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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TV 소개 

 
 

Ⅰ 



 
국내 유일의 ‘방송과 뉴스통신’의 융합,  대한민국 대표 보도전문 채널  
생동감, 깊이의 차원이 다른 영상뉴스의 총본산   

연합뉴스TV 소개 

 
 

 
 

중심을 잡는 방송 24시간 신속,  

다양한 뉴스 

현장 중시 방송 
경제 번영,  

화해와 평화 지향 
• ‘뉴스의 현장’을 안방으로 

• 현장엔 항상 연합뉴스TV 기자 

• 사건사고, 재난재해 등 특보체제 
24시간  풀가동 

• 언제든 ‘지금 이시각 뉴스‘ 

• 다양한 형식의 뉴스 공급 

• 젊고 신선한 대담 패널 발굴 

• 경제발전에 기여하는 방송 

• 평화와 통일에 기여하는 방송 

• 공정하고 균형  잡힌 보도 

• 기계적 균형 탈피 

• 판단은 시청자 스스로 



연합뉴스TV 소개 

 
 

 
 

2020년 3월 월간 1.73% ,시청률 최고 
2015년 8월 이후 보도채널 시청률 역전! 

(2020년 연간 시청률 - 연합뉴스TV 1.29%, YTN 1.21%) 

* 자료원 : AGB닐슨, 케이블가구 타깃 (2021년 01월 18일 현재) 

보도채널 시청률 추이 (2018.01~2020.12.31) 
〮 연간시청률 1% 돌파,  코로나19로 TV시청 늘어난 가운데 태풍, 미 대선 등 빅이슈 영향으로 보도채널 시청자 크게 증가 

 1.06  
 1.23  

 1.06   1.00  
 0.88  

 0.79  

 0.98   0.96  
 0.87  

 0.96  
 1.12  

 0.96   0.92  

 1.56  
 1.73  

 1.50  

 1.17   1.15  

 1.46  

 1.28   1.30  

 -  

 0.20  

 0.40  

 0.60  

 0.80  

 1.00  

 1.20  

 1.40  

 1.60  

 1.80  

 2.00  

1 2 3 4 5 6 7 8 9 10 11 12 1 2 3 4 5 6 7 8 9 10 11 12 1 2 3 4 5 6 7 8 9 10 11 12 

2018년 2019년 2020년 

시청률(%) 

연합뉴스TV 
YTN 



A 
GROU

P 

YONHAP  
MEDIA 
GROUP 

Africa 

South 
America 

North 
America 

Asia 

Europe 

AP(US) 
Bloomberg 
UPI 
Notimex(Mexico) 

TELAM(Argentina) 

GNA (Gana) 
TAP(Tunisia) 
JANA (Libya) 
MENA (Egypt) 
MAP (Morocco) 
APS (Algeria) 

AFP 
ANSA (Italy) 
BTA (Bulgaria) 
DPA (Germany) 
epa (Germany) 
EPE (Spain) 
LUSA (Portugal) 
ITAR-TASS (Russia) 
MTI(Hungary) 
Agerpres (Romania) 
RIA-NOVOSTI (Russia) 

Reuters 
PAP (Poland) 
PA (England) 
ANA-MPA (Greece) 
ANP (Netherlands) 
BELTA (Belarus) 
CAN (Cyprus) 
TANJUG (Serbia) 
Anadolu Ajansi (Turkey) 
RT (Russia) 

Kazinform (Kazakhstan) 
ANTARA (Indonesia) 
BERNAMA (Malaysia) 
CAN (Taiwan) 
IRNA (Iran) 
Kyodo (Japan) 
KCNA (North Korea) 
MONTSAME (Mongolia) 
Azer Tac (Azerbaijan) 
ONA (Oman) 
PNA (Philippines) 
PPI (Pakistan) 
PTI (India) 
Bakhtar (Afghanistan) 
ANI (India) 
QNA (Qatar) 
Bangladesh Sangbad 
Sangstha (Bangladesh) 
Xinhua (China) 
UNB (Bangladesh) 
Ukrinform (Ukraine) 

SPA (Saudi Arabia) 
UNI (India) 
VNA (Vietnam) 
WAM (U.A.E) 
BNA (Bahrain) 
MNA (Iran) 
SABA (Yeman) 
TNA (Thailand) 
AKP (Cambodia) 
APP (Pakistan) 
Khabar (Kazakhstan) 
RSS (Nepal) 
KABAR (Kyrgyzstan) 
JIJI (Kyodo) 
SANA (Syria) 
KUNA (Kuwait) 
LANKAPUVATH (Sri Lanka) 
KPL (Laos) 
UZA (Uzbekistan) 
TVBS (Taiwan) 
Aljazeera (Qatar) 

연합뉴스가 만든 보도전문채널 
전국 13개 취재본부 20개 주재 지역 600여명의 국내 최대 취재망 
전세계 25개국 33개 주요 지역  60여명의 해외 특파원망 
재외동포언론사 150개처,  해외미디어 25개처, 세계 80여개 통신사 

Aljazeera(아랍권) / Russia Today(러시아) / TVBS(대만) 방송사 / 재외동포언론사 150개처 / 해외미디어 25개처 / AP, Reuters, AFP, UPI, Xinhua, Kyodo 등 세계 80여개 통신사 / Asianet / AsiaPulse 

경기북부취재본부 강원취재본부  

경기취재본부   
인천취재본부   

충북취재본부   

대전.충남취재본부   

대구.경북취재본부  

울산취재본부  

부산취재본부  
전북취재본부   

광주.전남취재본부    
경남취재본부  

제주취재본부   

연합뉴스TV 소개 

 
 

 
 



다양한 미디어 플랫폼을 통해 전체 유료방송 시장이 확대되어  
전체 방송 커버리지 확보 (All Coverage) 

출처: 과기정통부, 2020 상반기 유료방송가입자수 및 시장점유율 현황 7 

연합뉴스TV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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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74 3,046 

3,249 3,360 3,395 

2,775 

SO기반의 케이블 커버리지 약 1,400만 가입단자 포함 PP의 커버리지 약 3,303만 단자  



8 

연합뉴스TV 소개 

 
 

 
 

                   홈페이지 전면 개편 “사용편의 극대화” 

연합뉴스TV 홈페이(www.yonhapnewstv.co.kr) 
케이블TV(채널 23번) · 정부청사 DID · 카카오TV  
인터넷 IPTV(채널23) · 모바일 IPTV · Skylife  
웨이브 (WAVVE) · 삼성전자 스마트TV (TV Plus)  
판도라TV · 에브리온 TV · 곰TV · 아프리카TV 
KTX · A'REX · 티빙 · · · 

 
 



 
 

 
 

뉴스오늘 ‧ 출발620 ‧ 라이브투데이 ‧ 뉴스09 ‧ 뉴스포커스 ‧ 뉴스센터 12‧ 뉴스센터13 ‧ 6면 시선 뉴스큐브  
뉴스1번지뉴스워치 ‧뉴스메이커 ‧ 뉴스20뉴스리뷰 ‧ 뉴스투나잇‧ 뉴스24 

연합뉴스TV 소개 

대한민국에서 가장 빠른 24시간 LIVE 뉴스 및 속보 



 연합뉴스TV 스페셜‧명품리포트 맥‧뉴스프리즘 ‧스포츠와이드‧ 풍경여지도 

 연중기획 하모니‧ 미니다큐 아름다운 사람들 ‧ 바로보는 TV 옴부즈맨 

시청자 중심의 다양한 교양, 다큐 프로그램 
최근의 이슈 및 화제 인물 탐구 중심의 시사 프로그램 

연합뉴스TV 소개 

 
 

 
 



연합뉴스TV 광고상품 

 
 

Ⅱ 



연합뉴스TV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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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광고 (프로그램광고, ID, 캠페인) 

연합뉴스TV 광고 상품 

 
 

 
 

시급별 시간 현황 

광고단가 (1일1회 기준 / VAT별도, 단위 천원) 

 15” 미만 : 15”광고 단가 적용 
 CM지정 및 중CM : 정상단가의 200% 할증 적용 

시급 초 SSA SA A B 

프로그램광고 

15 1,000 800 600 400 

20 1,400 1,100 800 600 

30 2,000 1,600 1,200 800 

캠페인 

30 1,400 1,100 1,600 500 

40 1,800 1,400 1,000 600 

60 2,300 1,750 1,250 750 

ID, 시보 10 500 400 300 200 

시급 시간 비고 

SSA 주중 : 11~13 

• 개인시청률 근거 

• 요일별 시급 차별화 

• 보도채널 특성 반영 

SA 
주중 : 04~07, 14, 15, 21~23 
주말 : 08, 09, 11, 12, 22, 23 

A 
주중 : 08~10, 16, 19, 20, 24 
주말 : 04~07, 10, 13~21, 24 

B 
주중/주말 : 01~03 

주중 : 17, 18 

시간대 월 화 수 목 금 토 일 
1 B B B B B B B 
2 B B B B B B B 
3 B B B B B B B 
4 SA SA SA SA SA A A 
5 SA SA SA SA SA A A 
6 SA SA SA SA SA A A 
7 SA SA SA SA SA A A 
8 A A A A A SA SA 
9 A A A A A SA SA 
10 A A A A A A A 
11 SSA SSA SSA SSA SSA SA SA 
12 SSA SSA SSA SSA SSA SA SA 
13 SSA SSA SSA SSA SSA A A 
14 SA SA SA SA SA A A 
15 SA SA SA SA SA A A 
16 A A A A A A A 
17 B B B B B A A 
18 B B B B B A A 
19 A A A A A A A 
20 A A A A A A A 
21 SA SA SA SA SA A A 
22 SA SA SA SA SA SA SA 
23 SA SA SA SA SA SA SA 
24 A A A A A A A 



사례 : ID광고 

프로그램 협찬 
ID광고 

캠페인 협찬 
ID광고 

채널고지, Next 
ID광고 

연합뉴스TV 광고 상품 

 
 

 
 



연합뉴스TV 제작 협찬 

 
 

Ⅲ 



구분 내용 비고 

목표 협찬단체의 긍정적 이미지 제고를 위한 의식개혁 홍보 CF : 제품판매촉진 

시간 40초~60초 내외의 스토리와 테마가 있는 의사전달 가능 CF : 15초, 30초 

비용 신문, CF 광고에 비해 저렴 

시간선택 가능 방송 이전에 캠페인 송출시간 사전 확정, 모니터링 가능 

시간대 고정 고정 시간대 편성으로 반복학습 효과 

연합뉴스TV 캠페인의 장점 

• 주제 : 공공질서 에티켓, 사회공헌, 가족사랑 등 비교적 가벼운 캠페인 

• 캠페인 방송 기간 : 협찬 규모에 따라 다름 

• Ending 자막 : 이 캠페인은 연합뉴스TV와 OOOOO이 함께 합니다. 

범국민 대상 공익캠페인(홍보) 참여  

따뜻하고 밝은 이미지의 대국민 캠페인 

제작 협찬｜연합뉴스TV 공익캠페인 
연합뉴스TV 제작협찬 

 
 

 
 



제작 협찬｜홍보캠페인 

• 출연 : 기업 CEO , 지자체 단체장 또는 추천 인사 출연 

• 캠페인 방송 횟수 : 1일 3회 (SSA급 1회, SA급 2회) 

• 집행 기간 : 1개월 기준 (월 90회 노출, 40” 기준) 

범국민 또는 지역 주민 대상 캠페인(홍보) 광고 진행  

예시  
월 8천만원 
집행시 

※ 캠페인 제작비는 별도 

구분 내용 비고 

목표 협찬단체의 긍정적 이미지 제고를 위한 의식개혁 홍보 CF : 제품판매촉진 

시간 40초~60초 내외의 스토리와 테마가 있는 의사전달 가능 CF : 15초, 30초 

비용 신문, CF 광고에 비해 저렴 

시간선택 가능 방송 이전에 캠페인 송출시간 사전 확정, 모니터링 가능 

시간대 고정 고정 시간대 편성으로 반복학습 효과 

연합뉴스TV 캠페인의 장점 

연합뉴스TV 제작협찬 

 
 

 
 



제작 협찬｜미니다큐 ‘아름다운 사람들’ 

오늘을 살아가는 평범한 우리 이웃들의 이야기를 전하고  

우리 주변의 ‘의인(義人)’이라 할 수 있는 ‘작은 영웅’을  적극 발굴하여  

각박한 사회에 희망을 주는 프로그램으로 제작 

미니다큐 ‘아름다운 사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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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TV 제작협찬 

 
 

 
 

오늘을 살아가는 평범한 우리 이웃들의 이야기를 전하고  

우리 주변의 ‘의인(義人)’이라 할 수 있는 ‘작은 영웅’을  적극 발굴하여  

각박한 사회에 희망을 주는 프로그램으로 제작 

                            오늘을 살아가는 평범한 우리 이웃들의 이야기를  전하고  

                   우리 주변의 ‘의인(義人)’ 이라 할 수 있는 ‘작은 영웅’ 을 적극 발굴하여 

                                                         각박한 사회에 희망을 주는 프로그램으로 제작  

프로그램 명 : 미니 다큐 ‘ 아름다운 사람들’ 

프로그램 길이 : 1부작 X 20분물 (실제 방송시간 15분 내외) 

프로그램 형식 : DSLR  촬영 + 자료화면 + 인터뷰  

방송 일시 : 토요일 19:40 (본방송) , 일요일 01:40 (재방송) 

방송 제작사 : 연합뉴스TV  

※  방송국 사정에 의해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이 시대 우리 사회의 현상(現狀)을 다양한 시각과 독특한 시선으로 짚어내고  

올바른 대안의 길을 제시하는 연합뉴스TV의 대표 프로그램 

시대의 기록자로서 보도 채널의 사회적 소임을 다하는 다큐멘터리 

YonhapnewsTV Special 

연합뉴스TV 스페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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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TV 제작협찬 

 
 

 
 

프로그램 명 : 연합뉴스 TV 스페셜 

프로그램 길이 : 30분 편성 (RT 25분 내외) 

프로그램 형식 : 야외, 현장 DSLR 촬영 + 내레이션 

방송 일시 : 일요일 19:30 (본방송), 월요일 02:30 (재방송) 

프로그램 기획 : 연합뉴스TV 보도국 콘텐츠제작부  

제 작 진 : PD ｜이원광, 이혜선, 김선호  

 AD ｜오정열, 유찬홍, 김재욱 

 작가 ｜이지혜, 김은아, 장유경 

 내레이션 ｜김민광, 이승희 

※  방송국 사정에 의해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신제품 또는 새로운 마케팅 활동을 소개하는 비즈니스 단신 

제작 협찬 – 비즈& 

비즈니스 관련 신제품 출시,  새로운 마케팅활동,  사회공헌 등 기업 단신을 앵커의 설명과 함께 
자료사진 또는 영상을 통해  시청자들에게 전달합니다. 

오후 3시 뉴스 속에 전달되는 비즈니스 관련 소식으로 기업 관계자 뿐만 아니라 협력사와 소비자에게  
기업의 최신 정보를 가장 발빠르게 전달하는 창구가  될 것입니다. 

기업과 제품의 홍보를 위한 첫 단추로서 뉴스다이제스트 비즈&은 그 역할을 다할 것입니다. 

비즈&… 

연합뉴스TV 제작협찬 

 
 

 
 

※  방송국 사정에 의해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프로그램 명 : 비즈& in 뉴스현장 

프로그램 형식 : MC 진행 및 자료화면 

방송 일시 : 주중 13:45~15:25  

방송 제작사 : 연합뉴스TV  



20 

연중기획 공동프로젝트  

제작 협찬 ｜ 연중기획 공동프로젝트 ‘하모니’  
연합뉴스TV 제작협찬 

 
 

 
 

                                                                                                                                                                                                                    낯선 한국이라는 나라에 정착해 가정을  이룬 사람들을  

                                                                                                                                                                                                     따 뜻한  시선으로 담아내는 다문화 휴먼다큐멘터리 프로그램  

프로그램 명 : 하모니 

프로그램  길이 : 20분 편성 (RT 15분 내외) 

방송 일시 : 토요일 08:30 (본방송), 일요일 01:40 (재방송) 

제작진:  PD ｜ 김유동  

※  방송국 사정에 의해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풍경여지도 

제작 협찬 ｜풍경여지도 

21 

대한민국 곳곳에 숨어 있는 아름다운 자연과 그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문화를 
영상을 통해 전하는 교양프로그램입니다. 

자연, 사람, 여유, 먹거리 – 대한민국의  아름다운 풍경과 유적을  
초고화질 UHD 영상으로 소개하는 다큐멘터리프로그램입니다. 

연합뉴스TV 제작협찬 

 
 

 
 

                                                                                                                                                                                                                     여행 다큐 ‘풍경여지도’ 대한민국 곳곳에 숨어있는  

                                                                                                                                                                                                                                 아름다운 풍경을 찾아 떠나는 여행 프로그램  

프로그램 명 : 풍경여지도 

프로그램  길이 : 15분 편성 

방송 일시 : 일요일 12:40 (본방송) 

제작진: PD ｜ 김유동  

 AD ｜ 오성한 

 작가 ｜ 최현정 

※  방송국 사정에 의해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제작 협찬 ｜ 특집 프로그램 
정규프로그램이 아닌 특정 주제에 따라 일정, 편수 등을 협의하여 특집 프로그램 편성 

연합뉴스TV 제작협찬 

 
 

특정 주제 관련 특집 프로그램 (단, 방송 가능한 범위) 

프로그램 예고편 , 엔딩 자막 노출 : 로고 등 (방송심의규정 내에서)  ☞  예고편  :  방송 1주일 전부터 일일 4~5회 이상 

제작 일정 및 범위 : 주제 및 협찬 규모에 따라 다름 

프로그램  녹화분 영상물 제공 (프로모션용)  

※  방송국 사정에 의해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제작 협찬 ｜기획 프로그램 제작 중 필러물 
2분 가량의 필러 프로그램을 제작 ·편성 

연합뉴스TV 제작협찬 

 
 

 
 

프로그램 성격 : 캠페인성, 화제성 등 동일 주제로 연결할 수 있는 2분 전후 필러 프로그램  

프로그램  엔딩 자막 노출 : 로고 등 (방송심의규정 내에서)   ☞  노출  :  주당 5~10회  

출연  :  주제와 적합한 명사의 인터뷰 또는 관련 영상 등 

제작 일정 : 2후 1회 에피소드 제작 (에피소드 주제는 추후 협의) 

프로그램  녹화분 영상물 제공 (프로모션용)  

※  방송국 사정에 의해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연합뉴스TV 연중 기획 

 
 

Ⅳ 



fd 
    국내 경제분야 대표 행사  ‘연합뉴스TV  특집 경제대담’  

연합뉴스TV 제작협찬 

 
 

 
 

 매년 3월 

2020년 3월  ‘한국 경제 새로운 100년 : 정부와 기업의 역할’을 주제로 대담 개최 

‘코로나19 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 및 경제적 충격 대응방안’ 구체적으로 논의 

한국경제 현안을 정밀 진단하고, 경제 활성화를 위한 실질적인 대응 방안 모색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위기상황 극복 및 새로운 100년을 이끌어 나갈 방안 제시 

각 분야 전문가 참석, 심도 있는 토론 



      매년 새로운 주제로 찾아오는 ‘연합뉴스TV  정기음악회’  
연합뉴스TV 제작협찬 

 
 

 
 

 매년 6월 

2020년  6월 ‘사운도 오브 힐링 콘서트’ 개최  

코로나 19 극복과 치유를 위한 희망 콘서트 

코로나19로 지쳐있는 우리 마음을 위로하고 희망메시지 전달 

경기필하모닉오케스트라와 브릴란떼 어린이 합창단 협연 
    (feat. 피아니스트 임주희, 뮤지컬배우 김소현 · 손준호)) 

 



                       국내 경제분야 대표 행사  ‘연합뉴스TV  경제포럼’  
연합뉴스TV 제작협찬 

 
 

 
 

매년 9월 

2020년 9월 ‘코로나19 위기를 기회로’ 경제 대담 개최 ☞ YouTube 생중계 

사상초유의 코로나19 펜데믹 상황에 산업 및 경제에 당면한 위기를 진단하고 실질적인 해법을 제시 

‘비대면’ 확산 및 디지털이 가속화 되는 시대에 재도약의 발판이 될 신 산업전략 모색 

정부 및 학계 등과 경제 활성화 방안 및 회복 대책 논의 

경제부총리, 기획재정부 장관 등 주요 핵심 인사들 참석 



  미래전략 인사이트 발굴  ‘연합뉴스TV  경제심포지엄’  
연합뉴스TV 제작협찬 

 
 

 
 

2020년 10월 

2020년 10월 ‘제 2회 연합뉴스TV IT심포지엄 특집 대담’ 개최 

주제 : 2020년 코로나시대, 뉴노멀과 IT기업의 미래 

코로나19로 뉴노멀 시대에 직면, 디지털 뉴딜을 통해 경제 위기 극복 방안 

인공지능, 가상현실 등으로 대표되는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선도하는 대한민국의 미래 발전 방안  

관계, 학계, 업계의 각계각층의 다양한 인사 초청     



    사랑과 감동이 함께하는 ‘연합뉴스TV  개국 기념 송년음악회’  
연합뉴스TV 제작협찬 

 
 

 
 

2020년 12월 24일 롯데콘서트홀에서 ‘송년음악회’ 개최  ☞ YouTube 생중계  

시청자 및 광고주 성원에 보답하기 위한 음악회 

품격이 다른 최정상 오케스트라 협연 

연주 : 비올리스트 리처드 용재 오닐  
지휘 : 여자경 
오케스트라 : 강남심포니오케스트라  

 

 매년 12월 



 
 

감사합니다. 
 


	슬라이드 번호 1
	슬라이드 번호 2
	슬라이드 번호 3
	슬라이드 번호 4
	슬라이드 번호 5
	슬라이드 번호 6
	슬라이드 번호 7
	슬라이드 번호 8
	슬라이드 번호 9
	슬라이드 번호 10
	슬라이드 번호 11
	슬라이드 번호 12
	슬라이드 번호 13
	슬라이드 번호 14
	슬라이드 번호 15
	슬라이드 번호 16
	슬라이드 번호 17
	슬라이드 번호 18
	슬라이드 번호 19
	슬라이드 번호 20
	슬라이드 번호 21
	슬라이드 번호 22
	슬라이드 번호 23
	슬라이드 번호 24
	슬라이드 번호 25
	슬라이드 번호 26
	슬라이드 번호 27
	슬라이드 번호 28
	슬라이드 번호 29
	슬라이드 번호 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