상

  <KBS뉴스 특보, 2018 남북정상회담>

- 자연·야생생태 부문 동상

<KBS스페셜 - ‘마이크로 사파리집’>

방송통신위원회 방송대상
- 대상

  <KBS스페셜 - ‘플라스틱 지구’ >

- 우수상(창의실험 부문)

  <KBS스페셜 - ‘주문을 잊은 음식점’> 

- 우수상(지역발전 부문)

  제주어 미니시리즈 <어멍의 바당>

- 우수상(지역발전 부문)

  제주4.3 70주년 특집 다큐드라마 <순이삼촌>

제46회 한국방송대상 
- 대상

  KBS대구 <기억, 마주서다>

- 작품상(지역뉴스보도 부문)

  KBS부산 <뉴스9 - ‘센텀2지구, 정의로운 

  개발인가’>

- 작품상(시사보도 부문)

  <시사기획 창 - ‘조선학교, 재일동포 

  민족교육   70년’>

- 작품상(생활정보TV 부문)

  <회사가기 싫어 2019 - 1회 ‘부장의 자리엔 

  졸대가 지나지 않는다’>

- 작품상(다큐멘터리TV 부문)

  <KBS스페셜 - ‘플라스틱 지구’ >

- 작품상(사회공익 부문)

  <KBS스페셜 - ‘주문을 잊은 음식점’>  

제55회 백상예술대상
- TV 부문 교양작품상

   <저널리즘 토크쇼 J>

뉴욕 라디오 페스티벌 

- 엔터테인먼트 부문 금상

  제주4.3 70주년 특집 다큐드라마 

  <순이 삼촌>

- 정보·다큐멘터리 부문 은상

  2018 남북정상회담 기념 어린이날 

  <고향의 봄>

서울드라마어워즈 

- 한류드라마 부문 우수상 

  <닥터 프리즈너>

ABU 상 

- 라디오 다큐멘터리 부문 장려상 

  세월호 5주기 특집 다큐멘터리 

  <다섯 번째 봄, 첫 번째 수학여행>

제31회 한국PD대상 
- 작품상 TV지역 정규 부문

  KBS창원 <별의별 중계>

- 작품상 라디오 시사·교양·드라마 부문

  <역사를 찾아서 700회 특별기획 - 우리가 찾은

   역사 이야기>

제21회 양성평등미디어상
(여성가족부 선정)

- 방송 부문 최우수상

  <뉴스9 - 여성살인의 전조 ‘스토킹’>

- 방송 부문 최우수상

  <거리의 만찬  - ‘아이들이 묻습니다’>

- 방송 부문 최우수상

  <회사가기싫어 2019 - ‘슈퍼우먼은 없다’ 외>

- 방송 부문 우수상

  3.1운동 및 대한민국 임시정부수립 100주년 

  특별기획 <나의 독립영웅> 

상반기 바른 방송언어 특별상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선정)

  KBS청주 <시사플러스 - ‘복지 아닌 권리, 너무도

  당연한 장애인의 권리’>

하반기 바른 방송언어 특별상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선정)

  한글날 특집 <도전! 골든벨>

지역프로그램대상 동상
(방송문화진흥회 선정)

  KBS창원 <별의별 중계>

제27회 불교언론문화상
- 방송 부문 최우수상

  KBS스페셜 <세계유산 대흥사 - 인드라망의 

  숲에서>

- 방송 부문 최우수상

  부처님 오신날 기획 다큐세상 <마음의 꽃, 연등>

이달의 좋은 프로그램상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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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 스포츠

KBS만 할 수 있는 독보적 뉴스

공영방송만 할 수 있는 독보적 저널리즘을 시도해 개가를 올렸습니다. 독립유공자 속에 

숨어 있던 ‘밀정’ 895명을 최초 발굴했습니다.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에 맞춰 임정 파괴

자들을 고발한 <밀정> 2부작은 ‘한국 기자상’, ‘올해의 방송기자상’ 등을 휩쓸었습니다. 

<3.1운동 100주년 특집 만세지도> 프로젝트는 데이터저널리즘의 축적된 역량을 입증했

습니다. 국민 20여 명이 숨진 ‘헝가리 유람선 참사’를 가장 일찍부터, 가장 늦게까지 현

지에서 취재하며 차별적인 국제뉴스를 선보였습니다. 공영방송이 추구해야 할 저널리

즘에 대한 공감대를 사내·외에 넓혔습니다.

혁신, 방송은 ~ing 디지털은 start!

대표 뉴스 <뉴스9>은 2018년의 혁신 기조를 이어갔습니다. 중요 이슈를 깊게 파고드는 

‘블록 편집’을 강화하고 뉴스의 현장을 연결하는 생생한 라이브(Live)를 대폭 늘렸습니

다. 하반기에는 <뉴스9> 메인 앵커에 여기자를 기용하는 국내 첫 시도로 호평을 받았습

니다. 디지털 분야는 미뤄왔던 혁신 작업을 본격화했습니다. 디지털 형태의 기사 생산

을 2018년보다 2.6배 늘렸고 디지털 전용 프로그램을 다수 론칭해, <댓글 읽어주는 기

자들>은 성공적으로 안착했습니다. TV 편성이 힘든 주요 뉴스 Live를 유튜브와 카카오 

등에서 적극 소화했습니다. 디지털 전용 스튜디오 ‘라온’을 개설해 디지털 부문의 제작 

기반을 확충했습니다.

믿을 수 있는 ‘공영 재난미디어’ 변모 시작

재난방송의 ‘컨트롤 타워’가 될 재난방송센터를 신설해 유사시 전사적 리소스를 총동원

할 수 있도록 설계했습니다. 재난방송의 기조를 ‘예방 중심’으로 전환했습니다. 확인된 

사실을 신속히 보도해 피해 예방에 실질적으로 기여하도록 재난방송의 내용과 형식을 

바꿨습니다. 지진, 산불 등 비교적 드물었던 자연 재난에 대비해 비상 훈련을 반복했고, 

비상 방송 계획을 완비했습니다. 미세먼지 등 새로운 사회 재난에 대해서도 재난방송을 

적극 편성했습니다. 아울러 재난방송에 머물지 않고 ‘공영 재난미디어’로 확장하려는 시

도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KBS 뉴스 홈페이지에 디지털 재난 섹션을 도입해, 모바일과 PC

로도 재난 뉴스를 일목요연하게 확인할 수 있게 했습니다. 

선거 방송의 혁신, 점에서 선으로

21대 총선을 앞두고 선거 방송은 패러다임 변화에 시동을 걸었습니다. 개표방송에 집중

해왔던 기존의 관성을 버렸습니다. 선거 방송 준비를 일찍 시작해 시청자의 관심을 선점

하고, 그 관심을 개표방송까지 이어가자는 ‘선(線)형’ 선거 방송 전략을 시도했습니다. 

선거 토크쇼 <정치합시다>를 선거 반년 전부터 론칭했습니다. 정치의 효능감을 적극 부

각해 ‘정치 혐오’만 부추기는 퇴행적 보도 행태를 극복하고자 했습니다. <정치합시다> 

론칭에 맞춰 1020 세대를 겨냥한 디지털 선거 콘텐츠도 지속적으로 공급했습니다.

스포츠 이벤트에 대한 공영적 접근

날로 상업화되는 스포츠 이벤트에 공영방송의 정체성을 최대한 살리며 접근했습니다. 

공익적 스포츠 행사는 흥행 여부와 무관하게 적극 제작했습니다. ‘한반도 평화를 위한 

아시아 국제배구대회’를 기획·제작해 남북 협력의 가교라는 공적 책무를 수행했습니다. 

‘제100회 전국체전 주관방송사’ 역할을 성공적으로 다했고, ‘한국 스포츠 새로운 100년’ 

연속 기획을 통해 스포츠 미투와 학교 체육 활성화 등 다양한 스포츠 개혁 이슈를 30차

례 넘게 보도했습니다. <이광용의 옐로카드 시즌3>, <ㅋㅂㅅ 박물관> 등 디지털 스포츠 

콘텐츠는 광고와 협찬을 적극 유치해 안정적인 제작 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잇단 실책과 비판, 산적한 과제 확인

전방위적인 혁신 시도 속에서 예상치 못한 사고도 끊이지 않았습니다. 강원 산불 늑장 

보도는 재난방송 주관방송사로서의 책임을 소홀히 했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김경록 PB(Private Banker) 보도 논란’은 내부의 취재·제작 관행과 외부의 기대 사이에 

적잖은 격차가 있음을 확인해줬습니다. 크고 작은 사고 때마다 KBS에 대한 시청자들의 

질책이 쏟아지면서 당초 계획했던 「신뢰의 기준, KBS 뉴스」라는 목표는 충분히 달성하

지 못했습니다. 보도본부 안에 자율과 책임의 원칙을 더 명확히 확립하고, 취재 윤리와 

편집 기준을 개선해야 할 숙제가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K B S  콘 텐 츠

2019년은 ‘미완의 도전’이었습니다. KBS 뉴스는 시청률 1위를 지키며 과감한 변화에 나섰습니다. 굵직한 의제를 발굴하며 저널리즘 

재건을 가속화했습니다. 디지털 혁신을 본격화했고, 재난방송도 차별화에 시동을 걸었습니다. 하지만, 실책 역시 적지 않았습니다. 

논란과 비판을 자초했습니다. 도전 완수까지는 과제가 산적해 있음을 확인한 한 해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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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 교양 & 다큐멘터리

시사·다큐멘터리 프로그램의 새로운 진화

급변하는 방송 환경 속에서 종영한 <추적 60분>과 <KBS 스페셜>을 대신해 <시사 직격>

과 <다큐 인사이트>를 신설함으로써 시사·다큐멘터리의 시의성과 심층성을 강화했습니

다. <시사 직격>은 홍콩의 일촉즉발 시위 상황을 밀착 취재한 ‘홍콩, 자살당하다’, 한·미 

동맹에 대한 새로운 관점을 제시한 ‘동맹의 재발견’ 편 등을 통해 국내외 시사 이슈에 신

속하게 대응했습니다. 또한, 탐사 기능을 강화하며 검찰 개혁을 추적한 ‘칼잡이, 칼끝에 

서다’, ‘검사 김홍영의 증언’, 계엄 문헌의 실체와 불법성을 고발한 ‘단독입수, 계엄문건 

작성자들의 진술’ 편을 통해 권력 기관에 대한 감시를 이어나갔습니다. <다큐 인사이트>

는 고품격 다큐멘터리 프로그램의 선택과 집중을 통해 <와일드맵>, <모던코리아>, <세

상 끝의 집 - 카르투시오 봉쇄수도원> 등을 방송하여 기존에 보지 못한 참신한 연출과 소

재 선정으로 화제성과 영향력에서 큰 호평을 받았습니다.

사회적 약자와 소외계층에 대한 관심 환기

KBS 교양프로그램에서는 소외된 이웃들의 목소리를 지속적으로 담아내려 노력했습니

다. 시사 토크쇼 <거리의 만찬>은 산업현장에서 위험의 외주화를 겪고 있는 노동자를 조

명한 ‘노동의 조건’, 보호 종료 아동의 자립을 다룬 ‘열여덟 어른’ 편 등을 방송하며 소외 

계층의 입장을 꾸준히 대변했습니다. 특히 성 소수자 가족들의 이야기를 경청한 ‘오버 

더 레인보우’ 편과 어린이 젠더 교육을 다룬 ‘어린이날, 아이들이 묻습니다’ 편은 각각 5

월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이달의 좋은 프로그램상’과 12월 ‘양성평등미디어상 최우수상’

을 수상하는 등 시민사회의 큰 지지를 받았습니다. 또한 <이웃집 찰스>로 다문화 가족에 

대한 끊임없는 관심과 지원을 끌어내고, 지상파방송 중 유일한 장애인 프로그램인 <사

랑의 가족>을 통해 사회의 일원으로서 주체적으로 살아가는 장애인의 모습을 전하며 공

영방송의 역할에 충실하고자 노력했습니다.

시청자의 눈높이에 맞춘 창의적 프로그램 제작

높아진 시청자의 눈높이와 시대정신을 반영해 창의적이고 새로운 프로그램 실험을 이어

나갔습니다. SNS와 방송이 협업한 <꿀잼 퀴즈방>, 다큐멘터리와 드라마의 콜라보레이

션을 표방한 모큐멘터리 드라마 <회사 가기 싫어> 등으로 새로운 장르를 개척했습니다. 

SNS와 뉴미디어 유통을 고려한 <덕화TV>, <지식채집프로젝트 베짱이> 또한 젊은 시청

자들의 눈높이에 맞추는 데 성공했습니다. KBS가 보유한 방대한 영상 아카이브 자료를 

입체적이고 감각적으로 재구성한 <모던코리아>는 새로운 포맷과 실험성 높은 제작방식

으로 시청자들의 큰 호응을 불러일으켰습니다. 파일럿 및 시즌제 프로그램을 통한 실험

도 계속됐습니다. <부르면 복이 와요. 달리는 노래방>, <고립낙원>, <UHD 하룻밤 여행 

소리랑>, <사장님이 美쳤어요>, <슬기로운 어른이 생활> 등 다양한 장르의 프로그램을 

제작하여 시청자의 눈과 귀를 충족시켰습니다.

3.1운동 및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특별기획

3.1운동과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이 되는 뜻깊은 해를 맞아 과거를 돌아보고 

독립의 의미를 되새기는 프로그램들을 제작했습니다. 특집 프로그램 <시민의 탄생>과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는 대한민국 건국 과정을 통해 우리 민주주의의 뿌리를 다

시금 확인하고, 성숙한 민주공화국의 조건과 미래를 생각해볼 계기를 제공했습니다. 겨

레의 노래인 아리랑이 전 세계로 퍼져나간 과정을 찾아보는 다큐멘터리 <아리랑 로드>

는 우리 민족의 고난 극복의 역사를 되새겼습니다. 대한민국 대표 석학 도올 김용옥과 

유아인이 함께 출연한 <도올아인 오방간다>는 우리나라 근·현대사 100년을 재조명하며 

세대를 뛰어넘는 통찰력 있는 역사 대담을 선보였습니다. 정규 프로그램인 <걸어서 세

계속으로>와 <아침마당>, <이웃집 찰스>, <TV쇼 진품명품> 또한 ‘걸어서 임시정부 속으

로’, ‘독립운동가 특집’ 등의 기획을 연중 선보였습니다.

시청자 참여와 소통 강화

우리 사회의 갈등과 분열 극복을 위해 서로 소통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에 앞장서고 시청

자의 의견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시민의회>, <新 만민공동회> 등의 특집 프로그램은 ‘국

회의원 정수 증가’, ‘예술, 체육계 병역특례’, ‘미세먼지’ 문제를 공론의 장으로 끌어냄으

로써 해결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데일리 시사프로그램 <더 라이브>는 시청자들의 댓글 

참여와 실시간 소통을 더욱 강화해 시청자 참여를 활성화했으며, <아침마당>은 시청자 

참여 애플리케이션 ‘티벗’을 활용해 시청자가 주인공이 되는 코너를 기획했습니다. 자연

생태 프로그램인 <와일드맵>은 SNS를 통한 실시간 시청자 소통이라는 새로운 시도로 자

연 다큐멘터리의 한계인 현장성을 극복하며 자연 다큐멘터리의 새로운 포맷으로 자리매

김했습니다. <덕화TV>, <슬기로운 어른이 생활> 등의 신규 프로그램과 <생로병사의 비

밀>, <TV 유치원> 또한 SNS 채널을 활용하며 시청자들에게 더 가까이 다가섰습니다.

K B S  콘 텐 츠

기존의 시사·교양 프로그램을 혁신하고 다양성을 확대해 KBS의 영향력과 의제 설정 능력을 강화했습니다. 

노동자, 성 소수자, 외국인, 장애인 등 소외된 이웃들의 목소리를 지속적으로 담아내며 공영방송의 책무를 성실히 수행했습니다. 

3.1운동과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맞아 독립의 의미를 되새기는 특집 프로그램들을 제작했습니다. 

시청자의 눈높이에 맞춘 창의적이고 새로운 프로그램을 제작하는 한편 SNS 등을 통해 시청자와의 소통을 강화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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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 예능

신규 프로그램을 통한 킬러 콘텐츠 제작

<사장님 귀는 당나귀 귀>, <1박 2일 시즌4>, <신상출시 편

스토랑>, <아이를 위한 나라는 있다>, <정해인의 걸어보

고서> 등을 제작하여 새롭고 도전적인 실험을 선보였습

니다. <사장님 귀는 당나귀 귀>는 사회 각계각층의 리더

들과 함께 ‘올바른 리더상’에 대해 생각해보는 프로그램

으로, 일요일 동시간대 시청률 1위를 달성하며 새로운 킬

러 콘텐츠로 자리매김하였습니다. 긴 공백기를 거쳐 새롭

게 돌아온 <1박 2일 시즌4>는 단숨에 주말 예능 전체 시청

률 1위, 화제성 1위를 차지하는 등 KBS 대표 예능 프로그

램으로서 자리를 굳건히 했습니다. <신상출시 편스토랑>

은 스타들이 개발한 메뉴를 편의점에서 출시해 소비자가 

직접 체험할 수 있게 하는 새로운 시도로 각광 받고 있습

니다.

새로운 도전, 다양한 포맷의 프로그램 제작

대한민국의 육아 문제를 화두로 던진 <아이를 위한 나라는 있다>, 톱스타의 여행 브이로

그 <정해인의 걸어보고서>, 천만 애견인을 타깃으로 하는 <개는 훌륭하다> 등의 다양한 

포맷의 프로그램을 통해 새로운 시도를 선보였습니다. <아이를 위한 나라는 있다>는 연

예인이 시청자 가정을 방문해 부모 대신 실제 육아에 참여하며 육아 문제의 고충에 대

한 사회적 관심을 환기시켰습니다. <정해인의 걸어보고서>는 방송 직후 실시간 검색어 

순위 상위에 오르고 동영상 조회수가 최고 15만 건에 달하는 등 높은 화제성을 보여줬

습니다. 그 외 바람직한 반려견 문화를 위한 <개는 훌륭하다>, 배우 김수로의 영국 하위

리그 구단 경영기 <으라차차 만수로>, 젊은이들이 마트에서 함께 장을 보며 사랑을 키

워가는 <썸바이벌 1+1>, 히트곡 매시업 뮤직셔플쇼 <더 히트> 등 화제성 있는 다양한 소

재를 콘텐츠화해 시청자들의 큰 호응을 받았습니다. 

한류 콘텐츠의 다각화

<불후의 명곡>은 4월, 해외 공연을 일본 도쿄 인근 지바시에서 개최해 ‘전설 김연자(339

회)’, ‘일본인이 사랑한 한국 가요(400회)’를 방송했습니다. 재외 동포는 물론 일본인 관객

까지 총 7천 3백여 명이 관람한 대규모 공연을 성황리에 펼쳤으며, 경연이라는 기존 형식

을 그대로 재현하였음에도 뜨거운 반응을 얻어 국경을 넘어서도 통하는 <불후의 명곡>의 

저력을 확인했습니다. 아울러 현재 일본에서 큰 인기를 끌고 있는 아이돌 가수들(아이즈 

원, 김재환, JBJ95 등)과 실력파 음악인(알리, 정동하, 거미, 손승연, 벤 등)이 참여하는 공

연을 마련해 한류의 외연을 확대하는데 기여했습니다.

디지털 예능 콘텐츠 제작역량 강화

예능센터 내 디지털 콘텐츠를 전담하는 부서인 ‘스튜디오K’를 신설해 방송과 디지털을 

결합한 콘텐츠로 경쟁력을 강화했습니다. 방송 프로그램의 제작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

가 영상을 활용한 다양한 ‘스핀 오프(Spin-Off)’ 프로그램과 디지털 오리지널 콘텐츠의 

제작을 시도했습니다. 뮤직뱅크 직캠 서비스와 같은 디지털 영역의 새로운 콘텐츠를 개

발하여 수익화하고, 유튜브를 통해 국내에서도 KBS 예능 프로그램을 시청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서비스 개시 후 유튜브 조회 수와 광고 수입이 급증해, KBS 예능 프로그램의 

인기가 디지털 영역에서도 건재함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국가적 행사에 공영미디어로서 역할 완수

KBS 예능은 각계각층의 시청자들을 만족시키며 사회 통합의 책무를 수행하는 프로그램 

제작에도 충실하였습니다. <열린음악회>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정통성 있는 대형 음악 

프로그램으로 ‘3.1운동 및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기념 특집’ 등을 제작하여 국가적인 기념일에 그 의미를 새겨보는 기회를 제공했습니다. 

<전국노래자랑>은 ‘전국체육대회 100주년’을 기념하여 체육인들과 함께하는 특집을 제

작했습니다.

2019년 KBS는 실험적인 도전으로 다양하게 제작한 신규 예능 프로그램을 통해 시청률과 화제성에서 모두 큰 성과를 거뒀습니다. 

또한 디지털 콘텐츠 전담 부서인 ‘스튜디오K’를 신설해 새로운 디지털 콘텐츠를 개발하고 유튜브 등 유통 채널을 다양화해 

공사 수익 창출에도 기여했습니다. 대형 음악프로그램 제작을 통해 사회 통합의 책무를 수행하고 한류의 지속적인 확산을 위해 

노력하는 등 공영미디어로서 역할에 충실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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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 드라마 흥행성과 작품성을 겸비한 미니시리즈

 2019년 KBS 미니시리즈는 그 어느 해보다 다양한 장르를 선보이며 시청자들의 기대

를 충족시켰습니다. 따뜻한 가족극 <왜그래 풍상씨>가 평균 시청률 12.2%로 흥행의 포

문을 열었고, 뒤이어 새로운 의학 장르물 <닥터 프리즈너>가 평균 시청률 14.2%로 시

청자들의 큰 사랑을 받았습니다. 또한 판타지 멜로 <단 하나의 사랑>, 소셜 스릴러 <저

스티스> 등은 인터넷상에서 화제를 일으키며 KBS 드라마의 인기를 재확인시켜줬습니

다. 멜로와 휴먼, 스릴러가 복합된 새로운 장르를 선보이며 시청자들로부터 큰 사랑을 

받은 <동백꽃 필 무렵>은 ‘국민 드라마’라는 찬사를 받으며 최고 시청률 23.8%를 기록

하는 쾌거를 이뤄냈습니다. 휴먼 법정물 <동네변호사 조들호2>는 <추리의 여왕2>에 

이어 시즌제 드라마의 가능성을 다시 한번 확인해 주었습니다. 또한 KBS 미니시리즈는 

코믹 범죄극 <국민 여러분>, 휴먼 판타지극 <퍼퓸>, 미스터리 코믹 멜로극 <너의 노래

를 들려줘>, 로맨틱 코믹 사극 <녹두전>과 같은 다양하고 신선한 소재의 드라마들을 선

보이며 시청자들에게 재미와 감동을 선사했습니다. 

KBS 드라마의 요람 단막극과 특집극

신인 연출자와 신인 작가의 산실인 단막극 <드라마스페셜>은 극본 공모 당선작을 포함

하여 총 10편이 방송됐습니다. 장르나 형식에 얽매이지 않고 다양한 색깔을 선보인 <드

라마스페셜>은 독특한 소재와 주제로 많은 시청자들로부터 큰 호응을 받았습니다. 또

한 ‘3·1운동 및 임시정부 100주년’을 기념하여 제작, 방송된 추석 특집극 <생일편지>는 

일제강점기 강제 징용된 청춘들의 아픔을 그려내어 9월 방송심의위원회 선정, ‘이달의 

좋은 프로그램상’을 수상하는 등 공영방송이기에 가능한 의미와 감동을 선사했습니다.

여전한 위용 주말연속극

 2019년에도 KBS 주말연속극은 전통의 가치를 존중하는 동시에 새로운 변화에 발맞추

면서 세대를 아우르는 재미와 감동을 선사해 시청자들로부터 큰 사랑을 받았습니다. 

아버지의 사랑인 ‘부정’을 애틋하게 그린 <하나뿐인 내편>은 최고 시청률 49.4%를 기

록하며 최근 10년간 주말연속극 최고 시청률 3위에 오르는 성과를 이뤄냈습니다. 엄마

와 딸들의 소통을 다룬 <세상에서 제일 예쁜 내 딸> 또한 평균 시청률 26.1%, 최고 시청

률 35.9%를 기록하며 그 흥행을 이어갔습니다. 뒤이어 방송된 <사랑은 뷰티풀 인생은 

원더풀>은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비혼과 이혼의 문제를 그려내며 최고 시청률 32.3%

를 기록, 전 세대로부터 깊은 공감을 이끌어내는 등 2019년에도 KBS는 ‘주말연속극 명

가’의 자리를 이어갔습니다. 

일상의 휴식 일일연속극

 1TV 일일연속극 <비켜라 운명아>, <여름아 부탁해>, <꽃길만 걸어요>는 우리 이웃들

의 모습을 잔잔하게 그려내며 평일 저녁 안방극장의 터줏대감으로서의 명성을 유지

했습니다. 평균 시청률 15~18%가 말해주듯 1TV 일일연속극은 일상에 지친 시청자들

에게 편안한 휴식처와 같은 존재로 그 가치를 인정받았습니다. 또한 <왼손잡이 아내>, 

<태양의 계절>, <우아한 모녀>에 이르는 2TV 저녁 일일극은 소재에 제약을 두지 않는 

과감한 기획으로, 평균 시청률 두 자릿수를 꾸준히 기록하여 동 시간대 타사 대비 뛰어

난 경쟁력을 확보하며 시청자들로부터 큰 사랑을 받았습니다.

2019년 KBS 드라마는 주말연속극, 일일연속극, 단막극, 특집극에 이르기까지 

공영방송만이 구현할 수 있는 다양한 라인업을 기반으로, 공영성과 대중성이라는 두 가지 목표를 달성했습니다. 

이는 갈수록 경쟁이 심화되는 드라마 환경에서 이루어낸 것이라 더욱 뜻깊은 성과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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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디오

라디오

한국인의 중심 채널 1라디오

1라디오는 뉴스·시사프로그램 강화를 통해 의제 설정 기능을 회복하는 한편, 재해 발생 

시 신속하고 정확한 재난방송을 편성해 재난방송 주관방송사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

행했습니다. 1라디오는 <김경래의 최강시사>, <성공예감 김방희입니다>, <오태훈의 시

사본부>, <김용민 라이브> 등 대표 프로그램들을 통해 다양한 이슈를 폭넓게 다루며 시

사 전문 채널의 정체성을 높였습니다. 여성의 시각에서 보는 시사프로그램인 <뉴스 브

런치>를 신설해서 다양성을 강화했고 <KBS 열린토론>은 전문성 있는 진행자를 영입해 

경쟁력을 높였습니다. ‘2차 북미정상회담 특별기획’, ‘남북미 정상회담 역사적 순간’ 등

의 특집 프로그램을 통해 국내외 대형 이슈를 시의성 있게 방송하며 영향력을 높였고,  

통일시대를 대비하는 프로그램 <통일사용설명서>를 정규 편성해 남북 간의 거리를 좁

히는데 기여했습니다. ‘3.1운동 및 임시정부수립 100주년’을 기념하는 다양한 특집을 

기획해 한국 근현대사를 깊이 있게 돌아보는 계기를 마련했고 <세월호 5주기 특집 – 다

섯 번째 봄, 첫 번째 수학여행>을 기획하여 사회적 참사의 상처를 보듬는 기회를 마련

했습니다.

장애인과 사회 소외계층을 위한 채널 3라디오(사랑의 소리 방송)

3라디오는 국내 유일의 지상파 라디오 복지 채널로서 장애인과 노인, 다문화 가정 등 

사회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한 콘텐츠 제작과 방송을 통하여 공적 책무를 성실히 수행

했습니다. 연중기획 <장애인식 개선 캠페인>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장애인의 날 특별

기획 〈대한민국 1교시 - 해피투게더, 공감교실>을 통하여 학교 현장의 장애인식 개선을 

위한 소구력 있는 프로그램과 교육 자료를 제작하여 공감과 배려, 사회 통합에 기여했

습니다. <탈북민과 장애인이 함께하는 토크 콘서트, 토닥토닥>을 한민족방송과 공동으

로 기획하여 남북 장애인의 교류에 기여하고 건강한 한반도 공동체 담론을 제시했습니

다. 또한 <공감 코리아, 우리는 한국인>은 다문화 가정의 일자리와 안정적인 정착에 대

한 적절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100만 다문화 가정’을 아우르는 다양한 정책에 대한 

공감을 이끌어냈습니다. 

재미있는 대중음악 채널 2FM(쿨FM)

2FM은 음악 예능 채널로서의 경쟁력을 더욱 강화했습니다. 수시 조정을 통해 <윤정수, 

남창희의 미스터 라디오>, <정은지의 가요광장>, <설레는 밤 이혜성입니다> 등 채널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진행자를 신규 투입했습니다. 유튜브 콘텐츠 <사랑방 손님과 

쿨에프엠>을 제작하고 라이브 전문 채널 ‘Cool Looc’을 운영하여 디지털 영역으로의 

확장도 꾸준히 이어갔습니다. 또한 ‘KBS 라디오 콩과 함께하는 가을 콩서트’, 악동뮤지

션 <수현의 볼륨을 높여요> 특집 공개방송 ‘2019 가을엔딩’, <박원의 

키스더라디오> 특집 공개방송 ‘Kiss The 버스킹’ 등 다양한 공개방송 

제작으로 청취자와 함께 호흡하며 채널 이미지 제고를 위해 노력했

습니다.

음악이 좋은 방송 2라디오(해피FM)

중장년 세대를 위한 대중음악 전문 채널인 2라디오 해피FM은 주요 

청취자들에게 맞춤형 음악을 선사하는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제작했

습니다. 상반기, <럭키세븐> 진행자를 조충현 아나운서에서 김선근 

아나운서로 교체하여 출근길 시간대 활력을 보강하였고, 하반기에는 

기존의 80~90년대를 대표하는 가수 출신 진행자 조규찬, 임백천, 양

파, 유리상자 이세준에 이어 90년대 대표적 아이돌 가수인 김원준을 

퇴근길 프로그램 <라디오 스타> 진행자로 영입해 ‘중장년층을 위한 

음악 전문 채널’이라는 정체성을 강화했습니다.

국내 유일의 클래식 음악 전문 채널 1FM (클래식FM)

1FM은 대중성을 강화해 클래식 음악 애호층 확산에 주력하는 한편 

1FM만의 전문 콘텐츠를 제작해 클래식 음악 전문 채널로서의 위상

을 높였습니다. <김미숙의 가정음악>, <생생 클래식>, <명연주 명음

반> 등 대중성과 전문성을 겸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편성하여 내실

을 다졌으며, <KBS 음악실> 코너인 ‘살롱 드 피아노’와 ‘월간 오페라’

를 SNS로 실시간 방송해 디지털 콘텐츠와 청취자 서비스를 강화했습

니다. 청취자 초청 음악회인 <FM콘서트홀>과 <재즈수첩>의 방송 20

주년 기념 공개방송을 제작하고, 개국 40주년 기념 음반 「마흔, 클래

식에 빠지다」, 「세상의 모든 음악」 10집, 「한국의 젊은 음악가들」 음

반(3종)을 발매해 클래식 음악계에 화제가 되었습니다.

한민족의 중심 채널 한민족방송

한민족방송은 ‘하노이 제2차 북미 정상회담’과 6월 ‘남북미 정상 판

문점 회동’ 등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 정착 노력 등을 정규와 특집에 

수시로 반영했습니다. 또한 민족의 동질성 회복을 위한 연중기획 8부

작 <라디오 평화를 말하다> 등을 제작하여 북한 전문 채널로서의 역

량을 강화했습니다. ‘사회 통합과 평화를 위한 미디어의 역할’을 주제

로 19개국 200여 명의 미디어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KBS ABU 

국제포럼’을 성공적으로 개최해 ABU 정기총회에서 성공 사례로 소

개되기도 했습니다. 여성독립운동가의 삶에 초점을 맞춘 다큐드라

마 6부작 <그녀의 투쟁>과 <대한민국 임시정부 발자취를 따라가다>

를 통해 역사 인식을 재정립하는 기회를 제공했습니다. <2019 타쉬켄

트 한민족 큰잔치>를 비롯해서 사할린의 우리말 신문인 새고려신문

의 70년사를 조명한 <내 핏속에는 우리말이 흐르고 있다>를 제작하

는 등 한민족의 구심점 역할도 수행했습니다.

미디어 확장을 위한 씽크탱크, 디지털오디오

라디오센터는 변화하는 디지털 미디어 환경에 앞서 나아가기 위해 

2019년 3월 조직개편을 통해 디지털오디오부를 신설했습니다. 디지

털오디오부는 오디오를 기반으로 한 디지털 콘텐츠 제작과 효과적인 

라디오 디지털 서비스를 목표로 다양한 콘텐츠를 개발하고 도달률을 

높이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특히 <댓글 읽어주는 기자들>이나 <최경

영의 경제쇼 플러스>, <조손의 느바> 등의 콘텐츠는 KBS의 보수적인 

이미지를 개선함과 동시에 열혈 구독층을 형성하여 신선한 시도라는 

호평을 받았습니다. 또한 1라

디오를 유튜브 스트리밍 채

널로 서비스하면서 기존 라

디오 매체에 한정돼 있었던 

청취층을 온라인으로 확대해 

매체 도달률을 높이는 효과

를 거뒀습니다. 실제로 4월 

말에 개설한 1라디오의 유튜

브 스트리밍 채널은 12월 말

에는 10만 구독자를 확보하

는 성과를 이뤄냈습니다. 이

외에도 AI(인공지능) DJ 프로

그램 <누군가 어딘가에>를 

제작해 라디오의 미래를 한

발 앞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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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로그램을 제작하여 공영방송으로서 공적 책무를 

완수했습니다. 라디오센터는 변화하는 디지털 미디어 환경에 기민하게 대응하기 위해 디지털오디오부를 신설하여 다양한 온라인 

콘텐츠를 선보이며 오디오 콘텐츠의 미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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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총국

부마항쟁의 국가기념일 지정

을 축하하고 민주항쟁으로서

의 역사적 의미를 되새기고

자 제작한 <1979, 부마>는 시

청자들의 호평을 받으며 10월 

민주언론시민연합이 선정한 ‘이달의 좋은 보도상’을 수상했습니다. 

또한 다큐멘터리 <슈퍼타워>는 국내 언론이 쉽게 다루지 못한 초고

층 난개발의 문제점을 고발하며 12월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선정한 

‘이달의 좋은 프로그램상’을 수상해 공영방송의 차별화된 로컬 시사·

기획 보도 제작역량을 입증했습니다. 지역총국 최초로 풀파일시스템

(Tapeless)을 구축하여 제작 및 편집 과정을 더욱 효율화했습니다. 시

민들의 뜨거운 호응을 얻고 있는  'KBS부산 노래교실'을 확대 운영해 

연간 약 24만 명이 참여하는 전국 최대 수준의 시청자 사업으로 육성

했습니다. 

창원총국

창원총국은 인기 가수가 시청

자들을 직접 찾아가서 같이 노

래를 부르고 배워보는 <고고

씽>, 경남의 시사 현안을 밀도 

있게 다루는 <감시자들> 등 

지역밀착형 프로그램을 제작해 경남지역 시청자들로부터 호평을 받

았습니다. 보도 부문에서는 매주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저녁 7시부

터 40분간 진행하는 <뉴스7 경남>을 통해 경남의 하루를 빠르고 정

확하면서도 친절하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밖에도 매주 금요일 저

녁 경남 유일의 정통 토론 프로그램인 <토론 경남>을 통해 경남지역

의 시청자들에게 검증된 팩트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대구총국

대구총국은 지난 100년간, 대

구·경북의 어두운 인권 사건들

을 10부작으로 재구성한 <기

억, 마주서다>를 제작해 9월 

‘제46회 한국방송대상 대상’

을 수상하여 KBS 지역 방송의 위상을 제고했습니다. 울릉도 일주도

로와 주민의 삶을 조명한 특집 <55년의 길, 세 사람의 섬>, 지역 명소

를 소개하는 <쉬어가도 괜찮아, 마이크로 여행>, 음악과 시사를 접목

하여 지역 현안을 다룬 <밭캐스트> 등 지역성을 살린 프로그램을 통

해 지역 시청자들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또한 대구총국에서 자체 제

작하는 데일리 뉴스 프로그램 <뉴스7 대구경북>을 시작하며 뉴스의 

지역성을 강화하였고, 태풍을 비롯한 재난재해 발생 시 자체 특보를 

통해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를 전달함으로써 재난방송 주관사로서의 

공적 책무를 수행하였습니다. 

광주총국

광주총국은 3.1운동 100년을 

맞아 개국 77주년 기념 특집 

<봄을 부르다>를 통해 암울했

던 일제강점기 우리 민족의 유

일한 힘이었던 자유와 해방의 

노래를 조명하고, 특집 <새봄을 나빌레라, 가야금 산조>에서는 우리 

민족의 소리, 산조의 아름다움을 되새겼습니다. 라디오 특집 <대한민

국 100년 시대의 노래>는 지난 100년 전라도의 역사와 함께한 민중

의 노래를 발굴해 4부작에 걸쳐 방송하여 지역사회에서 큰 반향을 일

으켰습니다. 남도의 문화와 유산, 그리고 사람들을 집중 조명하는 <전

라도 매력청>, <남도지오그래피>와 특집 다큐멘터리 <다시한번 소녀

시대> 등을 통해 공영방송의 공공성 및 지역성을 제고했습니다. 보도 

부문에서는 지역의 시각으로 전국의 이슈를 조망하는 <뉴스7 광주전

남>을 성공적으로 안착시키며, 광주와 전남지역의 현안을 심층 분석

해 시청자들의 호평을 받았습니다. 

전주총국

전주총국은 예향의 도시 전주

에 어울리는 ‘찾아가는 국악

콘서트’를 개최하고 이를 1TV 

<국악 한마당>을 통해 격주

로 전국 방송하여 시청자들에

게 우리 국악의 멋과 감동을 선사했습니다. 또한 정규 시즌제 프로그

램 <다짜고짜 마을밥상>, <새만금 표류기> 등을 통해 젊고 활기찬 채

널 이미지를 고양시키고 특집 다큐멘터리 <할미넴>은 감각적인 영

상에 래퍼와 할머니들의 교감을 감동적으로 그려내 호평을 받았습니

다.  보도 부문에서는 특집  <1.5°C의 비밀, 목조건축>을 통해 지구온

난화와 기후변화에 따른 목조건축의 가치를 되짚어봄으로써 관련 정

부 정책을 끌어내고 방송기자연합회를 비롯한 다수 기관으로부터 5

차례 수상하는 실적을 거두었습니다. 또한 지자체와 재난 CCTV 화면 

공유 협약을 맺고 장마철 재난방송에서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함으로

써 지역 시청자들에게 재난 정보를 더욱 신속하게 전달했습니다. 

대전총국  

항일운동이 치열했던 충청지

역인 만큼 KBS대전총국에서 

마련한 ‘3.1운동 및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특집은 지역 

시청자들에게 더욱 큰 의미로 

다가갔습니다. 독립역사의 기록에서 배제됐던 인물을 다룬 <여인, 독

립투사가 되다>와 단재 신채호의 뜨거웠던 독립투쟁과 역사의식을 

보여준 특집 <단재, 신채호>는 각각 사내 우수프로그램상 최우수상

과 우수상을 수상해 대전총국의 위상을 높였습니다. 라디오  <5시N 

대.세.남> 의 특집 ‘대한독립만세, 민중의 외침’은 일제강점기 독립을 

향한 민중의 목소리를 담아 사내 우수프로그램은 물론, 2월 방송통신

심의위원회 선정 ‘이달의 좋은 프로그램상’과 5월 대전·충남 민언련

의 ‘민주언론특별상’을 수상했습니다. 이 외에 <예산지명탄생, 1100

년 위대한 유산>, <충청의 소리 중고제> 등 모두 8편의 고품격 다큐멘

터리를 제작하여 지역 문화 창달에도 크게 기여했습니다.

청주총국

임시정부 100주년 프로젝트 

<독립투사 연미당>, 특집 <류

자명 다시 비추다> 등 시대정

신이 담겨있는 다큐멘터리를 

제작하였고, 환경·생태 미니 

다큐멘터리 <사라져가는 민물고기>를 연중 기획으로 매달 1회씩 방

송했습니다. ‘충주세계무술축제’, ‘청주공예비엔날레’ 등 세계적 축

제를 주제로 다양한 프로그램도 제작했습니다. 또한 라디오 프로그

램 <음악이 있는 곳에>는 ‘오디오 시네마 - 봄날은 간다’와 양성평등

주간 특집 ‘여성음악가’ 등을 제작해 사내 지역 라디오 부문 우수프로

그램상을 수상했습니다. 보도 부문에서는 SNS 빅데이터를 분석하여 

새로운 포맷의 뉴스 아이템을 제작하였고, 특집 다큐멘터리 <미래를 

위한 선택, 축산 혁명>은 4월 휴스턴 국제영화제에서 대상을 수상했

습니다. 이밖에도 <사할린, 광복은 오지 않았다> 등의 수준 높은 보도 

프로그램은 시청자들로부터 호평을 받았습니다. 

춘천총국

춘천총국은 개국 74주년 특

집 <호모코스메투스>, 3.1운

동 100주년 특집 <강냉이-‘강

원도의 독립 운동가들과 친일

청산의 현주소’>, 호국보훈의 

달 특집 <DMZ 묻다>, 연중기획 <학생공론화위원회 청바지> 등의 다

양한 특집 프로그램을 통해 강원도의 사회, 교육, 역사적 의제들을 다

양하게 다루며 공영방송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했습니다. 또한 신설 

프로그램 <지명수배>는 지자체, 역사학 연구소와 협업으로 제작하여 

지명에 얽힌 이야기를 새롭게 조명해 지역의 역사 연구에 기여했습

니다. 이외에도 사내 최초로 외부지원을 통한 모바일 전용 디지털 콘

텐츠를 제작하여 웨이브로 유통하는 실험적 서비스에 성공했습니다. 

<레이크뮤직페스티벌-‘Again 가요톱10’>, <추억하라 1990콘서트>, 

개국 75주년 기념 <포레스텔라와 함께하는 송년음악회> 등 양질의 

문화 콘텐츠를 통해 KBS의 공적 가치를 제고했습니다.

제주총국

제주총국은 지역 방송 활성화 

시범사업으로 선정된 <7시 오

늘 제주>를 통하여 지역 공영

방송의 새로운 영역을 개척했

습니다. <7시 오늘 제주>는 지

역 방송 최초의 로컬 데일리 시사·뉴스 프로그램으로 2018년 12월 첫 

방송을 시작하였고 2019년 4월 1일 데일리 전환을 성공적으로 마쳤

습니다. <7시 오늘 제주>는 심층리포트, 기자 및 전문가 출연, 현장 연

결, 팩트 체크, 영상 뉴스, 해외 MNG연결 등 다채로운 형식으로 지역 

현안에 심도 있게 접근하였고, 특히 기자와 PD, 촬영기자와 촬영감독

의 협업을 통해 KBS 조직 문화의 혁신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제주의 

성공사례를 바탕으로 전국적으로 <뉴스7>의 지역화가 확대되었으며 

다양한 실험과 지역 방송 저널리즘의 혁신을 통해 KBS 지역 네트워크

의 존재 이유를 증명했습니다.

2019년 KBS는 9개 지역총국에서 데일리 종합뉴스 <뉴스7>을 주 4회 자체 제작·편성하며 지역뉴스의 새로운 장을 열었습니다. 

또한 지역 특성에 맞는 차별화된 고품격 프로그램을 제작하고 다양한 지역 밀착형 시청자 사업을 펼치며 지역 공영방송의 새로운 

영역을 개척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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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 기술 부문

K B S  콘 텐 츠

방송기술

UHD 시설 투자 및 서비스 활성화 

지난해 정부의 UHD 정책 로드맵을 준수하여, 수도권을 커버하는 용문산 UHD 중계소

를 신설하고, 지역국의 연주소와 송신소 간 UHD 전송망을 이중화했습니다. UHD 방

송망 SFN 최적화 및 본사 UHD 스튜디오 제작환경 개선(오픈소스 기반 자체 모니터랑 

SW 개발 등)을 통해 고화질 UHD 시설에 대한 투자를 지속했습니다. 또한 UHD 모바일 

방송, 지상파-5G통신 결합 플랫폼 등의 신규 서비스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방

송장비산업 인프라구축」 국책과제를 통해 저작권 없는(Copy Left) ‘UHD 표준 동영상’

을 제작하고 배포하여 국산 방송장비 산업 발전에도 기여하는 등 UHD 서비스 활성화

를 위해 노력했습니다.

디지털 워크플로우 및 제작기술 고도화 

KBS는 콘텐츠 제작 및 송출의 효율화를 위해 ‘디지털 워크플로우 고도화’ 사업을 추진

했습니다. 100% 풀파일(Tapeless) 제작 시스템으로 전환을 목표로 본사 NPS 편집시스

템 증설, 광고 편집시스템 개선, 지역국 표준형 오디오파일시스템 구축, 부산총국 풀파

일시스템 구축을 추진했습니다. 또한 유튜브, 트위터 등 소셜 미디어로 콘텐츠를 서비

스하기 위해 디지털뉴스 스튜디오 라온(Live On)과 라디오 디지털 전용 스튜디오를 신

설하여 플랫폼 다변화에 대응했습니다. 게임엔진을 가상그래픽 제작에 활용하여 실사

에 가까운 고품질 그래픽을 구현하였으며 이를 다큐멘터리 <걸레 성자 손정도>, <다큐 

인사이트>, <KBS 스페셜> 등의 프로그램 제작에 실제 적용했습니다.

국내외 대형 이벤트 중계방송 제작 

제2차 북미정상회담 등의 국가적 대형 이벤트의 중게 방송을 성공적으로 마쳤습니다.  

특히 3.1절 특집 <뉴스9>은 그래픽 엔진을 탑재한 VR밴*을 활용하여 옛 조선총독부 건

물을 가상의 증강현실(AR : Augmented Reality) 화면으로 구현했습니다. 현장의 분위

기를 생생하게 전달하기 위해 MNG(Mobile News Gathering) 장비를 적극 활용하여 

중계방송의 품질을 높이는 시도를 지속했습니다. 또한, 제100회 전국체육대회, 제39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 등 정기적으로 개최되는 국내 대규모 스포츠 행사 중계를 성공적

으로 마무리했습니다. (※VR밴 : 그래픽 엔진이 탑재된 이동식 차량)

미래 방송서비스를 위한 방송기술 R&D 

인공지능(AI)기반의 인물별 메타데이터 추출 및 인물 추적 세로 영상 자동생성 시스

템(버티고)을 개발하고 특허를 출원하여 <뮤직뱅크> 콘텐츠 재판매에 활용하였으며, 

DMB TPEG 고도화, 고화질 DMB 구축 등의 구체적인 사업화 연구를 통해 공사 수익 창

출에 기여했습니다. 또한 국책과제 참여를 통한 IP 기반 UHD 방송제작 테스트베드 구

축, 선거 방송용 CG(Character Generator)장비 고도화,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TTA) 

등 외부 표준화 기구 활동 등으로 신규 서비스를 기획하고 미래 방송기술 발전의 방향

을 제시했습니다. 사회 공적기능 강화를 위한 재난경보 방송 고도화 연구도 지속 추진

하고 있습니다.

방송망 안정성 강화 및 시설 운용 효율화 추진 

본사 및 지역의 노후 DTV(4개소 16식 : 관악, 황령, 무룡, 계룡) 및 FM(17개소 24식 : 노

고, 학가, 삼매 등 24식) 송·중계기를 교체하였고, 지역 2개 권역(진주, 춘천)의 2R FM 

중계기 신설 및 김제송신소 단파 안테나(급전선 포함) 교체 사업 등을 추진하여 지상파 

직접 수신환경을 개선했습니다. 또한 기존 AM 매체를 대상으로 ‘고효율 변조모드 송

신기술’ 적용에 대한 관련 무선국 기술 기준 개정을 이끌어내 방송서비스 권역은 유지

하면서 전력사용 요금은 절감했습니다. 매체 환경 변화로 이용률이 저조한 지역 AM송

신소 2개소를 폐소하여 송신시설 운영의 효율성을 개선했습니다. 

국제 교류 및 기술협력 강화 

도미니카 공화국을 대상으로 한 KSP(Knowledge Sharing Program)사업을 통해 방

송 기술 컨설팅 및 지원 업무를 수행했으며 ABU에서 개최한 제15회 DBS(Digital 

Broadcasting Symposium)에서 KBS의 선진기술을 발표하여 대회 홍보와 기술 한류를 

이끌었습니다. 또한 UHD 방송서비스 실시 및 개발도상국 기술 지원, 방송기술 분야 공

적 책무 수행 등의 공적을 인정받아 11월 일본 도쿄에서 열린 ABU 총회에서 ‘ABU 방송

기술대상(BEEA)’을 수상했고, 「ABU 2분기 테크니컬 리뷰」에 기재된 ‘IP기반 UHD 스

튜디오 운영(Administrating IP - Based UHD Studio)’ 논문으로 ABU 최고논문상 (2019 

Best Article Prize)을 수상하는 쾌거를 이룩했습니다.

재난방송 주관방송사로서의 역할 강화 

지역(총)국 10개소에 재난재해 속보 자막 송출시스템을 설치하고, 본사 1라디오에 

TTS(Text To Speech) 기술을 이용한 비상 라디오 방송 송출시스템을 구축하였으며, 민

방위 경보방송과 TV 자막 속보 시스템의 이중화를 통해 KBS 재난방송의 인프라를 보강

했습니다. 또한, ‘UHD 방송망을 활용한 재난방송 실험’ 국책 과제에 참여하여 TTA 국

내표준을 개정하고, UHD 신호를 통해 특수 수신기(전광판 등)에 이미지와 텍스트로 된 

재난 정보를 전송하는 서비스를 추진했습니다. 이 외에도 ‘KBS 재난방송관리계획’에 

따라 재난 시나리오별 모의 대응 훈련을 연 2회에 걸쳐 실시하여, 재난방송 주관방송사

로서 부여된 공적 책무를 실질적으로 완수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했습니다.

2019년 KBS는 고화질 UHD, 모바일 DMB 및 라디오 방송의 안정적인 서비스를 위한 시설 투자를 지속했습니다. 

매체 경쟁력 강화를 위한 디지털 워크플로우 및 제작기술 고도화, AI 및 5G가 연계된 미래 방송서비스 R&D를 추진했고, 

국내외 대형 이벤트 중계, 국제 기술협력, 재난재해 방송 강화 등 대한민국 대표 공영방송사로서 공적 책무를 성실히 수행했습니다.

<걸레 성자 손정도 제작 장면 : 게임엔진 기술적용>

<NPS 편집실 개소>

 <KOBA 2019, AI 세로 영상 시스템 시연>

<ABU 기술이사국회의>

<버티고 시스템 적용 예시>

모바일 

서비스

→

방송기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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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 B S  콘 텐 츠

디지털 서비스

다양성, 공익성, 사업성을 갖춘 유튜브 채널의 흥행

KBS의 아카이브에 축적된 방대한 콘텐츠를 보다 효율적으로 서비스하고자 장르별로 

세분화된 유튜브 채널을 개설하였습니다. 특히 2019년 뉴트로(New+Retro) 열풍이 대

한민국을 강타함에 따라 KBS의 레트로 코미디, 예능, 가요 채널의 성장세가 두드러졌

습니다. <유머1번지>에서 <개그콘서트>에 이르기까지 한국 코미디의 역사를 총망라한 

코미디 채널 <크큭티비>, 2019년 5월 개설하여 5개월 만에 10만 구독자를 돌파한 예능 

채널 <깔깔티비>, ‘온라인 탑골공원’ 열풍보다 한발 앞섰던 K-POP 채널 <Again가요톱

10>은 그 시절을 그리워하던 이들에게는 ‘추억’으로, 그 시절을 겪어보지 못한 이들에

게는 ‘신선함’으로 다가가며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또한, 유튜브 <my K> 채널은 휴먼

다큐 전문 채널인 <뭉클티비>로 개편하는 한편 역사, 여행, 건강에 이르는 분야별 지식 

채널을 추가로 개설하여 KBS 유튜브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켰습니다. 

디지털 플랫폼에 최적화된 신규 콘텐츠 개발

2030 시청자를 대상으로 한 디지털 콘텐츠를 육성하기 위해 지상파 유일의 ‘e스포츠 

전문 채널’인 <eSports KBS> 유튜브 채널을 론칭해 <대통령배 e스포츠 대회>, <2019 

KeSPA컵>을 실시간 중계했습니다. 특히 <2019 KeSPA컵> 중계 당시에는 ‘일일 동시 

접속자수’가 11만 명을 돌파하고, 유튜브 인기 동영상 게임 부문 1위를 기록하는 등 디

지털 플랫폼이라는 새로운 영역에서도 KBS의 도전은 큰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외부 플

랫폼과의 협력을 기반으로 하는 다양한 오리지널 콘텐츠 개발도 돋보였습니다. 모바일 

애플리케이션(my K, KONG, V-LIVE 등)을 통해 스타와 팬이 실시간으로 소통하는 아이

돌 팬미팅 <어썸라이브>, e스포츠와 예능이 결합 된 새로운 포맷의 게임 예능 <왕좌e

게임>, 한국의 맛집, 멋집을 다니며 한국 - 베트남 간 국적을 초월한 우정 쌓기를 보여준 

<W메이트> 등을 통해 KBS의 디지털 콘텐츠는 시청자들에게 한발 더 다가갔습니다.  

KBS 아카이브 공개 프로젝트 실시

KBS는 아카이브에 저장된 콘텐츠를 시청자들에게 적극적으로 개방했습니다. 유네스

코 세계기록유산에 등재된 <KBS 이산가족찾기 방송>(453시간)을 바탕으로, 이산가족

과 한국 전쟁 관련 자료를 총망라한 <Korean Diaspora KBS> 유튜브 채널을 2019년 6월 

정식 오픈하였습니다. 국내 시청자뿐 아니라 해외동포들에게까지 입소문이 날 정도로 

한국인들에게 뜨거운 감동을 선사한 <Korean Diaspora> 프로젝트는 9월 방송통신심의

위원회 ‘이달의 좋은 프로그램상’을 수상했습니다. 또한 ‘시청자 소장 영상 공모사업’을 

통해 KBS가 보유하지 못한 KBS의 영상 자료를 확보하고, 이를 다시 시청자들에게 개방

시청자들이 언제 어디서든 KBS의 콘텐츠를 즐길 수 있도록 디지털 플랫폼 영역에서도 시청자 서비스를 강화함으로써 

‘공영방송’을 넘어 ‘공영미디어’로 도약하고자 했습니다. 디지털 플랫폼에 최적화된 신규 콘텐츠를 개발하고 KBS 아카이브에 

저장된 과거 콘텐츠를 적극적으로 개방해 시청자들에게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또한 장애인이 어려움 없이 KBS 홈페이지를 

이용할 수 있도록 웹 접근성을 향상하고, 동영상 재생의 편의성을 개선했습니다.

함으로써 KBS 아카이브의 공익성을 강화했습니다. 유튜브 채널 <옛날티비>를 통해 <사

랑의 굴레>, <TV 손자병법>, <100분쇼>, <달동네>, <젊음의 대축제>, <TV문학관> 등 시

청자가 기증한 영상자료와 KBS의 과거 대표 콘텐츠를 제공했습니다.

KBS 디지털 서비스 이용 편의성 및 공공성 강화 

KBS는 「장애인을 위한 디지털 서비스 웹 접근성 표준 가이드라인」을 제정하였습니다. 

장애인이 어려움 없이 KBS 홈페이지를 이용할 수 있도록 웹 접근성을 향상하고, 동영상 

재생의 편의성을 개선했습니다. 또한, 일부 프로그램의 VOD(다시보기)에 청각장애인

을 위한 자막 서비스를 제공했고, 이를 확대하기 위해 시청자미디어재단과 협력했습니

다. KBS는 이 같은 장애인의 웹 접근성 향상을 위한 노력을 인정받아 11월 국가공인 품

질인증기관으로부터 인증마크를 획득했습니다. KBS 대표 모바일 앱인 my K와 KONG

은 ‘이용 행태 데이터 분석과 콘텐츠 소비 통계’를 기반으로 UI/UX와 기능 개선, 콘텐츠

의 보강을 지속적으로 추진했습니다. 또한 디지털 시청자의 무료·보편적 시청권 보장

을 위해 8월부터 KBS 온에어 화질을 HD 수준으로 전환했습니다.

클라우드와 AI 기반의 디지털 서비스 제공

KBS는 클라우드, AI와 같은 4차 산업 혁명을 선도하는 핵심 기술을 방송 제작에 반영하

고자 적극 노력했습니다. 클라우드 환경에 맞춰 디지털 인프라를 개선하고 최적화하여 

KBS 홈페이지, my K 등 주요 서비스를 빠르고 안정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

했습니다. 그 결과, 사용자가 폭증하는 대형 이벤트와 뉴스 속보 등을 지연 없이 원활하

게 서비스할 수 있게 됐습니다. 촬영 영상의 음성을 텍스트로 자동 전환하는 ‘음성 인식 

AI서비스’를 개발하여 프로그램 제작에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을 획기적으로 줄였으며, 

‘음성합성 AI기술’을 활용하여 재난방송과 프로그램 제작에 사용될 AI음성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KBS 디지털 콘텐츠 제작유통시스템을 클라우드 기반으로 통합하는 ‘미디어

팩토리’ 사업도 꾸준히 진행되어 2020년 상반기에 오픈될 예정입니다.

가요톱10

크큭티비



KBS는 방송통신기본법에서 지정한 
재난방송 주관방송사로서
국가적 재난 상황에서 국민의 안전을 위한 
공적 책무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Korean 

Broadcasting 

System

2019 연차보고서

국제방송 교류 강화를 통해 세계인이 함께 즐길 수 있는 

글로벌 콘텐츠를 육성하고 KBS 국제방송의 해외 보급 확대로 

한국인의 시각을 세계에 보급하는 ‘글로벌 미디어’가 되겠습니다.

수신료의 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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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신 료 의  가 치

KBS월드 TV & 라디오

KBS월드 소셜 미디어 구독자 1,890만 명 돌파

2019년 KBS월드 TV는 소셜 미디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한류 확산의 최전선에서 기

념할 만한 성장을 이루었습니다. KBS월드 TV의 대형 이벤트 및 킬러 콘텐츠를 유튜브 및 

SNS를 통해 전 세계로 실시간 송출하고, 다양한 동영상 클립을 한류 팬들에게 제공했습

니다. 또한 <배틀트립 인 대구> 등 SNS 전용 이벤트를 통해 한류 콘텐츠의 접근성을 TV

뿐 아니라 소셜 미디어로 확장하고, 해외 시청자와의 소통을 강화했습니다. 그 결과 KBS

월드 SNS 구독자 수는 12월 말 기준 총 1,895만 명을 기록했으며, 특히 5월에는 유튜브 

구독자 1,000만 명을 돌파해 유튜브 본사 측으로부터 1000만 돌파 기념패인 ‘다이아몬

드 플레이 버튼’을 전달받았습니다. 유튜브를 통한 연간 광고 수입은 28억 원을 달성해 

2018년 대비 8.6% 성장했습니다.

‘한민족 중심채널’로서의 역량을 강화한 KBS월드 24 

KBS월드 24는 독자적인 송출 주조 구축과 맞춤형 편성을 통해 주 시청자층인 재외 동포

들에게 소구력 높은 콘텐츠를 제공했습니다. 특히 <대왕세종>, <태조 왕건> 등의 대하드

라마, <역사 스페셜>, <역사저널 그날> 등의 역사 프로그램, <한국인의 밥상>, <설, 추석 

장사 씨름대회> 등의 교양·스포츠 프로그램, 그리고 남북 관계 프로그램 <남북의 창>을 

통해 한민족 역사와 문화 전파에 힘썼습니다. 또한 <우리말 겨루기>를 평일 주 5회 편성

하고 전 세계 33개국, 70여 곳 세종학당에 KBS월드와 KBS월드 24를 시청할 수 있는 OTT 

단말기를 무상 제공해 한국어와 한국 문화 교육에 기여함으로써 공영미디어로서 역할을 

충실히 수행했습니다.

KBS 해외 채널 보급 확대 노력

2019년 KBS월드 TV는 인도 공영방송사 ‘프라사르 바라티’(Prasar Bharati, 이하 ‘PB’)와 

교환송출협약을 체결해, PB의 위성플랫폼인 DD Free Dish에 진출했습니다. 이를 통해 

KBS월드 TV는 인도지역 3천만 가시청 가구를 확보함은 물론, 인도지역 진입에 소요되

는 제반 송출비용(연간 약 8억 원)을 절감했습니다. 또한 KBS월드 24는 미국 위성 플랫

폼 DirecTV를 통해 미국 전역으로 방송을 시작했고, 러시아/CIS 지역에서는 Yamal 401

과 Megogo를 통해 각각 위성방송, OTT로 서비스를 시작했습니다. 

경쟁력이 한층 강화된 한류 중심채널, KBS월드 TV

KBS월드 TV의 자체 제작프로그램은 양적, 질적으로 모두 성장하며 한류의 확산을 이어

갔습니다. 9년째 이어온 <창원 K-POP 월드페스티벌>은 전 세계 84개국 110여 개 도시

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예선을 치르며 대표적인 한류 축제로 확고히 자리를 잡았습니다. 

또한 8회를 맞은 <퀴즈 온 코리아>도 전 세계 20여 개국의 한류 팬들이 예선에 지원하며 

한국 문화와 한국어 확산의 촉진제로서 역할을 했습니다. 2019년 KBS월드 TV가 새롭게 

제작한 <We K-POP>은 K-POP 아티스트의 공연, 토크, 팬미팅을 아우르는 심층 버라이어

티쇼로, NCT드림, 여자친구, TXT, 위너 등 총 16개 아이돌 팀이 출연해 팬들과 만남을 가

졌으며 특히 빌보드 칼럼니스트 제프 벤자민이 매회 출연해 K-POP을 분석하는 등 기존 

프로그램과 차별화했습니다.

‘Beyond Radio’ 대한민국 공공 외교 채널, KBS월드 라디오 

KBS월드 라디오는 11개 언어로 보도, 교양, 오락 프로그램의 균형 있는 편성을 통해 공

공외교 채널로서 국제 친선 및 문화 교류에 기여했습니다. 3.1운동 100주년 기념 특집 

<딜쿠샤와 호박목걸이>, 대한민국 임시정부수립 100주년 기획 <윤씨네 백년 이야기>, 

KBS월드 라디오 66주년 기념 특집 <춘향전, 세계인의 고전이 되다>, 한국영화 100주년 

기념 특집 <다케다 히로미츠의 K 무비 다이어리> 등의 다양한 특별 기획을 통해 한국의 

역사와 문화에 대해 세계인의 이해를 높였습니다. 전 세계의 한국어를 사랑하는 외국인

들을 대상으로 <제4회 한국어말하기 동영상 공모전 #KOREA>를 개최하여, 홈페이지 및 

SNS를 통해 전 세계 청취자들과 쌍방향으로 소통하고 한글 및 한국어 교육 열풍에 기여

했습니다. 한편 디지털 시대 청취자의 접근성과 만족도를 높이고자 다국어 디지털 뉴스

를 확대하고 소셜 미디어 콘텐츠 서비스를 확대하는 등 디지털 플랫폼을 적극적으로 활

용했습니다. 이런 노력에 힘입어 KBS월드 라디오 홈페이지의 누적 페이지 뷰(827만/12.31.

기준)는 전년도 대비 약 22% 증가했고, 아랍어 방송의 페이스북과 유튜브 채널은 각각 

구독자 10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KBS월드 TV & 라디오 채널은 전 세계인을 대상으로 한국의 문화와 KBS 콘텐츠를 널리 알리는 역할을 충실히 수행했습니다. 

KBS월드 TV는 소셜 미디어를 적극 활용하여 시청자와의 소통을 강화하고, 주 시청자층을 타기팅하는 전략적 편성으로 

한류 중심 채널로서 KBS의 위상을 강화했습니다. 또한 KBS월드 라디오는 해외 한민족을 하나의 네트워크로 구축하고, 

글로벌 청취자들의 한국 관련 정보 요구에 충실히 부응했습니다.

USER
연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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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U 부회장 당선, 이사기관 7회 재선 등 국제방송 리더십 강화

KBS는 2019년 ABU(아시아태평양방송연맹) 도쿄 총회에서 일본 NHK와 중국 CMG, 인도 

DDI 등 주요 회원사들의 압도적인 지지로 7회 연속 이사기관 재선에 성공했습니다. 또한 

KBS 양승동 사장이 ABU 부회장에 만장일치로 당선되어 KBS의 방송 리더십을 국제무대에

서 재확인하고, ABU의 주요 의사결정에 지속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했습니다. 

또한 ABU 총회 기간 중국 대표단과 소통을 통해 2016년 사드 배치 이후 교착상태인 한·중 

방송 협력 재개를 위한 공감을 이끌어내는 등 다양한 국제 방송 협력의 성과를 올렸습니다. 

성공적인 에미상 심사 주최 및 세계 유수 국제상 21개 수상

KBS는 국제에미상(IATAS) 사무국과 협력하여, 아시아지역 시사 뉴스 부문 준결선 심사

를 성공적으로 주최했습니다. 또 엄선된 KBS 콘텐츠를 국제상에 출품하여 <플라스틱 지

구>가 AIBD(아시아방송개발기구)상 최우수상을, <UHD 특별기획 – 안동호 쇠제비갈매

기의 비밀>이 프랑스 새와 야생동물 페스티벌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하는 등 21개 국제상 

수상을 통해 KBS 콘텐츠의 우수성을 세계 무대에 널리 알렸습니다.

국제 공동제작 확대 

KBS는 이란 IRIB와 다큐멘터리 공동제작, 공동편성을 통해 양국 시청자가 만나는 계기를 

마련했습니다. 한국 - 이란 공동제작 <인사이트 이란> 2부작은 양사 국제협력을 통해 작

성된 「방송 협력 양해각서(MOU)」를 기반으로 제작한 고품격 다큐멘터리로 양국 주요 

채널을 통해 방송됐습니다. 또한 KBS가 주관하고 ABU 회원사와 협력 제작하는 국제 공

동제작 다큐멘터리 프로젝트 CARE9 <뉴 제너레이션>에서 KBS는 이탈리아 Rai와 카자

흐스탄 Khabar Agency의 첫 참여를 이끌어내며 공동제작의 영역을 확대했습니다. 

방송 협력 협정 체결을 통한 국제 네트워크 강화

KBS는 베트남 VTV와 콘텐츠 공동제작, 공동편성 등 프로그램 교류를 주요 내용으로 하

는 업무협약(MOU)을 갱신하고, 미얀마, 라오스, 태국 등 아세안 국가 주요 방송사들은 

물론 이탈리아 Rai, 아프가니스탄 RTA, 통가, 바누아투 등 다양한 지역의 주요 방송사들

과 방송 협력 협정을 체결하는 등 국제 네트워크를 강화했습니다. 2019년 한해 베트남, 

투르크메니스탄 등 4개국의 4개 방송사와 방송 협력 협정을 체결하고 한류에 대한 관심

이 높아지고 있는 피지 FBC와는 드라마 <장영실> 24부작 방송권 제공을 위한 콘텐츠 제

공 협약(Agreement)을 체결하며 태평양지역 한류 확산을 도모했습니다.

KBS는 2019년 ABU 이사기관으로 7번 연속 재선에 성공하는 동시에 부회장사로 당선돼 국제방송기구 내 한국을 대표하는 

공영미디어로서 리더십을 굳건히 하고 국제협력 네트워크를 돈독히 했습니다. 또한 국제에미상 아시아지역 준결선을 성공적으로 

주최하는 등, 유수의 국제상 심사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했습니다. KBS가 제작한 콘텐츠를 엄선하여 국제상에 출품해 프랑스 

‘새와 야생동물 페스티벌’ 최우수상을 포함, 세계적 권위의 국제상 21개를 수상함으로써 KBS 콘텐츠의 우수성을 널리 알렸습니다. 

<국제에미상 아시아지역 심사>▲왼쪽부터 양승동 KBS 사장, 우에다 료이치 NHK  사장, 자바드 모타기 ABU 사무총장

<주한 프랑스어권 대사 KBS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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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품질 방송 서비스 제공을 위한 수신료

방송법이 정한 공적 재원인 수신료를 기반으로 KBS는 ‘공정하고 건전한 방송문화를 정

착시키기’ 위한 설립목적(방송법 제43조)에 따라 다른 매체들과는 차별화된 공적 책임

을 다하여 왔습니다. 재난방송 주관방송사로서 여름철 전국을 강타한 태풍피해 상황과 

대처방안을 신속·정확하게 전달하였고, <뉴스9> 메인 앵커에 전문성과 현장 경험을 갖

춘 여성 기자를 발탁하는 혁신을 시도했습니다. 또한 양질의 콘텐츠 제작과 UHD 방송

환경 개선을 위한 투자도 지속함으로써 전 국민이 보다 나은 공영방송 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노력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KBS 내부의 논란은 물론 외부로부터의 따끔한 질책

도 있었지만, 항상 겸허한 자세로 주어진 사명을 묵묵히 수행했습니다.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공영방송의 토대, 수신료

수신료는 KBS가 한류 확산의 중심축으로 기능하는데 필요한 핵심 재원입니다. <뮤직뱅

크>, <동백꽃 필 무렵> 등과 같은 우수한 문화 콘텐츠를 제작함과 동시에, 3개의 국제방

송채널(KBS월드 TV, KBS월드 라디오, KBS월드 24)을 통해 지속적으로 전 세계 시청자에

게 선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대한민국을 넘어 아시아를 대표하는 공영방송으로 자리매

김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에도 수신료가 쓰입니다. 지난 8월, 71개국 274개 회원사가 속한 

ABU(아시아태평양방송연맹)와 함께 ‘사회 통합과 평화를 위한 미디어의 역할’이란 주제

로 국제 포럼을 개최해 KBS의 경험을 공유하고 각국 공영방송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했

습니다. 이후 11월 제56차 ABU 총회에서는 KBS 양승동 사장이 만장일치로 ABU 부회장

에 추대됨으로써 대한민국 공영방송의 위상을 국제 사회에 드높이는 계기가 됐습니다.

국민의 어려움을 함께 나누는 수신료

유료·상업 매체의 급성장과 경기침체에 따른 광고 수입 감소, 1981년 이후 동결된 수신

료 등은 KBS의 재정 상황을 지속적으로 악화시켜 왔습니다. 결국 KBS는 비상경영계획을 

통해 내부 효율성을 제고했으며, 이에 따라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제작을 위한 자원 투입

은 줄어들고 공적 책무 수행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하지만 공영방송으로서 

국민의 어려움을 함께 해결하기 위한 노력은 소홀함 없이 계속했습니다. 수신료 체납에 

따른 가산금은 축소하고, 납부면제 자격 확인 절차도 간편화했습니다. 또한 12월 전국 특

별 생방송 <나눔은 행복입니다>를 통해 우리 주변 어려운 이웃들에게 희망을 전하는 자

리를 마련하는 등 시청자 복지 확대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이는 앞으로도 변함없는 

KBS의 기본 방침입니다.

공영방송 KBS는 국민 여러분의 소중한 수신료를 바탕으로 방송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바로 세우며 국가기간방송으로서 부여받은 

공적 책무를 성실히 수행했습니다. 국가적 재난 상황 발생 시 국민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신속하게 전달하여 재난방송 주관방송사 

역할에 충실한 한편, 우수한 한류 콘텐츠를 전 세계에 널리 알려 대한민국의 위상을 드높이는 데 기여했습니다. 

1. 수신료 수입 현황 

   1) 수신료 수입액 : 6,705억원

   2) 수신료 순수입 : 6,066억원 

       위탁징수수수료 451억원, EBS 지원금 188억원

      ※ 순수입 기준으로 맞춤, 억 원 단위 단수차이 있음

2. TV수상기 등록 현황

   1) 총 등록대수 : 25,436,301대 

   2) 가정용 : 21,945,838대, 일반용 3,490,463대

3. 수신료 면제 현황

   1) 총 면제대수 : 2,599,422대

   2) 국민기초생활수급자 604,799대 

       시청각장애인 223,504대 

       난시청 268,414대, 전기 월 50kwh 미만 

       세대 1,424,524대, 국가유공자 70,166대 

       기타 8,015대

<수신료 관련 통계 자료 (2019년 말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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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

콘텐츠 중심의 공영미디어

급변하는 미디어 환경에 대응하고 디지털 시대에 최적화된 콘텐츠 중심의 공영미디어로 

나아가기 위해 조직개편을 단행했습니다. 새로운 조직은 콘텐츠 중심, 시청자 중심, 디

지털 혁신 조직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2TV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예능, 드라마 제작과 

광고, 콘텐츠사업을 총괄하는 ‘제작2본부’를 신설했습니다. 사장 직속부서로 ‘시청자센

터’를 두어 시청자 권익 보호 시스템을 체계화하고 시청자 참여를 확대했습니다. 디지털 

콘텐츠 제작, 유통 프로세스를 바꾸고 디지털 뉴스의 기획, 취재 기능을 강화했습니다. 

방송 제작의 자율과 독립성을 제도적으로 확립하기 위해 16년 만에 「방송편성규약」을 

개정했습니다. 편성위원회 개최에 강제성을 부여하고 국장 임명 동의 규정을 신설하는 

등 제도적 실효성을 높이고 달라진 미디어 환경을 반영했습니다. 독립성 보장 조항을 신

설해 외부의 압력과 부당한 간섭으로부터 독립성을 지켜야 한다는 점을 더욱 명확히 했

습니다. 

공적 책무 수행

고성 산불을 계기로 재난방송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시스템 전반을 개선했습니다. 「재난

방송매뉴얼」을 대대적으로 개편하고, 모의훈련을 정기적으로 실시해 대응 역량을 높였

습니다. 인적·물적 자원을 보강하는 한편 본사와 지역국 간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지방

자치단체의 CCTV 영상을 활용해 재난 정보를 빠르게 공유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TV와 

라디오, 인터넷, 모바일 등 모든 플랫폼에서 적시에 재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시스템

을 구축했습니다. 지역방송 활성화에도 힘을 쏟았습니다. 지역에 뉴미디어추진단을 구

성해 지역국의 콘텐츠가 유튜브로 소비될 수 있는 길을 열었습니다. 데일리 종합뉴스인 

<뉴스7>을 지역국 자체 편성으로 바꿔 지역 시청자와 더 가깝게 다가갔습니다. 지역 현

안을 깊이 있게 다룬 뉴스로 시청자와 소통하고 지역성과 자율성을 바탕으로 한 공영방

송의 새로운 모델을 제시했습니다. 

상생 협력 노력

상생을 통한 건강한 미디어 생태계 조성에 노력했습니다. 연봉직, 자원관리원 등 비일반

직 223명을 직급과 호봉을 부여받는 일반직으로 전환해 비정규직과 정규직 간 차별을 

해소했습니다. 뉴스 진행과 영상 편집을 담당하는 자회사 소속 근로자도 직접 고용해 법 

위반이 없도록 책임을 다했습니다. 독립제작자, 작가들에 대한 지원도 계속 늘려오고 있

습니다. ‘외주제작프로그램 표준제작비 산정기준’을 개정해 제작사의 건전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하고, 정기적으로 간담회를 실시하는 등 소통을 통해 제작시스템을 활성화하

고 있습니다.

경영 혁신

구조적인 재원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예산과 사업 전반에 대한 토털

리뷰를 시행했습니다. 토털리뷰 TF에서 낭비되는 재원을 찾고 사업의 

필요성을 원점에서 재검토하여 ‘비상경영계획’을 수립했습니다. 비용 

절감과 함께 프로그램 경쟁력을 높여 선순환 구조를 만든다는 것이 계

획의 핵심입니다. 불필요한 업무를 폐지하고, 업무 관행을 개선해 효

율성을 높이는 한편 선택과 집중 차원에서 프로그램 편성과 제작 부문 

체질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추진됐습니다. ‘비상경영계획’으로 2020

년에서 2023년까지 연간 600억 원의 비용 절감을 기대할 수 있습니

다. 인력 운영의 근간인 직급체계도 합리적으로 개편했습니다. 관리

직급과 1직급을 폐지하고, 변동형 직급체계를 도입해 보직을 맡은 기

간에만 한시적으로 책임직급을 부여하도록 했습니다(2020.1.1. 시행). 

성과 중심으로 보수 체계를 바꾸고 상위직급의 임금상승을 억제했습

니다. 이를 통해 방만 경영으로 지적되어 온 상위직급 과다 문제와 인

력 운영의 경직성을 해소할 수 있게 됐습니다.

효율적인 인력 운영을 통한 조직 경쟁력 제고

변화하는 미디어 환경과 근로 환경에 대응하고, 정년 퇴직과 디지털 

콘텐츠 강화 등 신규 사업에 따른 인력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역량 있는 신입직원과 능력이 검증된 경력직원에 대한 공개채용

을 진행했습니다. 공개채용 시 일명 ‘스펙’ 보다는 능력과 인성 중심의 

블라인드 채용 기조를 유지·강화하였으며, 특히 전문분야 인력의 경력

채용을 확대 실시하여 현업에 즉시 투입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조직 

변화, 업무상 필요 등에 따라 정기 및 수시 인사를 단행함으로써 적재

적소 인력 배치에 주력하였고, 직원의 직무적성을 살린 직종 간 이동

이 가능한 전직 제도를 활용하여 효율적으로 인력을 재배치했습니다. 

공영방송의 사회적 책임 이행과 불공정 관행 개선

조직 내 불공정 해소 및 장애인 고용 창출 등 공영방송의 사회적 책무 

이행에도 힘썼습니다. 기존 장애인 가점 부여 방식에 더해 장애인 적

합 직무를 적극 발굴하고 한국장애인고용공단과 연계한 ‘장애인 제한 

경쟁 채용’을 실시했습니다. 이를 통해 장애인 고용을 실질적으로 늘

리는 한편, 앞으로도 장애인 고용을 지속 확대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

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건강한 조직문화 확산을 위한 노력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라 조직문화의 건강한 발전을 위하여 「직장 

내 괴롭힘 예방지침」을 제정, 운영했습니다. 고충전담창구 설치 등 고

충상담절차를 마련하고, 피해자 등의 의사에 따른 조사 및 처리 절차

를 규정화했습니다. 아울러 직장 내 괴롭힘을 사전에 방지하고 조직문

화 개선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기 위한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2019년 KBS는 방송 독립성을 강화하고 공적 책무를 충실히 수행하면서 조직개편, 직급체계 개편, 비상경영계획 수립 등 

경영혁신을 추진해 신뢰의 위기, 영향력의 위기, 재정의 위기를 극복하고자 했습니다. 

또한 조직 내 불공정 관행을 개선하고 건강한 조직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경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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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청자서비스

시청자 권익 보호를 위한 다양한 창구 운영

KBS는 시청자 권익 보호를 위해 각계의 시청자 대표로 구성된 시청자위원회를 매월 개

최해 방송프로그램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듣고 제작에 반영하도록 하여 방송의 질을 향

상시켰습니다. 또한 시청자 권리 보호, 시청자 평가, 시청자 참여 등 3개 소위원회를 통

하여 시청자의 참여와 권익 보호, 방송프로그램 품질 개선, 공공성 및 공익성 확보에도 

크게 기여했습니다. 특히 최초로 본사와 지역국 시청자위원들이 함께 모여 공영방송의 

발전 방향을 모색하는 ‘제1회 KBS전국시청자위원회 연대회의(4월)’와 ‘시청자위원회-시

민사회단체 연석회의(10월)’를 개최해 어느 해보다 다양한 시청자들의 목소리를 경청하

고 소통하며 공영방송과 수신료 제도에 대한 이해 증진을 도모했습니다. 시행 2년째를 

맞고 있는 ‘시청자 청원 제도’를 통해 시청자가 발의한 청원 1,257건 중 천 명 이상의 동

의를 받아 성사된 39건에 대해 해당 부서의 답변을 전달했습니다. ‘시청자상담실’은 국

내 방송사 중 유일하게 연 365일, 24시간 전화, ARS, 인터넷, 우편, FAX, 방문 등 모든 소

통 채널을 열어 총 37만 3천 건의 시청자 의견을 접수·처리했습니다. 「언론중재법」에 

따라 운영되는 ‘고충처리인 제도’를 통해 총 55건의 시청자 고충 사항을 처리해 시청자 

권익을 적극 보호했습니다. ‘정보공개제도’를 통해서는 연 58건의 정보 공개 청구를 처

리해 시청자의 알 권리를 충족하고 공영방송으로서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였습니다.

KBS의 주인은 시청자입니다. 공영방송 KBS는 ‘대한민국 대표 공영미디어 KBS – 신뢰·창의·혁신’을 2019년 경영목표로 정하고 

미디어 환경변화에 걸맞은 시청자 권익 보호 확대와 다양한 시청자 참여 사업을 수행함으로써 수신료의 소중한 가치를 구현하고자 

노력했습니다. 시청자 참여•평가 프로그램을 활성화하고 모든 국민이 디지털 미디어를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사업을 수행했습니다. 

위원장 

•이창현(국민대 언론정보학부 교수)

부위원장 

•이종임(문화연대 집행위원)

위원 

•권오주(학부모정보감시단 정책위원장)

•정민영(법무법인 덕수 변호사)

•임윤옥(한국여성노동자회 상임대표)

•진선미(공인노무사 휴먼플러스 대표)

•배상근(전국경제인연합회 총괄 전무)

•최수영(강원대 초빙교수)

•최준호(환경운동연합 사무총장)

•이서정(청년과미래 인터넷언론위원장)

•김예원(장애인권법센터 대표)

•전진한(알권리연구소 소장)

•심재웅(숙명여대 미디어학부 교수)

•박준모(법무법인 태승 변호사)

•도승이(한국교육심리학회 부회장)

KBS 제29기 시청자위원  2019.12.31기준

시청자 평가•참여 프로그램 활성화

시청자 평가 프로그램인 <TV비평 시청자데스크>는 시청자와 제작자의 소통을 강화하

고 시청자 참여 비중을 더욱 높였습니다. 매주 시민·문화 관련 비영리 단체들이 직접 방

송에 출연하여 뉴스와 프로그램에 대한 의견을 전달하는 ‘클로즈업 TV’에서는 참여 단

체와 개인의 수를 전년보다 더 늘렸습니다. 시청자들이 직접 제작현장을 찾아 미디어에 

의해 재현되는 현실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제작현장 속으로’는 초등학생부터 주부와 직

장인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시청자들의 참여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직접

적인 시청자 접근권(Public Access)을 보장하기 위한 프로그램인 <열린채널>은 지역민

과 미디어 소외계층의 참여 확대를 장려하여 총 52회 90편의 방송 프로그램 중 지역 시

청자들이 제작한 작품이 총 57편에 이르렀습니다. 

전 국민을 위한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사업 실시

다양한 디지털 미디어 플랫폼의 등장과 모바일 중심의 미디어 이용 환경은 그 편리성과 

효율성에도 불구하고 디지털 격차, 가짜뉴스의 범람, 확증 편향적 정보의 확산과 소비, 

디지털 괴롭힘 등 여러 부작용도 함께 나타나고 있습니다. 공영방송 KBS는 모든 국민이 

디지털 미디어를 건강하고 소외됨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지난 3월 시청자미디어부를 

신설하고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사업을 수행했습니다. 방송제작자들을 미디어 교육 강

사로 육성했으며 9월부터는 ‘KBS 온’ 견학홀에서 400여 명의 방문자들을 대상으로 견

학과 미디어 체험교육을 실시했습니다. 서울과 인천 등 수도권의 중·고등학교들을 대

상으로 ‘찾아가는 미디어 교육사업’도 병행해 중·고등학생 2,000여 명이 참여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지역국에서는 지역 주민이 미디어 교육 프로그램을 이수해 직접 방송

프로그램 제작에 참여하는 시청자 참여형 미디어 교육 시범사업을 원주방송국이 시작

했습니다. 2020년에는 교육부, 시청자미디어재단, 전국미디어센터협의회 등 미디어 

교육 관련 기관과 단체들과 협력하여 더 다양한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며, 이러한 노력

을 인정받아 유네스코에서 주관하는 미디어·정보 리터러시 국제 컨퍼런스의 주관방송

사로 선정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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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신 료 의  가 치

사회공헌활동

꽃 축제 기간 여의도를 찾는 시청자를 대상으로 KBS홀에서 음악회를 개최하여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했습니다.

시청자를 위한 나눔 서비스 실현

8회째를 맞이한 ‘대한민국 나눔국민대상’ 행사와 방송을 통해 사회 각 분야에서 나눔으

로 사회발전에 기여한 유공자를 발굴하여 총 155개의 훈·포장을 전달하고 나눔 실천사

례를 홍보하여 우리 사회의 나눔 문화 확산에 앞장섰습니다. 또한 임직원 성금지정 기탁

으로 취약계층 공동 거주 시설에 미세먼지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공기청정기 나눔 사

업’을 진행하였고, 소외계층을 위로하고자 ‘재능 나눔봉사단’ 공연, 이웃돕기 성금 모금, 

어려운 청소년들을 후원하는 ‘매칭그랜트’, ‘임직원 급여 끝전 모으기’ 등을 전개했습니

다. 이밖에도 이웃을 위한 희생과 봉사의 정신을 확산시키기 위해 우리 사회의 의인들

을 소재로 한 사회공헌 웹 다큐드라마 <숨은 영웅들>을 방송하여 사회공헌문화 확산에 

힘쓰고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적극 실현하여 우리 사회가 보다 행복해질 수 있도록 

공영방송의 공적 책임을 충실히 수행했습니다.

KBS는 다양한 사회공헌 사업을 통해 수신료의 가치를 감동으로 전하고, 대한민국 국민 모두에게 희망과 기쁨을 선사하고자 

노력했습니다. 문화 소외계층을 위해 ‘찾아가는 음악회’를 개최하는 등 많은 시청자들에게 문화 경험의 기회를 제공하는 한편, 

클래식과 국악계 신인 발굴을 위한 대회를 주최해 클래식•국악계 저변 확대에 기여했습니다. 

또한 다양한 나눔 실천 사례를 발굴•홍보하여 우리 사회의 나눔 문화 확산에 앞장섰습니다.

시청자와 문화가 함께하는 KBS

KBS는 음악 인프라를 바탕으로 수신료의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다양한 시청자 대상 문

화 사업을 진행했습니다. KBS관현악단과 KBS국악관현악단은 지역의 학교, 노인시설, 복

지관, 군부대 등 상대적 문화 소외계층을 직접 방문하여 ‘찾아가는 음악회’를 개최함으

로써 더 많은 시청자들이 문화적 경험을 누릴 수 있도록 노력했습니다. 특히 2019년은 

3.1운동 100주년을 맞아 한·일 무장 투쟁의 금자탑인 ‘봉오동 - 청산리 전승 100주년’과 

‘한국광복군 창군 80주년’을 기념하여 광복회관 강당에서 ‘광복 음악회’를 개최했습니

다. 또 재향군인의 날을 맞아 ‘재향군인회 창립 67주년 기념 음악회’, 순국선열의 날 80

주년을 맞아 서대문독립공원 독립관 앞 특설무대에서 ‘순국선열의 날 기념 음악회’ 등을 

기획, 진행했습니다. 한편 클래식계 신인 발굴을 위한 ‘제26회 KBS - 한전 음악콩쿠르’와 

젊은 국악인의 등용문 ‘제29회 KBS 국악대경연’은 국내 최고 수준의 대회로 자리잡으며 

클래식 및 국악의 저변 확대에 기여했습니다. 또한 2회째를 맞은 ‘KBS 봄꽃음악회’는 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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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 중심의 조직개편, 자원 활용의 효율성 증진, 

안정적 재원 구조 확보 등을 통해 급변하는 미디어 환경에 

원활히 대응할 수 있는 창의적 조직으로 변화하겠습니다. 

일반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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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회/집행기관

이사회 KBS는 독립성과 공공성을 보장하기 위해 최고 의결기관으로 이사회를 두고 있습니다.

이사회는 이사장을 포함한 이사 11인으로 구성되며, 임기는 3년입니다.

이사는 각 분야의 대표성을 고려해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추천하고 대통령이 임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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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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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상근 이사장

•前 경기도교육연구원 이사장

•前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부의장

•前 기독교방송 이사

조용환 이사

•現  법무법인 지평 변호사

•現 (재)진실의 힘 

•前 방송위원회 비상임위원

박옥희 이사

•現 한국여성재단 이사

•前 방심위 광고특별위 위원

•前 MBC 시청자위원회 부위원장

강형철 이사

•現 숙명여대 미디어학부 교수

•現 정보통신정책학회 학회장

•前 한국방송학회 학회장

서재석 이사

•前 KBS 아트비전 사장

•前 KBS 정책기획본부장

•前 KBS 편성본부 편성국장, 

   센터장

김태일 이사

•現 영남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現 지방분권운동 대구경북본부

    집행위원장

•現 218안전문화재단 이사장

천영식 이사

• 前 대통령비서실 국정홍보

비서관

•前 문화일보 전국부장

•前 문화일보 워싱턴 특파원

김경달 이사

•現 네오 터치포인트 대표

•前 네이버 동영상서비스 실장

•前 동아일보 기자

김영근 이사

•前 KBS 이사회 사무국장

•前 KBS 보도본부 해설위원

•前 KBS 보도국 문화부 차장

문건영 이사

• 現 대한상사중재원 중재인

• 現 제주대 법학전문대학원 조교수

• 前 법무법인 한결 변호사

황우섭 이사

•現 미디어연대 공동대표

•前 KBS 인재개발원장

•前 KBS 공영노조 위원장

※ 2019년 12월 31일 기준 ※ 2019년 12월 31일 기준

집행기관 KBS는 집행기관으로 사장 1인, 2인 이내 부사장, 8인 이내의 본부장과 감사 1인을 

두고 있습니다. 사장은 이사회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며, 부사장은 이사회의 동의를 

얻어 사장이 임명합니다. 감사는 이사회의 제청으로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임명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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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승동 사장

임병걸 전략기획실장

정필모 부사장

김덕재 제작1본부장

황용호 편성본부장

이훈희 제작2본부장

김영헌 감사

김종명 보도본부장

이창형 기술본부장 조현국 경영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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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재무제표

2019 재무제표
계정과목

2019
회계연도 

2018
회계연도 

증감액 증감률 

Ⅰ. 매 출 액 13,621 14,352  △ 731 -5.1%

1. 사 업 수 입 13,621 14,352  △ 731 -5.1%

 1) 방송사업수입 13,456 14,199  △ 743 -5.2%

 - 수신료수입 6,705 6,595  110 1.7%

 - 광고방송수입 2,548 3,328  △ 780 -23.4%

 - 전파료수입  -  14  △ 14 -100.0%

 - 국고금수입  146  131  15 11.5%

 - 기타방송사업수입 4,057 4,131  △ 74 -1.8%

 2) 시청자사업수입  165  153  12 7.8%

 - 국악단수입  3  3  - 0.0%

 - 일반부대사업수입 등  162  150  12 8.0%

 Ⅱ. 매 출 원 가 12,320 12,703  △ 383 -3.0%

1. 사 업 비 12,320 12,703  △ 383 -3.0%

 1) 방송사업비 12,047 12,488  △ 441 -3.5%

 - 방송제작비 9,848 10,285  △ 437 -4.2%

 - 시설운영비 2,199 2,203  △ 4 -0.2%

 2) 시청자사업비  273  215  58 27.0%

 - 교향국악악단운영비  58  55  3 5.5%

 - 일반부대사업비  215  160  55 34.4%

 Ⅲ. 사 업 총 이 익 1,301 1,649  △ 348 -21.1%

 Ⅳ. 판매비와 관리비 2,060 2,234  △ 174 -7.8%

1. 일반관리비  743  781  △ 38 -4.9%

2. 수신료징수비  848  843  5 0.6%

 - 교육방송지원금  188  185  3 1.6%

 - 위탁징수비  453  447  6 1.3%

 - 기타 경비  207  211  △ 4 -1.9%

3. 광고운영비  469  610  △ 141 -23.1%

 - 광고수수료  357  466  △ 109 -23.4%

 - 방송발전기금  58  95  △ 37 -38.9%

 - 기타 경비  54  49  5 10.2%

 Ⅴ. 사 업 이 익(손실)  △ 759  △ 585  △ 174 -29.7%

 Ⅵ. 사업외 수입  945  406  539 132.8%

1. 일반사업외수입  894  331  563 170.1%

2. 지분법이익  51  75  △ 24 -32.0%

 Ⅶ. 사업외 비용  161  142  19 13.4%

1. 일반사업외비용  120  117  3 2.6%

2. 지분법손실  38  25  13 52.0%

3. 이자비용  3  -  3 

 Ⅷ.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
(-순손실)

 25  △ 321  346 -107.8%

 Ⅸ. 법인세비용  9  -  9 

 Ⅹ. 당기순이익(-순손실)  16  △ 321  337 -105.0%

[ 자 산 ]

계정과목
2019

회계연도 
2018

회계연도 
증감액

(△)

 Ⅰ. 유 동 자 산 3,119 2,704  415 

1. 당 좌 자 산 3,049 2,646  403 

 현금 및 현금성자산  22  471  △ 449 

 단기투자자산  -  600  △ 600 

 매출채권 2,625 1,447 1,178

 미 수 금  95  44  51 

 미수수익  5  7  △ 2 

 선 급 금  230  21  209 

 선급비용  15  15  - 

 단기대여금  7  3  4 

 유동이연법인세자산  50  38  12 

 기타의 당좌자산  -  -  - 

2. 재 고 자 산  70  58  12 

 제 작 품 29  31  △ 2 

 영 화 4  7  △ 3 

 저 장 품 37  20  17 

 Ⅱ. 비 유 동 자 산 9,771 9,616  155 

1. 투 자 자 산 3,463 3,376  87 

 장기투자증권 283  373  △ 90 

 지분법적용투자주식 2,623 2,416  207 

 장기대여금 397  427  △ 30 

 기타투자자산 160  160  - 

2. 유 형 자 산 5,507 5,631  △ 124 

 토 지 1,567 1,587  △ 20 

 건 물 2,894 2,959  △ 65 

 구 축 물 204  227  △ 23 

 기계장치 692  710  △ 18 

 차량운반구 5  11  △ 6 

 기타의 유형자산 64  64  - 

 건설중인자산 81  73  8 

3. 무 형 자 산  12  12  - 

 개발비  9  7  2 

 기타의 무형자산  3  5  △ 2 

4. 기타 비유동자산  789  597  192 

 보 증 금 157  163  △ 6 

 비유동이연법인세자산 216  206  10 

 장기미수금 296  89  207 

 장기선급비용 14  17  △ 3 

 장기선급금  106  122  △ 16 

[ 자산 총계 ] 12,890 12,320  570 

[ 부 채 ]

계정과목
2019

회계연도 
2018

회계연도 
증감액

(△)

 Ⅰ. 유 동 부 채 2,123 1,433  690 

 단기차입금  586  -  586 

 매입채무  329  303  26 

 미지급금 1,045  863  182 

 미지급비용  -  -  - 

 선 수 금  7  76  △ 69 

 예 수 금  102  140  △ 38 

 미지급법인세  4  -  4 

 선수수익  43  45  △ 2 

 기타의 유동부채  7  6  1 

 Ⅱ. 비 유 동 부 채 3,877 4,139  △ 262 

 장기예수보증금  -  -  - 

 퇴직급여충당금 3,951 4,234  △ 283 

 국민연금전환금  △ 9  △ 12  3 

 퇴직보험예치금  △ 65  △ 83  18 

[ 부채 총계 ] 6,000 5,572  428 

[ 자 본 ]

계정과목
2019

회계연도 
2018

회계연도 
증감액

(△)

 Ⅰ. 자 본 금 2,062 2,062 -

1. 정부지분 자본금 2,062 2,062 -

 Ⅱ. 자본조정  △ 13  △ 13  - 

1. 기타자본조정  △ 13 2,062 △ 2,075

 Ⅲ. 기타포괄손익누계액  25  △ 101  126 

1. 지분법자본변동  173  2  171 

2. 부의지분법자본변동  △ 1  △ 24  23 

3. 매도가능증권평가이익  -  -  - 

4. 매도가능증권평가손실  △ 147  △ 79  △ 68 

 Ⅳ. 이익잉여금 4,816 4,800  16 

1. 이익준비금 1,031 1,031  - 

2. 기업발전적립금 2,037 2,037  - 

3. 기업합리화적립금  90  90  - 

4. 사업확장적립금 1,642 1,963  △ 321 

5. 미처분이익잉여금  16  △ 321  337 

(△미처리결손금) -

[ 자본 총계 ] 6,890 6,748 142

[ 부채와 자본 총계] 12,890 12,320 570

(단위 : 억 원) (단위 : 억 원)

 손익계산서  재무상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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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반 현 황

인력현황/조직도

888

총계 4,716

679

176 219 234
61

1,287

578 5 3 17 20

458

2729

329

115
2939 36

인력현황

※집행기관 및 연말퇴직자 제외, 방송저널리스트 직류는 직종으로 분류

 (2019.12.31. 기준, 명)

조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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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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촬
영
기
자

영
상
제
작

디
자
인

음
향
디
자
인

방
송
음
악
직

방
송
기
술

전
기

항
공

수
신
기
술

건
축

설
비

기
획
행
정

콘
텐
츠

일
반
행
정

수
신
료

청
원
경
찰

ITTV/
MD

방송 

직군

기술 

직군

경영 

직군

청경 

직군

※ 2019년 12월 31일 기준

<2019년 상반기 신입, 경력직 입사자>

사장

부사장

인적자원실

인사기획부
인사운영부
인재개발원

심의실

심의부

성평등센터

성평등부

시청자센터

시청자서비스부
시청자사업부
시청자미디어부

남북교류협력단

 남북교류협력부

부사장

비서실

감사

감사실

기획감사부
방송감사부
기술감사부
경영감사부

이사회

이사회사무국

노사협력주간

노사협력

지역정책실

지역혁신부

편성본부

편성전략국

편성전략부
편성조사부
편성운영부
브랜드기획부

편성국

1TV편성부
2TV편성부
편성제작부

디지털 미디어국

디지털미디어기획부
디지털서비스운영부
디지털플랫폼개발부
콘텐츠아카이브부

국제방송국

TV국제방송부
R국제방송부

아나운서실

아나운서1부
아나운서2부
한국어연구부

영상제작국

총감독1
총감독2
총감독3
총감독4

보도본부
 
보도기획부
보도운영부

통합뉴스룸

정치국제 주간

정치부
통일·외교부
국제부

경제주간

경제부
산업과학부
문화복지부

사회재난 주간

재난방송센터
사회부
네트워크부
경인취재센터

방송뉴스 주간

뉴스제작1부
뉴스제작2부
뉴스제작3부

디지털뉴스 주간

디지털뉴스기획부
디지털뉴스제작부
뉴스시스템개발부

보도영상 주간

영상취재1부
영상취재2부
영상편집부

탐사보도부

해설위원실

시사제작국

시사제작1부
시사제작2부

스포츠국

스포츠기획부
스포츠취재부
스포츠중계부
스포츠콘텐츠제작부

보도그래픽부

※선거방송기획단

제작1본부
 
제작기획1부
제작운영부

시사교양 1국

시사교양1CP
시사교양2CP
시사교양3CP
시사교양4CP
시사교양5CP

시사교양 2국

시사교양1CP
시사교양2CP
시사교양3CP
시사교양4CP
시사교양5CP

협력제작국

협력제작1부
협력제작2부

라디오센터

라디오편성
기획국

라디오기획부
라디오편성부
디지털오디오부

1라디오국

2FM부

2라디오부

1FM부

한민족방송부

제작2본부
 
제작기획2부
콘텐츠프로모션부

예능센터

예능1CP
예능2CP
예능3CP
예능4CP
예능5CP
예능6CP

예능사업부

콘텐츠사업국

콘텐츠사업부
플랫폼사업부
지식재산권부

광고국

광고기획부
광고마케팅부

※ 통합마케팅 
콘텐츠 
프로젝트팀

※ 대형이벤트 
방송사업단

기술본부

기술관리국

기술기획부
기술운영부
장비관리부

미디어인프라국

제작시설부
송신시설부
시스템구축부

방송네트워크국

네트워크운영부
수신기술지원부
소래송신소
남산송신소
관악산송신소
김제송신소
당진송신소
화성송신소

미디어플랫폼
주간

미디어송출부

제작기술센터

후반제작부

TV기술국

총감독1
총감독2
총감독3
총감독4

보도기술국

총감독1
총감독2

중계기술국

총감독1
총감독2

라디오기술국

총감독1
총감독2

드라마센터

드라마1CP
드라마2CP
드라마3CP
드라마4CP
드라마5CP
드라마6CP

드라마사업부

경영본부

경영관리국

총무부
재무부
구매부
후생부

수신료국

수신료기획부
수신료운영부
강북사업지사
강남사업지사
인천사업지사
경기남부사업지사
경기동부사업지사
경기북부사업지사

경영정보국

경영정보부
정보인프라부

자산운용국

자산개발부

시설관리국

건축기전부
전력운영부
시설관리부

안전관리실

※프로젝트팀

전략기획실

전략기획국

전략기획부
PSM전략부
계열사협력부

예산국

예산부

대외협력국

대외협력부
커뮤니케이션부
국제협력부

공영미디어
연구소

미디어기술
연구소

미디어기술연구부

법무실

혁신추진부

※UHD추진단

사장

부사장

창원방송총국
- 편성제작국
- 보도국
- 기술국
- 총무국
※방송문화사업국

진주방송국

광주방송총국
- 편성제작국
- 보도국
- 기술국
- 총무국
※방송문화사업국

목포방송국

순천방송국

대전방송총국
- 편성제작국
- 보도국
- 기술국
- 총무국
※방송문화사업국

춘천방송총국
- 편성제작국
- 보도국
- 기술국
- 총무국

강릉방송국

원주방송국

지역방송국의 하부조직

부산방송총국
- 편성제작국
- 보도국
- 기술국
- 총무국
※방송문화사업국

울산방송국

대구방송총국
- 편성제작국
- 보도국
- 기술국
- 총무국
※방송문화사업국

안동방송국

포항방송국

전주방송총국
- 편성제작국
- 보도국
- 기술국
- 총무국
※방송문화사업국

청주방송총국
- 편성제작국
- 보도국
- 기술국
- 총무국

충주방송국

제주방송총국
- 편성제작국
- 보도국
- 기술국
- 총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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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7  ITU에서 한국에 호출 부호 ‘HL’ 할당

1948  국영 서울중앙방송국 발족

2013 

•KBS W 개국

•방송개시 86주년, 공사창립 40주년

•국제방송 개국 60주년

2014 

• 조대현 사장 취임

• <색, 네 개의 욕망>,  

3대 국제상 '반프상' 대상 수상

• 교황 방한 124시간 전 세계 생중계

• 조대현 사장, ABU 제15대 회장 취임

• 세계 최초 UHD 라이브 중계방송 성공

1926 사단법인 경성방송국 설립

1927 라디오 방송 개시(JODK)

1961 서울 TV방송국 개국(KBS 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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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 세계공영TV(INPUT) 서울총회

•대구 세계육상선수권대회 주관방송

•김인규 사장, ABU 제 13대 회장 취임

•KBS TV 개국 50주년

2012 

• KBS Kids 개국

• 서울 핵안보정상회의 주관방송

• 길환영 사장 취임

•디지털 방송 시대 개막

KBS 역사

1980 2TV, 2라디오 방송 개시

 이원홍 사장 취임, 컬러TV 방송 시작

1981 3TV 및 교육 FM 방송 개시

 컬러TV 시청료 책정

 (월 2,500원, 흑백TV 800원)

1983  특별 생방송 <이산가족을 찾습니다>

1985  박현태 사장 취임

 음성다중방송 실시

1986  정구호 사장 취임

 서울 아시안 게임 주관방송

1988  서울 올림픽 주관방송

 서영훈 사장 취임

1973 한국방송공사(KBS) 창립

 한국방송공사 초대 홍경모 사장 취임

1979 최세경 사장 취임, FM 방송 실시

1990  서기원 사장 취임

 KBS 방송강령 제정

 3TV 및 교육 FM 교육부 이관

1993  홍두표 사장 취임

1994   수신료 징수 제도 개선, 1TV 광고 폐지

1995  인터넷 방송 개시

1996  위성 시험 방송 개시

1997  제34차 ABU 서울총회 개최

1998  박권상 사장 취임

2018 

•양승동 사장 취임 

•남북정상회담 주관방송 

•진실과 미래위원회 출범

•3.1운동 및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방송단 출범

•세계공영방송총회(PBI)개최

•성평등센터 출범

2019 

•재난방송시스템 대대적 개편

•「KBS 방송 편성규약」 개정

•지역 자체 제작 시사·뉴스 프로그램 

    <뉴스7> 방송

•<플라스틱 지구> 방송통신위원회

    방송대상 ‘대상’ 수상

•<저널리즘 토크쇼J> 백상예술대상 

    TV부문 ‘교양작품상’ 수상

•<기억, 마주서다> 

    한국방송대상 ‘대상’ 수상

2016

• 조직개편 ‘1실 6본부 1사업부 2센터’

• KBS-KDB 한류콘텐츠 펀드 출범 

•'몬스터유니온' 설립 

• 미래방송센터 건립안 이사회 의결 

• 고대영 사장, ABU 제15대 회장 취임

• 지상파 UHD 방송사업 허가 방통위 

의결

2017 

• KBS HD급 고화질 DMB 서비스 시작

• 세계 최초 지상파 UHD 방송 실시

• ‘이산가족을 찾습니다’ 베를린 특별전 

개최

• 재난방송 매뉴얼 개정

• KBS UHD 가이드라인 발간

2015 

• 고대영 사장 취임

• <시대의 작창 판소리> 반프 

최우수작품상, 방통위 대상 수상

• <특별생방송 이산가족을 찾습니다>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

• 광복70년 국민 대합창  

<나는 대한민국> 시행  

• KBS 미션, 비전 선포

일 반 현 황

1920
2000 2011~2012 2013~2014 2015 2016~2017 2018 2019

1940 1960 1970 1980 199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