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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약
  
본 논문의 목 은 스마트 미디어 시 에 다양한 랫폼에서 제공되는 교육방송 EBS의 콘텐츠 서비스 

특성을 분석하는 것이다. 다양한 랫폼에서 제공하는 콘텐츠 서비스 유형은 무엇인지, 그리고 콘텐츠 서비

스 략과 내용은 무엇인지 분석하 다. 분석 결과, EBS는 웹기반과 모바일 역에서 EBS 방송 실시간 

서비스, 다시보기 VOD, 그리고 e-learning 서비스 등 다양한 콘텐츠를 제공하고 있다. 콘텐츠를 다양한 

단말을 통해 제공하는 역량은 잘 구축되어 있다고 단되지만, EBS의 멀티 랫폼 서비스가 e-learning측

면에 치우쳐져 있어, EBS의 다양한 장르의 콘텐츠 차별성을 인지시킬 수 있는 서비스 재편이 필요하다. 

EBS가 개방성을 확 하고 다양한 웹서비스와 SNS 서비스 등을 더 제공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으

며, 공  통합 미디어 랫폼으로서 역할 강화에 노력할 필요가 있다.

 
■ 중심어 :∣EBS∣교육방송∣콘텐츠 서비스∣멀티 플랫폼∣스마트 미디어 환경∣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the characteristics of diverse contents service of 

EBS providing on the multi-platform in the era of smart media. This study investigated contents 

service of EBS in order to seek and suggest EBS's competitiveness in the era of smart media 

environment. As a result, EBS is providing real-time service, VOD and e-learning, but its 

current contents service is concentrated on providing e-learning service. This study 

recommended that EBS need to reinforce contents suitable for various multi-platform uses. It 

also suggested EBS need to cooperate with diverse webs service and SNS service in order to 

widen openness of its platform, and to provide not only diverse contents, but also applications 

by offering mobile and on-demand contents and services. Finally, this study proposed that EBS 

is needed to move towards a more public and comprehensive media port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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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언제 어디서나 이용자가 원하는 이용 맥락에서 방송 

콘텐츠를 소비하는 스마트 미디어 환경이 도래하 다. 

방송의 근성이나 향력이 감소하고 있는 미디어 환

경에서 기존 방송사들은 스마트 미디어를 기반으로 한 

다양한 랫폼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략을 모색하고 

있다. 수용자의 선호에 부흥하는 다양한 매체가 등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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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따라 방송 수용자 층은 과거보다 세분화되었고, 이

에 따라 미디어 간, 방송사 간, 혹은 신구 매체 간 경쟁

이 그 어느 때보다도 치열해졌다. 새로운 디지털 랫

폼들과의 경쟁은 ‘정보의 창출과 달’이라는 방송 본연

의 서비스를 스마트 미디어 환경에 익숙한 수용자들의 

욕구에 합하게 변화시킬 것을 요구하고 있다.  

디지털 기반 랫폼의 속한 확산으로 다양한 디바

이스를 통한 방송 콘텐츠 소비가 분산되면서 과거와는 

다른 방식의 TV 시청행태가 그 변화를 말해주고 있다. 

방송통신 원회[1]의 최근 방송매체 이용행태 조사결

과에 따르면, 스마트 기기 보 에 따른 미디어들의 

체 상은 뚜렷하게 나타났다. 10 부터 30 에게 스마

트미디어는 이미 TV보다 더 요한 일상생활의 필수 

미디어로 자리 잡았다. 일주일에 하루 이상 스마트폰으

로 TV 로그램을 시청하는 비율이 체 스마트폰 이

용자의 4/1 수 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신규

매체 이용으로 통  방식의 TV 시청이 감소했다는 

응답은 평균 40.4%로 나타났으며, 20 의 경우 이미 

반을 넘었다(53.1%)[1]. 스마트폰이 매체 이용행태를 

크게 변화시키고, 통매체를 포함한 타 매체 이용에 

향을 미치고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TV 시청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SNS  인터넷 검

색 등을 이용하는 비율도 높게 나타났는데, 이것은 개

인 디지털 미디어의 보 으로 TV시청 방식이 검색을 

활용한 ‘능동  소비’로, ‘폐쇄형 시청’에서 SNS와 메신

와 연계된 ‘네트워크 시청’으로 변화했음을 입증하고 

있다[1]. 콘텐츠를 소비하는 수용자의 욕구도 다양해지

면서 수용자들은 더 이상 불특정 다수의 ‘집단’으로 존

재하지 않는다. 최종 정보의 수용자가 아닌, 스스로 정

보를 생산하고 시키는 사실상의 권력으로 부상하

며 극 , 능동 으로 소비를 결정하고 있다. 불특정 

다수를 상으로 콘텐츠 서비스를 제공하는 미디어 기

업은 더 이상 새로운 미디어 환경에서 성과를 기 하기 

어렵다. 

아날로그 시 와 달리 다양한 디지털 신매체의 확산

은 의 희소성을 기반으로 공  서비스 제공의 책무

를 담당해 온 공 방송에게는 기일 수 있다. 실제로 

지상  공 방송들은 시청률 하뿐만 아니라 사회  

향력 감소에 따른 공  역할과 가치에 한 재검토를 

요구받기도 하 다. 해외의 공 방송들은 디지털 환경

변화에도 공  방송서비스 역을 굳건히 견지하며 그 

상을 유지하고 있는데, 이것은 스마트 미디어 환경에

도 정보, 문화, 교육 등 기본 방송서비스 제공에 공 방

송을 구 의 주체로 시하는 사회  합의가 일정하게 

유지되고 있기 때문이다. 

EBS는 공  교육방송으로서 다양한 연령을 상으

로 교육  지식 장르 콘텐츠를 제작, 방송하며 그 역량

을 발휘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EBS는 교육격차 

해소라는 과제를 수행하면서 학교교육 보완을 한 

로그램 제공에 집 하 다. 이를 통해 EBS의 상이 

‘수능방송’으로서 수용자들에게 지속 으로 강화되었다

고 할 수 있다. 지상  공  교육방송으로서 시청자들

에게  지지를 이끌어야 할 EBS가 ‘수능방송’이라

는 제한된 이미지를 가지면서 정체성을 제 로 확보하

지 못한 문제 을 찾을 수 있다. 

공 책무를 제공해야 하는 우리나라의 공  교육방

송인 EBS도 스마트 미디어 환경에 부합하는 다양한 

랫폼 서비스 략을 세우고, 차별화된 콘텐츠 서비스 

제공을 기반으로 경쟁력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스마트 

미디어는 미디어 콘텐츠 반에 변화를 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콘텐츠 이용행태의 변화는 높은 상호작용성을 

가진 교육과 지식 콘텐츠의 다각  활용가능성을 높일 

가능성이 크다. 이러한 상호작용성을 기반으로 EBS는 

보유한 교육  지식 콘텐츠에 한 멀티 랫폼 서비

스를 통해 새로운 효용을 창출할 수 있는 장 을 갖고 

있다. 

본 논문은 스마트 미디어 시  교육방송 EBS의 콘텐

츠 서비스를 다양한 랫폼을 기반으로 살펴보고, EBS

의 콘텐츠 경쟁력 제고를 해 필요한 략이 무엇인지 

악하고자 한다. 이를 해 EBS의 방송, 인터넷, 모바

일 웹과 앱 등 멀티 랫폼의 콘텐츠 서비스 황 고찰

을 통해 특성과 문제 을 살펴보고, 제공하는 콘텐츠 

서비스 유형은 무엇인지, 그리고 멀티 랫폼 서비스 

략과 콘텐츠 활용은 어떻게 나타나는지 분석해보고

자 한다. 교육 방송 서비스로서 공  책무를 실천해야 

하는 EBS의 멀티 랫폼 콘텐츠 제공 서비스를 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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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서 략과 방향을 모색해볼 수 있을 것이다. 이를 

해 본 연구는 EBS가 제공하는 방송서비스  인터넷 

서비스, 모바일 웹 사이트  애 리 이션, 연계된 외

부포털 사이트  SNS 서비스들을 분석하 고, 다양한 

EBS의 콘텐츠와 련된 콘텐츠 품질보고서, EBS 경

보고서, 편성보고서, 연지 등 련 자료를 분석하여 그 

특성과 황을 탐색하여 제시하고 한다. 

II. 스마트 미디어 환경과 방송 서비스
스마트 미디어 환경이 확산됨에 따라 방송과 수용자, 

그리고 사회문화 환경은 상호작용을 통해 새로운 모습

으로 재구성되고 있다. 다양한 랫폼을 통해 원하는 

콘텐츠에 한 근이 언제나 가능해짐에 따라, 어떤 

매체를 통해 방송 콘텐츠를 소비할 것인가에 한 의미

는 사라졌다. 방송 기업은 어떤 미디어를 통해서든지, 

언제든지, 어디서나 수용자가 콘텐츠를 다양하게 이용

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2][3].  

미디어 이용자들이 극 으로 내용을 변형하고 공

유하며 정보를 추구하는 상을 가리켜 Jenkins[4]는 

‘컨버 스(Convergence)’로 개념화하 다. 젠킨스가 지

했듯이, 미디어 융합은 미디어 단말기에 의해 완성되

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미디어를 활용하는 사람들에 의

해서 완성되는 것이다[4]. 즉, 컨버 스는 스마트 미디

어 등 하나의 기기 안에 여러 기능을 통합하는 기술  

과정이 아니라 이용자 스스로 새로운 정보를 찾고, 흩

어진 콘텐츠를 연결하는 문화  환을 의미한다. 이는 

융합이 ‘테크놀로지’에 의해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개인의 두뇌 속에서 그리고 타자와의 상호작용과 연결

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으로 설명할 수 있다[5]. 다양한 

스마트 미디어를 통한 콘텐츠 소비는 개인  차원의 즐

거움과 경험을 뛰어넘어 공유 문화의 확산으로 설명할 

수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스마트 미디어에 한 방송

의 활용 유형이 확 되었음을 알 수 있다. 방송들은 다

양한 서비스를 활용하여 수용자의 참여를 이끌어내고, 

시청자 연계를 강화하며, 궁극 으로 방송의 사회 , 공

 가치 실 도 강화하고 있다[6]. 

특히 유럽의 공 방송들은 새로운 디지털 기술 신 

랫폼을 기반으로 더욱 다양한 콘텐츠 서비스 제공에 

노력하고 있다. 공 방송의 기본공 이 새로운 방송기

술과 제작형태, 송경로를 모두 활용하여 이루어져야 

한다는 제를 기반으로, 새로운 기술이 발달하는 만큼 

공 방송 서비스의 범 도 더 진화하는 방향으로 이루

어지고 있는 것이다[7][8]. 를 들어 국 BBC는 통합

 온라인 VOD 랫폼인 iPlayer 서비스

(www.bbc.co.uk/iplayer)를, 독일의 공 방송 ARD와 

ZDF는 통합 웹기반 랫폼인 “미디어테크” 서비스

(www.ardmediathek.de; www.zdf.de/ZDFmediathek)

를 제공하면서, 시청자들에게 새로운 랫폼을 통한 콘

텐츠의 상호작용  경험을 제공하고 있다. 독일 “미디

어테크”의 경우 실시간 채  서비스 제공과 더불어 7일

간 무료의 고화질 VOD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팟

캐스트 채  근이 가능하다. 모바일 용 앱은 TV

역, 라디오 역, 메인뉴스 용앱(Tagesschau App) 등

으로 분류하여 제공하고 있다. 온라인 동 상 랫폼과 

연계하여 주요 로그램을 유투  채 을 통해서도 시

청할 수 있도록 서비스하고 있으며, 트 터, 페이스북 

등의 SNS 서비스를 연결하는 방식을 구축하여 소셜 네

트워크 서비스와 콘텐츠의 상호작용 효과를 확 하고 

있다. 미디어테크(Mediathek)는 통합 랫폼으로 기능

하기 때문에 어린이부터 성인까지 다양한 디바이스를 

통해 련 교육콘텐츠를 검색하여 이용할 수 있다. 디

지털 멀티 랫폼 기반에서 다양하게 진화되는 콘텐츠 

서비스를 통해 시청자들의 이용과 근이 더 확 되었

고, 디지털 시 에도 공  방송 서비스의 경쟁력은 

유지되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III. 교육방송 EBS의 콘텐츠
EBS는 교육을 문으로 다루어야 하는 공 방송이

라는 독특한 정체성을 부여받고 있다. EBS는 2000년 

한국교육방송공사의 설립으로 본격 인 공  교육방송

을 시작하 다. EBS의 존재 목 은 공사법 1조에 따라, 

“교육방송을 효율 으로 실시하여 학교교육을 보완하

고, 국민의 평생교육과 민주  교육발 에 이바지하는” 

것이다[9]. EBS는 교육과 공 이라는 두 가지 책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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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고, 제한 인 수신료 환경 하에서 명시된 존재목 에 

맞는 교육 방송 서비스를 제공하려고 모색해왔다고 평

가할 수 있다. 

그러나 기존 EBS 련 논의를 살펴보면[2][10][11], 

공  교육방송으로서 EBS의 역할과 상에 한 문제

제기와 더불어 변화를 요구하는 목소리를 찾을 수 있

다. EBS의 교육철학이나 정체성에 있어서 회의 인 평

가가 내려지는 배경에는 시민에게 필요한 창의 이고 

다양한 교양, 시사  문화 술 역의 콘텐츠 부족이 

지 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의 원인으로는 EBS

가 처해있는 열악한 조건으로 다양한 장르 역에서의 

콘텐츠를 통한 정체성이 제 로 구 되지 못하고 있다

는 부분도 공감 를 이루고 있다. 

EBS는 공  교육방송으로서 ‘학교교육 보완’, ‘국민

의 평생교육’, ‘민주  교육 발 ’이라는 경 목표를 제

시하고 있다. 방송통신 원회의 공익채 로 선정된 

EBS 러스1, 러스2, EBS English 채 들과 EBS사

이트(EBSi, EBSe, EBS MATH, EBS 클립뱅크) 등을 

통해 공교육 보완을 한 콘텐츠 제공 의지를 밝히고 

있다. 이밖에도 로벌 콘텐츠 경쟁력 강화와 더불어 

N-스크린 시 에 맞는 이용자 편의성과 근성 확 도 

과제로 제시하고 있다. EBS의 설립목 과 일치하는 교

육장르 기반의 콘텐츠 역량강화로 로벌 경쟁력을 높

이고, 스마트미디어 시 에 합한 이용자 편의성과 

근성을 확 하려는 목표를 밝히고 있다[9].

EBS 콘텐츠의 품질을 살펴보는데 참고 자료가 될 수 

있는 것은 매년 EBS가 실시하고 있는 수용자평가지표 

EPEI(EBS Program Evaluation Index)와 유아  어린

이 로그램 품질평가지표인 CI(Children Index)조사이

다. 먼 , EPEI지표에 따르면, 2013년 EBS 체 로그

램에 한 종합 평가 수는 2006년 이후 지속 인 상승

추세를 보여주고 있다[12]. 장르별 EPEI의 경우, 인문·

교양, 학교 장, 직업교육에 한 평가는 평균 비 높았

으나, 문화· 술, 창의·인성에 한 평가는 아직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세부속성 평가에서는 시청자들

의 시청빈도와 직  연결되는 창의성과 흥미성이 로

그램의 교육성이나 완성도에 비해 낮게 평가된 것을 살

펴 볼 수 있다. 이것은 EBS가 학교교육 콘텐츠이외의 

다양한 장르에서 재미있고, 창의 인 포맷 제시가 부족

했고, 이 역을 확장할 필요가 있음을 보여 다.  

EBS의 CI(Children's Index) 조사보고서에 따르면

[13], EBS는 유아·어린이 로그램을 잘 제작하는 방송

으로 채 랜드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

육 이고 유익한 어린이, 유아 로그램을 만드는 방송

으로서의 EBS의 포지셔닝이 EBS CI(Children's 

Index) 조사에서 일 되게 나타났고, 체 지상   

이블 채 들  가장 높은 평가를 받았다.

EBS의 수용자평가조사(EPEI)나 CI조사결과를 살펴

볼 때[12][13], EBS가 학교교육 로그램 제공 측면에

서는 우수한 평가를 받는 반면, 문화되고, 창의 이

고, 흥미로운 역의 콘텐츠에서는 비교  낮은 평가를 

받고 있는 것을 살펴볼 수 있다. EBS가 공교육 보완과 

외국어 등 학교교육 역에 특화되었다는 것은 다양한 

조사결과에서 읽을 수 있는데, 이것은 EBS가 이러한 

이미지를 없앨 수 있는 다양한 장르에서 창의 이고 흥

미로운 콘텐츠 제공이 아직 부족하다는 측면을 보여

다. 그러나 EBS의 주된 콘텐츠가 그동안 수능이나 

어채  등에 특화된 것은 부가 수익사업을 활성화시켜

야 하는 EBS의 열악한 재정 상황과도 연결된다고 해석

할 수 있다. 임종수[14]의 EBS 편성분석 연구를 살펴보

면, 2000년부터 지난 10년간의 EBS 편성에서 가장 많

이 고려된 역은 ‘유아’와 ‘어린이’ 역이었고, 많이 편

성된 장르도 애니메이션, 놀이, 교육․강의, 다큐멘터리

의 순서이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EBS가 ‘유아․어린

이’ 역에 많은 자원을 투입하 음을 알 수 있는데, 이

는 EBS가 상 으로 높은 시청률과 캐릭터 등 2차 부

가가치 창출의 가능성, 그리고 해당 역의 높은 교육

성을 고려한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14]. 그러나 이것은 

EBS가 ‘유아․어린이’ 역에서 손쉽게 시청률을 올릴 

수 있는 ‘애니메이션’을 선호하면서, 성인 역에서 ‘교

양’으로 분류되는 ‘다큐멘터리’ 외에는 특별한 장르를 

개발해 내지 못했고, ‘드라마’와 같은 ‘서사’나 ‘뉴스’, ‘시

사’, ‘비평’, ‘오락’ 등 다양한 장르제공이 미진했다는 비

으로 해석될 수 있다. 

이밖에 EBS의 경 평가결과를 살펴보면[9], EBS는 

방송부문에서 공교육 보완과 국민의 평생교육 욕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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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족하는 로그램을 제공함으로써 EBS의 설립목 에 

부합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특히 사교육비 경감에 기여

하 고, 지역 간, 소득 간 교육기회 격차 해소, 교육한류 

확산에 노력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반면, 문화한 교육

련 뉴스 로그램 부족과 수익구조 개선을 한 노력

이 필요하다는 부분이 지 되었다. 

EBS는 그동안 다양한 교양과 지식, 문화 술 콘텐츠

를 제작하려는 노력을 꾸 히 시도해왔고 확산해왔다. 

그  <지식채 e>는 멀티 랫폼 환경을 기반으로 콘

텐츠의 롱테일 법칙과 소셜 큐 이션이 효과 으로 

용된 사례로 회자되고 있다[15]. 지식 콘텐츠의 분 형 

특성을 기반으로 이용자들의 자발  참여가 다양한 디

지털 랫폼에 연결되면서 <지식채 e>의 소비가 일

회성으로 끝나지 않고 시간을 두고 지속 으로 이어져 

확산되는 콘텐츠의 롱테일 경쟁력을 보여주고 있다. 

IV. EBS 멀티 플랫폼 콘텐츠 서비스 분석

1. 방송서비스
EBS는 지상  TV(EBS)와 EBS 라디오(FM), 성·

이블·IPTV 랫폼에서 송출되는 문편성채 (EBS 

러스1, EBS 러스2, EBS English, EBS U) 그리고 

해외 랫폼 채 (EBS Amrerica)을 통해 방송서비스

를 제공하고 있다. 지상 TV는 유아·어린이, 교양·다

큐, 라이 ·락(樂), 교육·자기계발 등 유아부터 성인까

지 다양한 연령층을 상으로 하는 교육·교양·인포테인

먼트 로그램 등을 으로 편성하고 있다. 

구분 명칭 편성내용 편성시간
지상파 EBS TV 유아/어린이, 교양/다큐, 

교육/자기계발
주당 8,200분

EBS 라디오(FM) 교양 및 외국어교육 05:00-익일 
02:00

위성/케이
블/IPTV

EBS 플러스1 수능, 내신, 논술교육 24시간
EBS 플러스2 초등, 중학, 직업교육 07:00-익일 

01:00
EBS English 영어전문교육 06:00-익일 

02:00
EBS U 유아, 어린이 채널 06:00-익일 

02:00
해외 EBS America 미주지역, 재외국민 교육 24시간

표 1. EBS 채널 서비스 현황

EBS 지상 TV의 주요 로그램 편성 황을 살펴보

면[9][16], 교육정체성 강화 목표에 맞는 콘텐츠가 많음

을 알 수 있다. 가족공동체 회복을 한 로그램, 학교

폭력  청소년 자살 방 로그램이외에도 생애주기

별 교육콘텐츠, 그리고 창의·인성 교육 콘텐츠가 제공

되었음을 찾아볼 수 있다. 한 노년층·이주 노동자·

소득층, 다문화가정 등 우리 사회에서 소외된 이들에 

한 콘텐츠 제공도 활발했다. 수출형 어린이 애니메이

션  교육지식 콘텐츠 등도 큰 비 으로 제작되었다. 

EBS 지상 TV의 주요 타깃별 로그램 편성비율 

황을 살펴보면[16], 성인일반을 상으로 하는 로

그램 비율이 가장 높고, 다음으로 청소년(21.5%), 유아

(20.9%), 어린이(15.1%), 주부·여성(6.7%) 순으로 나타

났다. EBS 지상 TV의 편성에서는 장르와 역의 확

장을 볼 수 있는데, 지식 달을 목 으로 하는 통

인 교육 장르에서 드라마, 버라이어티, 토론, 생활정보 

등으로 장르가 다양화되었음을 알 수 있다. 연령 별 

편성비율을 살펴보면, EBS 지상 TV가 차 성인 연

령 를 상으로 한 콘텐츠를 증가시키고 있음을 찾을 

수 있다. 그러나 세분류된 상인 유아  어린이를 합

치면, 아직도 EBS 지상 TV에서 유아  어린이 상 

콘텐츠 편성비율이 높다.  

EBS FM라디오(104.5MHz)는 교양  외국어 교육 

심의 라디오 방송채 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편성

에서 어 련 콘텐츠의 비 이 가장 높고, 평생교육, 

고교, 제2외국어, 학 콘텐츠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특히 심야  출퇴근 시간 , 심시간 에는 직장인들

을 한 어 뉴스 콘텐츠 등 어학 련 콘텐츠 서비스

가 큰 비 을 차지하고 있다. EBS 라디오는 라디오를 

통한 독서 진흥  읽기·쓰기 문화의 확산을 한 로

젝트를 진행하고 있는데, ‘책 읽어주는 라디오’ 등은 

표  청취자 참여형 포맷으로 지원되고 있다.   

EBS의 유료방송 기반 PP채 은 채 목 과 타깃을 

명확히 하고 있다. EBS 러스1은 수능 문 채 로서 

고등학교 수능교과 로그램을 집  편성하여 공교육 

활성화와 학교교육을 보완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EBS 러스2는 학교교육을 보완할 수 있는 등· 학 

교육 로그램을 주로 편성하고 있으며, 성인을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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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교육, 외국어 학습 로그램을 편성하고 있다. 로

그램 편성비율은 등교육의 비율이 가장 높고, 이어 

등학교, 평생교육 콘텐츠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16]. 

EBS English는 어 공교육을 보완하기 한 어교

육 문채 로, 유아에서 성인을 상으로 어 교육 

콘텐츠를 제공하고 있다. EBS English의 타깃 유형별 

로그램 편성비율은 성인이 39.1%로 가장 높고, 청소

년(23.1%), 어린이(21.0%), 유아(16.8%) 순으로 나타났

다[16]. EBS U는 유아·어린이를 상으로 하는 문채

이다. 타깃이 분명한 만큼 어린이 드라마  유아 

상 콘텐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EBS America는 미

주지역 교민들을 상으로 하는 24시간 채 로서, 성인

교양물과 주부·여성 상 로그램, 한국어 교육 로

그램  유아·어린이 상 콘텐츠 등을 제공하고 있다. 

2. 인터넷 콘텐츠 서비스
EBS는 인터넷을 통해 EBS 지상 TV, EBSu, 

RADIO, 러스1, 러스2, EBSe의 실시간(on-air)방송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교육콘텐츠 VOD  e-러

닝(e-learning) 차원의 콘텐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2008년까지 메인 사이트(ebs.co.kr), 인터넷 수능강의 

사이트(ebsi.co.kr), 어교육 콘텐츠 다시보기 사이트

(ebse.co.kr), 외국어 강의 사이트(ebslang.co.kr) 등 4개

던 EBS의 자사 웹 기반 서비스는 교육 콘텐츠를 

심으로 세분화되었다. 등(primary.ebs.co.kr)  학

(mid.ebs.co.kr) 학습 콘텐츠를 서비스하는 사이트가 각

각 개설되었고, EBS 클립뱅크(edrb.co.kr)가 구축되었

다. EBS 클립뱅크는 디지털리소스뱅크로서 교수·학습

이나 교육서비스 자료로 활용될 수 있는 동 상 Clip, 

등 디지털 콘텐츠를 무료  유료로 서비스하고 있다. 

유통되는 콘텐츠는 EBS뿐만 아니라 기업, 개인 사용자 

등이 CP(Contents Provider)로 참여할 수 있는 개방된 

체제를 갖고 있다. 

한 자기주도 수학학습을 지원하는 사이트

(ebsmath.co.kr)도 구축하 고, EBS메인 사이트에서는 

인터넷 용 어학서비스인 i-Radio를 서비스하고 있으

며, 유아·어린이 문 교육채  EBSu 방송 련 웹서비

스를 연계하여 시행하고 있다. EBS는 메인을 심으로 

유료사업 기반 사이트의 통합빌링(billing) 시스템을 구

축하여 웹 사이트 반의 표 을 제공하고 있는데, 

EBS는 웹을 통해 실시간 방송은 무료로, 일부 다시보

기는 유료로 제공하고 있다. 자유이용권은 체, 어방

송, 교양, 유아로 구분되어 각각의 가격이 존재한다. 

EBS의 웹기반 서비스가 다양한 학교교육 보완  

e-learning을 기반으로 EBS의 기타 수익창출에 기여하

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다.

EBS는 이주민과 재외 국민을 해 한국어와 한국문

화를 무료로 학습할 수 있는 사이트(durian.ebs.co.kr)와 

사회  약자인 시각·청각장애인을 한 리사이트

(free.ebs.co.kr)도 제공하고 있다. 두리안(durian) 사이

트는 한국어뿐만 아니라 어, 국어, 베트남어로 사이

트를 구축하여 다문화가정을 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리(free) 사이트에서는 스크린 리더용 소 트웨

어의 설치를 통해 화면해설 방송, 자막방송, 수화 방송, 

발달장애인 방송 등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이밖

에 EBS는 뉴스 홈페이지를 비롯하여 140여 개의 자사 

웹 기반 개별 홈페이지, 8개 특화 홈페이지, 스페이스 

공감 홈페이지 등을 운 하고 있다. 

사이트주소 주요 서비스 회원 수
ebs.co.kr EBS TV, EBS 플러스2, 

FM 다시보기
무·유료 489만 명

ebsi.co.kr EBS 플러스1 수능 인터넷 
강좌

무료 432만 명

ebse.co.kr EBS English 방송 다시
보기

무료 355만 명

ebslang.co.kr 종합 외국어 인터넷 강의 유료 187만 명
clipbank.ebs.co.kr EBS 클립뱅크 사이트 무료 3,541명
primary.ebs.co.kr 초등 학습 콘텐츠 사이트 무료 416만 명
mid.ebs.co.kr 중학 학습 콘텐츠 서비스 무료 410만 명
ebsmath.co.kr 수학 학습 콘텐츠 서비스 무료 6만 명
free.ebs.co.kr 시각/청각 장애인 서비스 무료 무회원제 

서비스
durian.ebs.co.kr EBS 한글교육 프로그램 

서비스
무료 무회원제 

서비스
총회원수 2,286만 명

표 2. EBS 자사 웹기반 인터넷 콘텐츠 서비스

  

출처 : EBS 홈페이지(2014.9.1 기준)

2014년 9월 기 , EBS웹 사이트의 가입회원은 총 

2,286만 명이다. EBS 연지에 따르면[16], EBS의 메인 

웹사이트에는 30   40 의 신규 회원 비율이 가장 

높고, 등, 학, 고등학생 연령의 경우 해당 교육 웹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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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트에서 높은 비율을 보여주고 있으며, EBSlang의 경

우 20 의 가입률이 높다. EBS 사이트 내의 학부모 연

계성을 고려하더라도 EBS 콘텐츠는 성인 20 부터 40

까지의 연령 에 많이 이용되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

다. 지상 방송 시청자들의 노령화 상과 비교해볼 때, 

반 으로 EBS의 콘텐츠는 비교  은 시청 층에서 

이용되는 특징을 보여주고 있다.

구분 유아 등 등 어학 직업 교양 기타 계
프로그램

(건)
126 94 55 95 164 406 12 962

VOD/AOD
(건)

10,6
35

6,574 2,963 28,713 5,799 48,4
54

137 10,32
75

스트리밍
(조회 수)

2,128
,091

1,626
,757

1,180
,755

4,136
,498

993,
614

11,9
09,5
98

21,97
5,313

표 3. 인터넷 콘텐츠 서비스 이용현황

 출처 : EBS 연지
 

EBS의 자사 웹기반 사이트에서 제공되고 있는 콘텐

츠 서비스를 살펴보면[20], EBS 메인사이트에서는 유

아· 등· 학·어학·직업·교양 등 총 963건의 로그램, 

VOD·AOD 기 으로는 총 10만여 건 이상의 콘텐츠가 

제공되고 있다. VOD·AOD 기 으로 교양 장르의 콘텐

츠는 48,454건으로 가장 많으며, 어학(28,713건), 유아

(10,635건), 등(6,574건), 학(2,963건)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EBS, 2013b). 사이트 내에서 이용한 콘텐츠는 

2013년 기 으로 총 2,200만 조회 수에 근 했음을 

보여 다. 세부 으로는 교양 콘텐츠의 이용 정도가 가

장 높았고, 다음으로 어학, 유아, 등, 학, 직업 순이

었다. · 학 사이트는 부가서비스로 교육뉴스, 생애

주기 콘텐츠, 문제은행, 학습 블로그 등을 제공하고 있다. 

인터넷 역에서 EBS가 제공하는 콘텐츠 측면을 살

펴보면, 연령 상별 다양한 교육 서비스가 특징 이라 

할 수 있다. VOD의 경우 유료서비스임에도 불구하고 

상당수의 회원과 조회 수를 기록하고 있는데, 이것은 

주로 학교교육 보완학습과 어학 련 콘텐츠에서 활발

한 소비가 나타나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다. 반면에 무

료로 제공되는 두리안사이트나 리사이트의 경우 그 

이용률이 낮다고 평가할 수 있는데, 아직 사이트에 

한 인지도가 낮아 제 로 이용되지 못하는 것으로 해석

할 수 있다.  

3. 외부 포털웹 연계 콘텐츠 서비스
EBS는 외부 인터넷 랫폼 사업자와의 제휴나 계정

등록 등을 통해 콘텐츠 연계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다. 

EBS의 외부 웹 연계 서비스를 랫폼사업자별로 살펴

보면, 국내 포털사업, 로벌 동 상 사업자 유투  그

리고 국내외 SNS서비스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EBS

는 국내 포털사업자로는 다음(Daum)과 가장 먼  제휴

를 시작하여, 2013년 6월부터 EBS의 지식·교양 콘텐츠

와 유아 콘텐츠의 포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17]. 

Daum TV 팟에서는 EBS교양일반, EBS지식특강, EBS

외국어, EBS유아 등의 VOD를 제공하고 있으며, 가장 

많이 이용되는 콘텐츠는 ‘지식채 e’이다. 

구분 서비스 명칭 서비스 내용 사이트 주소
DAUM 다음 EBS지식 EBS지식채널e,지식특강, 

교양 프로그램
ebs.daum.net 

다음 EBS유아 EBS 유아프로그램 infant.kids.da
um.net/ebs

NAVER EBS스토리 기자단 리뷰현장·취재 콘
텐츠 게재

ebsstory.blog
.me

tvcast EBS교양/EBS다큐멘터리, 
EBS어린이/EBS외국어, 
EBS학습 VOD 

tvcast.naver.
com/p/ebs

표 4. EBS 국내 포털 연계서비스 현황

EBS와 네이버는 지난 2014년 1월 21일 지식문화 확

산·발  한 업무 약을 체결하고, 다양한 장르의 

EBS 콘텐츠를 제공하고 있다[18]. 네이버(Naver)에서

는 EBS스토리 블로그와 tv캐스트(tvcast) 서비스를 통

해서 EBS교양, EBS다큐멘터리, EBS어린이, EBS외국

어, EBS학습 등 5가지의 카테고리에 따라 VOD 서비스

를 제공하고 있다. EBS는 네이버 TV캐스트 내, EBS교

양 콘텐츠 1,140건을 포함하여 총 2,465건의 클립을 제

공하고 있으며, EBS교양 콘텐츠는 PC와 모바일에서 

높은 조회 수를 기록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EBS다큐멘터리의 경우 PC에서 조회 수가 높았으며, 

반 로 EBS어린이는 PC보다 모바일에서 조회 수가 높

은 것으로 나타났다[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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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클릭수 조회 수 클릭 당 
조회수PC 모바일 계

EBS다큐멘터리 123 97,164 13,538 110,702 900
EBS교양 1,140 437,181 466,100 903,281 793
EBS외국어 205 68,666 23,074 91,740 448
EBS어린이 619 64,532 156,986 222,408 359
EBS학습 378 78,556 49,137 127,693 338

표 5. 네이버 tvcast 주제별 콘텐츠 조회 수

 

출처 : EBS 연지

EBS는 유투 (Youtube)와 2012년 5월, EBS-구

(google) 간 계역 체결을 통해 EBS 서비스를 오 하

고, 공식 채 을 통해 EBS가 제작한 주요 콘텐츠의 스

트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유투 (Youtube) 내에

서도 종합, 다큐, 교양, 유아, 고 교육, 외국어학습 

등으로 채 을 분류하여 상별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2013년도에 유투 를 통해서 EBS콘텐츠는 약 

200여 개국에서 이용된 것으로 분석되었다[19].

구분  채 명칭 유투  계정
 Youtube EBS종합 youtube.com/user/EBSmain

EBS스토리 youtube.com/user/EBSstory
EBSlang www.youtube.com/user/ebslangworld
EBS다큐 youtube.com/user/ebsdocumentary

EBS초중고교육 youtube.com/user/EBSLearning
EBS교양 youtube.com/user/EBSCulture
EBS유아 youtube.com/user/ebskids

EBS외국어학습 youtube.com/user/EBSLanguage

표 6. EBS의 Youtube 연계 서비스 현황

유투 , 네이버, 다음 등 랫폼별로 EBS 콘텐츠의 

조회 수를 분석해 보면, EBS 콘텐츠 서비스가 가장 많

이 이용되는 곳은 ‘Youtube’이다. 가장 먼  서비스를 

시작하여 57,000건의 클립수를 확보하고 있는 유투 에

서는 EBS 콘텐츠의 평균 조회 수가 28만회를 넘겨 가

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유료로 다시보기가 주로 제

공되는 EBS메인사이트 보다 콘텐츠가 무료로 제공되

는 외부 랫폼에서 EBS 콘텐츠의 조회 건수가 더 높

은 것을 알 수 있다. 랫폼별 EBS 콘텐츠의 월 평균 

조회 수를 살펴보면, 유투 의 경우 EBS 콘텐츠의 조

회 수가 855만회 이상을 나타내면서 로벌 역에서

도 EBS 콘텐츠가 가진 롱테일의 가치를 보여주고 있

다.

구분 Daum Youtube Naver EBS
사이트

월 평균 3,126,052 8,552,488 1,213,186 2,040,726
일평균 105,996 281,177 40,440 67,092
클립 수 7,400 57,000 2,465
서비스 
시작일

2013.06.12 2012.11.30 2014.02.03

표 7. 플랫폼별 EBS 콘텐츠 조회 수

네이버 tv캐스트 내에서 EBS의 콘텐츠 조회 수를 디

바이스별로 분석해보면, PC의 비 이 51.3%, 모바일은 

48.7%로 PC의 비 이 아직 약간 앞서기는 하지만, 근

시일 내에 모바일기반의 콘텐츠 이용이 이를 추월할 가

능성이 높다. 이미 유투  내의 EBS 콘텐츠 조회 수는 

모바일(76%)이 PC(24%)를 압도 으로 앞서고 있는 것

으로 나타났다[19].

구분 PC 모바일 계
조회 수(누적) 746,989 708,835 1,455,824
점유율(%) 51.3% 48.7% 100%

표 8. 디바이스별 EBS 콘텐츠 조회 수

4. 모바일 웹 및 애플리케이션 서비스
EBS는 모바일 그룹웨어를 구축하여 모바일 웹과 앱

을 통하여 스마트 기기에서 장소와 시간의 제약 없이 

콘텐츠를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기

존 PC기반 웹사이트의 주요 내용이 모바일 웹 기반에

서도 부분 제공되고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다. 

모바일 역에서 제공하는 EBS의 스마트기기용 교

육·방송애 리 이션을 살펴보면, 2014년 9월 안드로이

드OS를 기 으로 EBS TV, EBSi 수능강의, EBS 학습 

Player, EBS 반디, EBSe 필수 단어, EBSe 말하기/쓰

기[ 등], EBSe 말하기/쓰기[ 학], EBSe 말하기/쓰기

[고교] 등 10개의 애 리 이션이 제공되고 있다. EBS 

TV 앱은 EBS TV를 실시간으로 시청할 수 있으며, 

TV방송 목록  홈페이지 바로보기 등이 가능하다. 

EBSi 앱은 수능강의를 언제 어디서나 수강할 수 있도

록 제공하고 있다. EBS 반디앱은 EBS FM 라디오 실

시간 청취, 청취 인 방송 로그램에 한 다시듣기, 

방송내용, 선곡표, 그리고 반디 게시 이 제공되고 있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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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EBS 학습 Player앱은 EBS의 직업교육 련 모바일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구분 서비스 명칭 서비스 내용 유/무료
모바일
웹

(Web)

m.ebs.co.kr EBS 메인: EBS TV, EBS 
플러스2, FM 

무·유료

m.ebsi.co.kr EBS 수능: 플러스1 수능 
인터넷 강좌 

무료

m.ebse.co.kr EBS 영어: EBS English 
영어방송 다시보기 

무료

m.ebslang.co.kr EBS 외국어: 종합 외국어 
인터넷 강의 등

유료

m.mid.ebs.co.kr EBS 중학: 중학 학습 콘텐
츠 서비스 등

무료

앱
(App)

EBS TV EBS 외국어: 종합 외국어 
인터넷 강의 등

유료

EBSi 수능강의 EBS 중학: 중학 학습 콘텐
츠 서비스 등

무료

EBS 반디 EBS TV 실시간 방송, 
TV 방송 목록 및 홈페이지 
바로 가기 등

무료

EBS 필수영단어 수능강의 서비스 등 무료
EBS 학습Player EBS FM 라디오 실시간 청

취 등
무료

EBSe 말하기/쓰기 5,400개의 영단어 제공 등 무료
EBSe말하기/쓰기

[초등]
EBS 직업 프리미엄 모바일 
서비스 등

무료

EBSe말하기/쓰기
[중학]

국가영어능력시험대비 자기
주도학습 서비스

무료

EBSe말하기/쓰기
[고교]

초등학생 대상 
국가영어능력시험대비 자기
주도학습 서비스

무료

표 9. EBS 모바일 웹 기반 콘텐츠 서비스

5. SNS 서비스
EBS는 페이스북, 트 터, 카카오톡, 미투데이 등의 

소셜네트워크 서비스를 인터넷  모바일 웹기반에서 

연계하고 있다. 페이스북에는 채 별, 서비스별, 로그

램별로 계정을 열어, EBS의 편성 로그램들의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개별 로그램들에 한 시청자들의 

피드백 댓 을 통해 콘텐츠에 한 공감과 공유를 유도

하고 있다.

EBS는 트 터(twitter)에 2014년 9월 기  30여개의 

계정을 개설하고 있는데, 채 별, 서비스별, 로그램별

로 연계하고 있다. 트 터는 국내 포털사업자의 블로그 

 VOD서비스, 그리고 유투   페이스북과의 빠른 

연계  확산이 용이하기 때문에 EBS는 콘텐츠 확산 

 시청자와의 커뮤니 이션채 로 트 터를 많이 활

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2014년 9월 기  EBS 메인 

트 터 계정의 팔로워 수는 45,149명을 기록하고 있으

며, 2,264개의 트윗을 살펴볼 수 있다. 주로 EBS 지상

TV  라디오 방송의 로그램 소식, 시청자 이벤트  

공지내용 등을 담고 있다. 

구분 계정 명칭 계정
facebook EBS스토리 facebook.com/ebsstory

EBS English facebook.com/ebsEnglish
EIDF facebook.com/ebs.eidf
EBS 스마트 고객센터 facebook.com/ebsaudience
EBS 미디어 facebook.com/ebsmedia
다큐프라임 facebook.com/docuprime
모닝스페셜 https://ko-kr.facebook.com

twitter EBS 트위터 twitter.com/ebstwit
EBSi 트위터 twitter.com/ebsitwit
EBS English 트위터 twitter.com/EBS_English
EBS고객센터 트위터 twitter.com/EBSaudience
EBS스토리 트위터 twitter.com/EBSstory
EBSlang 트위터 twitter.com/ebslangworld
EBS Book 트위터 twitter.com/ebsbook
EBS사회공헌 트위터 twitter.com/EBSCSR
EBS미디어 트위터 twitter.com/ebsmedia
EBS국제다큐영화제 트위터 twitter.com/EBS_EIDF
EBSNEWS 트위터 twitter.com/ebsSMARTnews
EBS부모 트위터 twitter.com/bumo60
EBS월드뉴스 트위터 twitter.com/ebswnews
EBSFM스페셜 트위터 twitter.com/ebsspecial
EBS스페이스공감 트위터 twitter.com/ebsspace
EBS Easy English 트위터 twitter.com/ebseasye
EBS FM 입이 트이는 영
어 트위터

twitter.com/EBSspeaking

표 10. EBS SNS 기반 콘텐츠 서비스

V. 결론   

 스마트 미디어 시  공  교육방송으로서 EBS의 

상을 확장시킬 수 있는 략을 고려해볼 때, 정 인 

속성들을 살펴볼 수 있다. 먼 , EBS는 뉴미디어 활용

이 활발한 은 시청자계층을 주 이용계층으로 확보하

고 있다. 한 EBS가 제공하는 교육  지식 역의 콘

텐츠는 언제, 어디서나 이용하는 멀티 랫폼에 분 되

기 합한 콘텐츠이다. 따라서 EBS는 창의 이고 흥미 

있는 지식  교육 콘텐츠의 멀티 랫폼 서비스 확산

을 통해 콘텐츠의 활용가치를 높이고, 그 상을 재정

립할 수 있는 기 여건을 갖고 있다고 할 수 있다. EBS 

콘텐츠의 이용자가 다른 지상 방송에 비해 은 계층

임을 고려할 때, 특히 창의성과 흥미성을 보강한 지식 

콘텐츠의 생산이 가장 필요하다. EBS 라디오의 경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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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라디오 고유의 상호작용성과 친 성을 반 한 콘텐

츠보다는 외국어교육기반의 콘텐츠가 지 않은 비

을 차지하고 있는 것을 볼 때, 융합형 미디어에 맞는 다

양한 속성을 반 한 포맷 개발이 필요하다. 스마트 미

디어 환경에서도 공  교육방송 EBS에게 가장 요한 

것은 다양한 지식  교육 장르에서 양질의 우수한 콘

텐츠를 제작하는 역량이며, EBS의 정체성을 콘텐츠를 

통해 정립하는 것이다.  

EBS의 멀티 랫폼 콘텐츠 서비스 결과를 살펴보면, 

EBS는 웹기반과 모바일 역에서 EBS 방송채 에 

한 실시간 서비스  다시보기 VOD, 그리고 e-learning 서

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콘텐츠를 다양한 단말을 통해 

제공하는 역량은 잘 구축되어 있다고 단되지만, 

e-learning이라는 특수 역 이외에는 다른 방송사들의 

제공 서비스와 크게 다르지 않다. 특히 EBS의 멀티 

랫폼 서비스가 e-learning측면에 치우쳐져 있어 EBS의 

콘텐츠 차별성을 인지시킬 수 있는 서비스 재편이 필요

하다. 요한 것은 창의 이고 우수한 콘텐츠이지만, 이

러한 콘텐츠를 이용자가 인지하고, 쉽게 찾고 근하며, 

이용경험의 즐거움을 릴 수 있도록 여러 방안을 모색

할 필요가 있다. 특히 실시간으로 TV앞에서 챙겨볼 수

는 없지만 다양한 주제를 통해 사회  심과 이슈를 

뿌리고 있는 <지식채 -e> 등 EBS의 표 콘텐츠들

이 멀티 랫폼 반에서 이용자의 기회를 늘리는 

방안을 지속 으로 모색할 필요가 있다. 

국내 방송환경은 실시간 채  경쟁에서 N-Screen 등 

온라인 스마트 서비스 경쟁으로 변화되고 있으며, 스마

트 디바이스의 확산은 이를 가속시키고 있다. 방송이 

랫폼을 확장하거나 N-Screen 랫폼을 구축하는 이

유는 이용자의 통제권이 증가하는 환경에서 콘텐츠 활

용을 확 하고 편리한 이용자 경험을 제공하기 해서

이다. 이런 차원에서 EBS의 콘텐츠 서비스에 하여 

다음과 같은 략을 제시할 수 있다.

첫째, EBS는 모든 콘텐츠를 통합 으로 제공하는 통

합 랫폼 략이 필요하다. 이것은 TV 방송의 보완 , 

안  랫폼 서비스가 아니라 콘텐츠가 모든 이용 맥

락에 맞게 최 화되어 제공되는 랫폼 서비스를 말한

다. 해외 공 방송들의 통합 랫폼처럼 새로운 디지털 

기술 신 랫폼에서도 보편  근을 기반으로 지속

인 공  서비스를 제공할 통합 랫폼이 필요하다. 공

방송의 기본공 이 새로운 방송기술과 송경로를 

모두 활용하여 이루어져야 한다는 제를 기반으로 새

로운 기술이 발달하는 만큼 공 방송의 서비스 범 도 

진화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이를 통해 모든 

연령 의 시청자들이 EBS의 다양한 콘텐츠에 근하

고, 이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가 구 될 필

요가 있다. 이를 해 EBS는 좀 더 개방 으로 랫폼

을 운용할 필요가 있다. 이용의 수 을 넘어 콘텐츠가 

지속 으로 확  배포되고, 재생산될 수 있는 개방 , 

상호작용  속성이 보완될 필요가 있다. EBS의 교육과 

지식 콘텐츠는 분 과 재가공이 용이하기 때문에 높은 

가치를 창출할 수는 있지만, 항상 다수의 이용자가 실

시간으로 원하는 콘텐츠는 아니다. 따라서 이용자가 필

요한 때에 쉽게 검색하고 이용할 수 있는 개방형 랫

폼에서의 콘텐츠 서비스 확장을 통해 가치를 확산할 필

요가 있다. EBS의 콘텐츠 서비스를 하나의 통합 랫폼

을 기반으로 구축하여 EBS의 콘텐츠에 한 이용자경

험을 확장시켜야 한다. 한 <지식채 e>사례처럼 스

마트 미디어 환경에서 EBS의 콘텐츠가 자발 인 소셜 

큐 이션을 통해 장기 으로 경쟁력을 발휘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  

둘째, 모바일 서비스는 스마트 미디어 환경에서 이제 

방송의 핵심 서비스이다. 이용자들이 EBS 모바일 서비

스를 인지하고, 앱을 단말기에 탑재하여 이용경험을 쌓

도록 하는 것이 요하다. 따라서 EBS는 이에 한 이

용자들의 심과 공감이 확 될 수 있도록 극 인 

략을 모색해야 한다. SNS가 갖는 사회  력은 크

다. 시청자는 SNS를 통해 자신의 심에 부합하는 특

정한 로그램과 장르에 연계하며, 콘텐츠  정보를 

공유하고, 공동으로 경험하는 경향을 보인다. EBS 역

시 SNS을 통해 시청자들의 방송 로그램 참여를 유도

하는 략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 특히 카카오톡이나 

라인과 같은 랫폼에도 EBS의 콘텐츠  정보, 캐릭

터 등이 어떻게 활용될 수 있는지에 한 방향성 모색

도 필요하다. 

셋째, 해외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EBS는 장기 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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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디지털 멀티 랫폼에 한 무료 보편  서비스 확

를 통해 EBS의 체 콘텐츠 서비스를 공익  차원에

서 재편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EBS가 교육방송으로서 

우 를 하고 있는 다양한 e-learning 콘텐츠 서비스

의 경우도 장기 으로 공익  모델로 바꾸어갈 필요가 

있다. 

이 연구는 EBS의 멀티 랫폼 기반의 콘텐츠 서비스

를 제공 황을 심으로 탐색 인 수 에서 살펴본 한

계를 갖고 있다. 향후 후속 인 연구에서는 다양한 장

르별로 상별로 이용자의 UI 속성의 구 이나 외부 웹

과의 연계성 등을 고려하여 콘텐츠 서비스 반에 한 

다각 인 분석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참 고 문 헌

[1] 방송통신 원회, 2013년 방송매체 이용행태 조사, 

2013.

[2] 최세경, “스마트 시 에 EBS의 랫폼  콘텐츠 

략 방안”, 한국언론학회 철정기학술 회 특

별세션 발제문, 2012. 

[3] 유승 , 안수근, “멀티 랫폼 시  이블TV의 

경쟁력 강화방안”,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Vol.12, 

No.2, pp.142-154, 2012. 

[4] H. Jenkins, Convergence Culture, New York 

University Press, 2006.

[5] R. Hobbs and A. P. Jensen, “The Past, Present, 

and Future of Media Literacy Education,” 

Journal of Media Literacy Education, Vol.1, 

No.1, pp.1-17, 2009.

[6] 박주연, 범수, “방송의 소셜 미디어 콘텐츠 활용

유형에 한 연구”, 인문콘텐츠, 제23호, pp. 

263-285, 2011. 

[7] Die Mediananstalten, Programmbericht 2013, 

Vistas: Berlin, 2013. 

[8] Ofcom, Public Service Broadcasting: Annual 

Report, 2013. 

[9] EBS, 2013사업연도 경 평가보고서, 한국교육방

송공사, 2014. 

[10] 유홍식, “공 방송 EBS의 성과와 방통융합시

를 여는 EBS의 역할”, 한국언론학회 2010 철정

기학술 회 발제문, 2010.

[11] 정용 , “교육방송의 공  가치와 정체성 비교 

분석”, 미디어와 교육, 제1권, 제1호, pp.3-30, 

2011.

[12] EBS, EPEI 조사보고서, 한국교육방송공사, 

2014.

[13] EBS, CI 수용자조사 보고서, 한국교육방송공사, 

2014.

[14] 임종수, “지상  EBS 편성연구: 공사화 이후 장

르/ 역 분화의 성과와 한계”, 한국방송학보, 제27

권, 제3호, pp.130-171, 2013.

[15] 신정아, “TV 다큐멘터리의 온라인 소통에 한 

연구: 소셜 큐 이션의 활용을 심으로”, 한국여

성커뮤니 이션 철 정기학술 회 발제문, 2014.

[16] EBS, 2013 EBS 年誌, 한국교육방송공사, 2014.

[17] EBS, DAUM EBS 지식 운 보고, 콘텐츠사업

부 내부자료, 한국교육방송공사, 2014.

[18] EBS, EBS-Naver 서비스 황 보고, 콘텐츠사

업부 내부자료, 한국교육방송공사, 2014.

[19] EBS, EBS 유투  서비스 내부보고서, 한국교육

방송공사, 2014. 

저 자 소 개   

박 주 연(Joo-Yeun Park)                 정회원
▪2003년 7월 : 독일 베를린 학교 

커뮤니 이션학 박사

▪2008년 9월 : 한국외국어 학교 

미디어커뮤니 이션학부 부교수

 

 < 심분야> : 미디어콘텐츠, 미디어산업/정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