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업 이익 60만불 증가 

    KBS America는 7월부터 지난 3개월 동안에도 많은 일들을 하였습니다. 

가장 중요한 변화는 뉴욕과 뉴저지 지역의 방송을 KBS America가 직접 운

영하던 체제에서 KBTV와 협력하여 제휴사 모델로 전환한 것입니다. 이번 

제휴사 전환은 회사의 경영 효율화에 상당히 기여를 하였습니다. 몇 달 동

안 제휴사 전환을 위해 철저히 준비하여 아무 문제없이 방송이 되고 있습니

다. KBTV는 현재 장비와 인력에 많은 비용을 투자하여 안정적으로 정착하

고 있고, 뉴욕과 뉴저지 지역에서 곧 최고의 한인 방송사로 도약할 것이라

고 판단이 됩니다. 

 

둘째, LA 문화원과 함께 K-Pop 페스티벌 미주 전국대회를 개최한 것입

니다. LA에서만 다섯번 개최한 K-Pop 페스티벌을 미 전국대회 규모로 격

상시킨 것입니다. LA, 뉴욕, 워싱턴, 시애틀, 샌프란시스코, 애틀란타, 달라

스 등 총 7개 지역의 예선을 거쳐 21개팀이 지난 7월 30일 KCON 행사장에

서 본선을 치루었습니다. 최종 브리타니 샤넬(Britaney Chanel)이 대상을 

차지하여 미주에서 최초로 본선에 참가하였습니다. 지난 9월 30일 창원에

서 열린 K-Pop 월드 페스티벌에서도 대상을 받았습니다. 치열한 미주 대회

를 거친 결과라는 생각이 듭니다. 

 

세계 여성인권 옹호를 위한 <눈길> 시사회 개최 

  셋째, 광복절을 맞이하여 세계 여성인권 옹호를 위한 KBS 영화 <눈길>의 

시사회를 개최한 것입니다. 에드 로이스(Ed Royce) 미국 연방 하원 외교위

원장과 주디 추(Judy Chu) 연방 하원의원 등 주류 정치인과 한인 오피니언 

리더, 시민들을 초대하여 KBS의 우수 프로그램도 알리면서 여성 인권 옹호

를 위한 공적 활동도 펼쳤습니다. 반프 페스티발 TV 영화 부문 최우수상

(2016)과 프리 이탈리아(Prix Italia) TV 영화 부분을 수상한 <눈길>을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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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하는 직원 여러분! 지난 해 8월1일 

부임을 했으니 벌써 1년이 지났습니다. 

경영자는 숫자로 말을 해야 한다고 합니

다. 올해의 실적은 지난해보다 훨씬 좋

습니다. 올해부터는 본사에서 계열사를 

평가할 때 매출보다는 영업이익에 중점

을 두고 있습니다. 이것은 회사의 외형

적 성장을 위해 무리하게 사업을 진행하

지 말고, 사업을 철저하게 분석하여 추

진하라는 의미입니다. 8월까지 영업이

익이 지난해보다 60만불 정도가 늘어난 

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고생

하신 직원 여러분의 노고를 치하하며, 

연말까지 더욱 노력하여 더 높은 성과를 

달성하기를 기대합니다. 

넷째, 1998년 설립되어 지금까지 1억1천5백만불을 모금한 

소아암 연구 재단인 호프 온 휠스(Hope on Wheels)에서 마련한 

행사(Walk/Run for Hope)에서 감사패(Hero of Hope Award)를 

받았습니다. 지난 6월에 실시한 소아암돕기 골프대회를 통해 2

만불을 기부한 것이 KBS America가 LA 지역에서의 골프대회를 

기부 목적으로 변화시키고 있는 것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라고 

해석됩니다. 미국에서 기부는 매우 중요합니다. KBS America에

서 처음으로 블루컷 산불 피해 한인 돕기 성금 모금을 한 것도 

이의 일환입니다. 9월 한달간 성금을 모금하여 걷힌 1만불을 빌

토밸리 한인회에 전달합니다. 앞으로도 KBS America는 이러한 

기부문화의 확산에 적극적으로 동참할 생각입니다. 

면서 많은 분들이 눈물을 흘리는 모습과 ‘좋은 영화에 초대해주

어 감사하다’,’더 많이 상영해 달라’는 등의 요청도 받으면서 뿌

듯함을 느꼈습니다. 주디 추 의원은 KBS America에서 이러한 

행사를 마련해 준 것에 대한 감사장을 전달하였다. 



    스페인어와 포르투갈어로 더빙되는 최초의 드라마 <태양의 후예> 
 

다섯째, 콘텐츠 사업도 적극적으로 펼치고 있습니다. <굿닥터>는 <닥터스> 작가인 데

이빗 쇼어가 작가로 참여하여 ABC와 협의중에 있습니다. 드라마 리메이크 추진에 이어 

이번에는 예능 프로그램 포맷 사업으로 확장을 하였습니다. <1박2일>과 <위기탈출 넘버

원>의 포맷을 콜랩(Collab)이라는 회사에서 미국 버전으로 개발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말

드라마 <아이가 다섯>과 일일드라마 <우리집 꿀단지>는 FAM사와 쇼핑계약을 체결하여 

리메이크를 추진중입니다. <태양의 후예>를 정부의 지원을 받아 스페인어로 더빙을 완료

하였고, 추가로 포르투갈어 지원을 요청하였습니다. 이렇게 되면 최초로 스페인어와 포르

투갈어로 더빙된 드라마가 탄생하게 되어, 남미에 한류를 확산하는 매우 중요한 계기로 

작용할 것입니다. 이외에도 웹드라마와 영화의 유통권리를 확보하여 진행하고 있습니다. 

 

LA시 KBS America 뉴스에 감사패 수여 
 

여섯째, 지난 7월 LA시에서 뉴스에 대한 감사패를 받았습니다. 한인 최초의 LA 시의원

인 데이빗 류(David Ryu)의원이 에릭 가세티(Eric Garcetty) LA 시장과 15명의 LA 시의원

을 대표하여 전달해 주었습니다. KBS America 뉴스가 코리안 어메리칸 커뮤니티와 LA 

시민에게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정보와 뉴스를 전달해 주어 진심으로 고맙다는 내용입니

다. 이처럼 KBS America 뉴스의 퀄리티가 달라지고 있습니다. 보도팀이 힘들겠지만, 9월 

중순부터 뉴스 시간에 하단에 스크롤 뉴스가 나가고 있습니다. 좀 더 다양한 소식을 전달

할 수 있어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로컬 소식을 많이 다루고, 기사의 품질도 좋아지

고, 화면의 구성이 좋아졌습니다. 

 

일곱 번째, KBS월드 채널에 대한 다양한 홍보활동을 펼쳤습니다. 오프라인에서든 온

라인에서든 KBS가 생산하는 제품인 프로그램과 채널을 적극적으로 알리지 않으면 시청

자가 외면하게 됩니다. 지난 3개월은 시청자가 모이는 현장이 있다면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시청자를 찾아가고 만났습니다. 한인사회에서 가장 규모가 크고 오랜 전통을 가지고 

있는 제 43회 'LA 한인축제'에 KBS America로서는 처음으로 홍보부스를 가지고 참가를 

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올해초 새롭게 론칭한 KBS World 뉴스 채널의 채널 번호 맟추기 

경품 이벤트를 비롯하여 신규 문화사업으로 9월에 개강한 KBS America Coffee Acad-

emy도 홍보하였습니다. 그 밖에 K-CON 현장과 Hope on Wheels 행사에도 부스를 설치

하여 KBS America를 시청자에게 알렸습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KBS America가 다니고 싶은 회사가 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좀 

늦기는 했지만 취임 초에 받은 버킷 리스트 중의 하나인 안마의자를 구매하였습니다. 직

원들이 피곤할 때 이용하면서 행복해 하고, 손님들이 부러워하는 것을 보면 잘 구매했다

는 생각이 듭니다. 근무시간에도 눈치보지 말고 이용하기 바랍니다. 오늘까지 2차 버킷리

스트를 받았으니 수용할 수 있는 것은 수용하려고 노력하겠습니다. 최근 상향 평가를 하

였습니다. 상향평가는 관리자에 대하여 직원의 의견을 수렴하여 리더십을 기르는 것이 목

표입니다. 관리자가 잘하면 업무 성과도 좋아지고, 회사 다닐 맛도 나게 됩니다. 여러분의 

솔직한 의견을 관리자와 면담을 하면서 코칭하였으니, 조금씩 부서 분위기가 좋아질 것이

라 생각합니다. 저에 대한 솔직한 의견도 잘 보았고, 부족한 부분을 반성하고 더 세심하게 

신경을 써야할 부분을 생각하게 된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제 10월에 접어들면 천고마비의 계절이라 불리는 가을입니다. 추수감사절도 곧 도래

하고 한 해를 정리할 시간도 3개월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연초에 계획한 일들 마무리 잘 

하시기 바랍니다. 내년 전망이 녹록치 않습니다. 내년 7월부터는 디지털 콘텐츠 사업을 

KCP에 넘겨주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를 감안하여 내년에 추진해야할 사업은 저를 포함

하여 열심히 준비해야 합니다. 남은 기간 머리를 맞대고 계획을 수립했으면 합니다. 여기

에는 모든 플랫폼의 HD전환, KBS월드24의 내용 변화, KBS월드라티노의 변화 등이 포함

될 것입니다. 

 

한편 가을이 된다고 하니 비숍의 단풍이 생각이 납니다. ‘열심히 일한 당신 떠나라’는 광

고 카피처럼 잠시 자연을 찾아 힐링하는 시간도 보내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P a g e  2  

KBS America는 지난 3개월 동안 외부기관과 단

체로부터 3개의 감사패를 받았다.  한달에 1개 

꼴이다. KBS America 설립이래 지난해까지 받은 

감사패가 모두 5개인 것을 놓고 보면 짧은 기간 

얼마나 많은 감사패를 받은 것인지 알 수 있다.  

 

  LA 시장과 시의회의 감사패는 올해 초부터 꾸

준히 추진해온 로컬 뉴스 강화와 제작 시스템의 

혁신이 결실을 거두면서 외부에서 보기에도 뉴스

가 달라졌다는 것을 인정해 준 것으로 의미가 크

다. 

 

  KBS America가 지난 8월 15일 광복 71주년 행

사로 개최한 '눈길' 시사회에는 중국계 미국 여성

으로는 처음 연방하원의원에 당선된 Judy Chu 

의원이 참석하여 KBS America가 국제 여성인권

에 앞장서고 있는데 대해 감사패를 수여하였다.  

 

  또한, 제 1회 소아암 골프대회로로 인연을 맺게

된 Hope on Wheels 재단에서는 Hero of Hope   

Award를 수여하여 나눔과 기부문화에 앞장서고 

있는 KBS America에 감사의 뜻을 전달했다.  

 

  KBS America는 앞으로도 미주 한인 커뮤니티

를 대표하여 바른 여론 형성을 주도하고 미국 주

류사회에 한국과 미주 한인사회의 이해를 대변하

는 공기로서의 역할에 최선을 다할 것이다. 

[왼쪽 위 - 연방하원의원 감사패] 

[왼쪽 아래 - Hope on Wheels 감사패] 

[오른쪽 - LA시 감사패] 

 



[ 국제 여성 인권 옹호 ‘눈길’ 시사회 주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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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아메리카는 지난 8월 15일 광복 71주년을 맞아 국제여성인권옹

호를 위한 KBS TV 영화 <눈길>의 시사회를 미국에서는 처음으로 가

졌다.   

 

  이번 시사회는  과거 한반도의 아픈 역사만을 상기하기 위해서가 아

니라, 오늘날에도 세계적으로 계속되고 있는  인류 및 여성에 대한 구

조적인 폭력을  미국 정계에 알리고 이에 대한 성찰과 고민의 시간을 

한인동포들과 함께 나누기 위해 마련됐다. 

 

  KBS 아메리카 유건식 사장은 인사말에서 “혹자는 과거를 모르거나 

혹은 아예 과거를 잊으려고 하지만 과거의 아픔을 알 때만 미래에도 그

와 같은 비극을 막을 수 있는 것”이라며 “우리가 쉰들러 리스트와 같은 

영화를 칭송하고 홀로코스트 박물관을 방문하는 것은 바로 이와 같은 

이유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시사회에는 특히  미국 정가를 대표해 에드 로이스(Ed Royce) 

미 연방하원 외교위원장이 참석,  “위안부 문제는 미국 교과서 뿐만 아

니라 일본 교과서에도 실려야 하는 절대로 잊혀질  수 없는 전쟁범죄”

라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주디 추(Judy Chu) 연방 하원의원은 아시

아계 여성 정치인을 대표해 “이제 생존해 계신 위안부 할머니들이 점

점 적어지고 있는 상황”이라며, “ 하루 바삐 과거사를 바로 잡고, 정의

를 실현시키는 일에 우리 모두 주력해야 될 때”라고 강조 했다. 미국에

서는 유일하게 ‘평화의 소녀상’이 건립되어 있는 캘리포니아 글렌데일

시를 대표해서는 로라 프리드먼(Laura Friedman) 전 시장이 참석했다. 

프리드먼 시장은“글렌데일시가 수많은 외부의 철거공격에도 아직까지 

평화의 소녀상을 지켜내고 있는 것은 인권이라는 보편적 가치를 지키

기 위한 것”이라고 말해 청중들의 박수갈채를 받았다. 

 

  이날 객석을 가득매운 150여명의 관객들은 숨을 죽이며 처절한 과거 

역사의 현장을 함께했고, 이 이야기가 오늘날에도 계속되고 있는 비극

의 한부분임을 눈물로 공감했다. 미국인 관객 엘리자베스 산체스 씨는 

“당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정확히 알 수 있었던 영화였다”라면서, “너

무 슬프고 먹먹해 영화를 보는 내내 계속 울었다”고 소감을 밝혔다.  

영화를 관람한 후에는 감독과의 대화의 시간도 마련됐다. 이번 시사회

를 위해 LA를 방문한 <눈길>의 연출자이자 KBS 드라마국 프로듀서  

이나정 감독은 “영화만을 우선으로 생각할 경우, 자칫 어린 배우들의 

마음이 다치게 되지는 않을까 세심한 주의를 기울였다”며, “위안부 할

머니들의 아픔을 진심으로 함께 하는 계기가 됐으면 하는 마음에서 제

작을 결심했다”라고 제작 동기를 밝혔다. 

 

  TV 영화 <눈길>은 지난해 광복 70주년을 기념해 KBS가 제작한 2부

작 TV드라마이다. 하지만 방송 이후 국내외적인 호평을 받아 TV 영화

로 재탄생하게 됐다. 이 작품은 지난해 제 67회 이탈리아 영화제에서 

프리 이탈리아 상을 받은데 이어, 지난 6월에는 반프 미디어 페스티발 

TV영화부문에서 최고상을 수상했다. 오는 10월에는 ‘평화의 소녀상’이 

미국에서는 두번째로 샌프란시스코시에 세워진다.  이를 기념해, KBS 

아메리카의 제휴사 KEMS사의 주관으로 또 한차례의 <눈길> 시사회가 

개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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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America와 LA 한국문화원이 공동으로 개최한 K팝 미주결선 전국

대회에서 우승을 차지했던  LA출신 브리태니 샤넬양이 9월 30일(한국

시간) 창원에서 개최된 201 K팝 월드 페스티발에서도 영예의 대상을 

차지하는 기염을 토했다. 이번 창원대회에는 세계 15개국에서 온 70명

의 K팝 메니아들이 무대에 올라 경합을 벌였다.  K-Pop 월드 페스티

발에서 LA출신 K Pop 아마추어 보컬리스트가 우승을 차지하기는 이번

이 처음이다. 

 

  샤넬양이 세계무대에서까지 우승을 차지할 수 있었던 것은 올해 미국

에서는 처음으로 K Pop 메니어 들이 한자리에 모여 치열한 경합을  벌

이는무대가 마련된 결과이다. 샤넬양은 지난 7월 30일 LA컨벤션센터

에서 개최된 K 팝 월드 페스티발 미주결선에서 마마무의 ‘피아노맨’을 

열창해 심사위원 3인의 전원 찬성으로 대상을 차지했다.  이로써 창원

세계대회에 참가할 수 있는 출전권을 획득, 세계 무대에 서게 된 샤넬

양은 이번에는 가수 에일리의 노래로 곡목을 바꾸어 당당히 우승을 차

지했다.   

 

  당시 샤넬양은 “K팝을 통해 한국을 알게됐고, 한국어도 배우게 되었

는데, 이렇게 한국을 방문할 수 있는 기회까지 주어져 더 없이 기쁘다” 

며, “전 세계에서 온 친구들과 함께 K팝 축제를 즐길 생각을 하니 벌써

부터 설렌다”고 참가 자체에 의미를 두는 소감을 밝힌바 있다. 

 

  KBS America가 올해 처음으로 기획한 이번 전국대회에는 미국 주요 

7개도시인 LA, 뉴욕, 워싱턴 DC, 샌프란시스코, 시애틀, 애틀란타, 댈

러스에서 예선을 거쳐 엄선된 보컬 9개팀과 댄스 12개팀, 총21개팀 

77명이 결선에 올라 K팝에 대한 열정과 실력을 마음껏 뽐냈다. 특히 

이날 대회에는  가수 알리가 초청가수로  무대에 올라 대회의 열기를 

더했다.  KBS 아메리카 유건식 사장은”지역별로 개최되던 K팝 콘테스

트를 한류 팬들의 증가에 맞추어 LA한국문화원과 미주 전국대회라는 

더 큰 장을 마련하게 되었고, 다채로운 한류축제의 개발을 통한 한류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서 KCON행사와도 협력했다”고 이번 대회를 평

가했다. LA출신 보컬리스트가 영예의 대상을 차지한 2016 K팝 월드 

페스티발은 영어자막과 함께10월말 KBS America 전국 네트워크를 통

해 방송될 예정이다.  

 

  또한, K-CON 부스를 운영해 KBS America 의 페이스북 페이지를 홍

보하기도 하였다. 

[ K-POP 페스티벌 LA출신 우승자, 세계 무대서도 대상 ] 

< 2등 팀 무대 > 

< 수상팀 단체 사진 > 

< 우승자 앵콜 공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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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8월 16일 발생한 블루컷 산불로 인해 카혼패스 지역 약 3만에이커가 불에 탔으며, 한인주택 최소 15채와 농장도 전소되는 등 피해를 입

었다. KBS America는 '블루 컷' 산불의 한인 피해자들을 돕기 위한 성금 모금을 진행했다.  

 

  9월 한달 간 진행된 이번 성금모금에는 한인사회 기업과 단체, 일반인들의 온정의 손길이 이어졌으며, 9월 30일 기준 총 8천 7백 20달러의 

성금이 모였다.  KBS America 임직원들도 이번 산불 피해 한인들의 생활터전 복구에 보탬이 되고자 힘을 모았다.  

 

  모아진 성금 전액과 KBS America의 후원금을 포함해 빅터빌 한인회에 1만달러를 전달할 예정이다. 

지난 8월 28일, 현대차 미국법인(HMA)이 소아암 인식의 달을 기념해 

파운틴밸리 스포츠 콤플렉스에서 ‘현대 호프온휠스(Hyundai Hope on 

Wheels) 5Km / 10km 마라톤’을 개최했다.  

 

  미국에서는 하루에 36명의 어린아이들이 소아암 판정을 받고, 매

일 7명이 안타까운 생명을 잃고 있다. 그러나 예산상의 문제로 소아암

에 대한 미국 연방정부의 지원은 많이 부족한 실정이다. 

 

 KBS America는 골드 스폰서로 행사에 참여하여 희망을 전달하는 뜻 

깊은 순간을 함께했다. 

 

  KBS America는 이미 지난 6월 2일 ‘소아암 어린이 돕기 자선 골프대

회’를 개최하여 모은 성금(2만달러)을 ‘Hope On Wheels’에 기부한 바 

있으며, 이날 그 공로를 인정받아 감사패도 수상하였다. 

 이와 함께 행사 참가자들에게 KBS America를 알리기 위한 홍보 부스

도 함께 운영하였다. KBS America Facebook을 방문하여 ‘Like’를 누

르면 원하는 드라마 포스터 및 K-pop DVD를 증정하는 이벤트를 진행

하였다. 

 

 앞으로도 KBS America는 미주 시장에서 지속적으로 공적가치를 구

현해 나가며, KBS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 역할을 이행해 나갈 계획이

다. 

 

  <‘현대 호프온 휠스’는 현대 자동차 미국 판매법인이 1998년 설립한 

비영리 단체로 기업의 사회 환원 활동의 일환으로 소아암의 근본적인 

원인을 밝히고 발병을 억제시키기 위해 후원하고 있으며, 소아암과 싸

우고 있는 아동과 그들의 가정에 격려와 응원을 보내는 캠페인도 병행

하고 있다.>  

[ HOPE ON WHEELS 주최 마라톤 참가 / 감사패 수여 ] 

[ 블루컷 산불피해 한인돕기 성금 모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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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 한인사회 최대 축제인 ‘LA 한인축제’가 올해로 34회째를 맞아 9월

22일부터 25일까지 한인타운 중심부의 서울국제공원과 올림픽가에서 

개최되었다. KBS America는 행사에 참여하여 부스 운영 및 이벤트 등

을 통해 브랜드와 사업 홍보를 진행하였다. KBS America가 ‘LA 한인

축제’에 참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행사 참가는 많은 한국 교민들이 방문하는 이번 기회를 적극 활용해, 

‘KBS World 24 채널 홍보’, ‘KBS America 뉴스의 저변확대’ 그리고 9

월부터 시작하는 ‘KBS America 커피 아카데미’ 문화 사업을 널리 알

리고자 진행되었다. 

  

  첫째, 올해 1월에 런칭한 시사전문채널 ‘KBS World 24’ 홍보를 위해 

행사 무대 스크린에 홍보 Spot을 노출하는 한편 전단지 배포 및 채널 

번호 맞추기 경품 이벤트를 실시하였다. 경품행사에는 약 200여명이 

응모해 높은 관심을 보여 주었다. 

  

   

 

 

 

 

 

 

  둘째, ‘KBS America 뉴스’의 저변확대를 위한 이벤트도 실시하였다. 

KBS America News Facebook를 방문하여 ‘Like’를 클릭하면 원하는 

드라마 포스터나 K-Pop DVD를 나눠주는 이벤트를 실시하였다. 

 

  

  셋째, ‘KBS America 커피 아카데미’ 사업은 준비된 홍보 전단지를 

배포하였고, 관심을 갖는 방문객들에게는 개별적으로 설명과 상담을 

진행하였다. 

  

  KBS America의 활동을 알리고 브랜드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 기획된 

이번 행사 참여는 단순 홍보에서 벗어나 세분화된 마케팅 전략으로 홍

보 효과를 높일 수 있었다.   

 

[ LA 한인 축제 부스 운영 ] 

< 경품 추첨 사진 > 

< LA 한인 축제 KBS America 부스 > 



지난 5월에 Viki와 롱텀 아웃 풋 딜을 체결하면서 한국영화를 공급 패

키지에 포함시켜 북미 국장 개봉용 신작 영화 뿐만 아니라 라이브러리 

한국 영화도 온라인에 배급할 수 있는 판로를 확보하게 되었다.  

 

  한국의 여러 영화사 및 배급사와 협의를 한 결과, 첫 성과로 지난 8월 

M Line과 한국영화에 대한 미주 온라인 유통권을 확보하는 계약을 체

결하였다.  

  ‘혼자', '앨리스', 양치기들' 등 3편의 영화로 KBS America가 이전에 

공급한 '특별수사', '로봇소리'와 함께 Viki 사이트에서 스트리밍(영어 

자막)으로 시청할 수 있다.  

 

  이 밖에 국가대표2, 동주 등도 미국권리 확보를 위해 영화사와 협의

하는 등 한국영화 유통 허브가 되는데 한걸음 더 다가가고 있다. 

 

KBS America가 공적기능 확대 및 수익원 창출 다변화를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9월부터 커피 아카데미 사업을 추진한다. 커피 시장이 성장

함에 따라 커피를 즐기고 배우려는 수요는 증가하는데 반해 이를 충

족시켜줄 한인 대상의 전문 교육 기관이 부족하다는 판단 하에 설립

하게 되었다. 방송 미디어의 자산과 커피 전문 업체의 전략적 제휴를 

통해 시너지 효과를 창출한다는 계획이다. 

[ 영화 배급 계약 체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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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커피아카데미 사업추진 ] 

 [ 1박2일 · 위기탈출 넘버원 포맷 계약 ] 

콘텐츠 사업국에서는 다양한 사업을 하고 있다. 최근에는 Channel, 

OTT, 그리고 IPTV 등의 업무들을 추진해왔고 그 외로 미국 스튜디오

들과 드라마 리메이크를 위해 쇼핑/포맷 계약도 했다.   

 

  2016년 9월 15일, KBS America에서 처음으로 예능프로그램 포맷 

계약을 Collab과 맺었다. 두 가지 예능 프로그램 <1박, 2일>과 <위기

탈출 넘버원> 을 포맷 옵션 계약하게 되었다. 

  예능 프로그램 포맷 옵션 계약은 기존 예능프로그램의 콘셉트, 구조

와, 형식 등을 사용하여 다른 나라에서 새로운 예능프로그램을 생산

하기 위해 거치는 절차이다. 예를 들면, KBS 본사에서 포맷 계약을 

통해 추진해왔던 <슈퍼맨이 돌아왔다> 예능 프로그램이 오는 11월 

달에 미국 내셔널 지오그래픽 채널에서 "Chicken Soup for the Soul: 

Breaking Dad"으로 재탄생하는 것과 같다. 어떻게 재탄생될지 또는 

미국시청자들 반응이 어떨지, 벌써부터 기대되고 있다. 방송되기까지 

긴 시간과 많은 절차를 걸쳐야하는데, <슈퍼맨이 돌아왔다>를 이어 

<1박, 2일>과 <위기탈출 넘버원>도 미국에서 시너지 효과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된다. 

  커피 전문 교육기관으로 선정된 Coffee Hunter Inc. 의 김은상 대표

는 하와이에서 코나커피 농장을 운영한 경험이 있고, 2013년부터

는 LA에서 커피 로스팅 및 커피 전문점(HAUS)을 운영하고 있다. 

  이에 따라 KBS America는 방송 홍보와 마케팅을 지원하고, Coffee 

Hunter Inc.는 교육에 필요한 실질적 운영을 담당하게 된다.교육장은 

당사 건물 2층에 위치하고 있으며, 커피 사업 창업자를 위한 전문가 

과정부터 취미 교양 과정 교육을 제공하고 있다. 



19:24 (따르릉) “22시부터 운행소재 M0998 0999로 바뀌니 SMC에

서 바로 교체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19:26 (따르릉) “다운링크 이상 없나?” 

“ 네 이상없습니다.” 

“DA쪽에서 한번 찍어 봐줘요” 

“네 이상없네요.“ 

“오케” 

19:31 (따르릉) “방금 새소재 업로드 됐는데... M882670...MPC에서 

확인 좀..” 

“네 잠시만요” 

19:33 (따르릉) “부존데요. 방금 소재 넘어갔어요” 

“네 확인하고 전화 드릴께요” 

(따르릉) “아...어제 뉴스 보고 전화했는데....” 

“죄송합니다만 여기는 보도국이 아니라...잠시만요 해당 부서로 연결

해드릴 

께요” “하......” 

 

  8시뉴스 스탠바이가 들어갈 즈음 KBS AMERICA 주조종실의 흔한 

일상이다. 

 

  실시간으로 5개 채널이 송출되고 동시에 3개 채널이 수신되는 KBS 

AMERICA 주조종실은 1년 365일 단 1초도 쉴 수 없다. 마스터 클락

이 인도하는 1초 1프레임의 순간에 따라 한치의 오차없이 각자의 롤

을 실행하는 장비들. 그리고 끊임없이 확인하고 제어명령을 입력하는 

오퍼레이터들. 사람은 말할 것도 없고 어쩌면 기계도 지루해 할 루틴

이 끊임없이 반복되고 있지만 언제 어디서나 리모컨을 들고 KBS를 

찾는 미주지역 수백만 시청자들을 위해 반드시 지켜져야 할 룰이다.  

[ 편성제작국 송출팀 탐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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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년 KBS AMERICA의 개국과 함께 1개의 북미주 위성채널로 시

작한 KBS WORLD 미주지역 송출은 신규시장 진출의 부단한 노력과 

거센 한류 물살을 타고 2016년 9월 현재 제휴사, 디렉티비 등 2개 전

국채널, 타임워너, 콕스 등 남가주 케이블채널, 지상파 그리고 2014

년 11월 론칭한 한국 최초의 남미 전문채널 KBS WORLD LATINO까

지 총 5개의 채널이 미주대륙 전역에 송출되고 있다. 

 

  본사를 대표해 KBS의 방송 컨텐츠를 미주 전역에 전파한다는 자부

심과 또 그만큼의 부담을 안고 오늘도 선참 박갈렙 과장을 필두로 한 

4명의 24시간 상근 오퍼레이터들 그리고 2명의 NLE 편집요원들이 

오늘도 분주히 이 5개 채널들을 운행하고 있다. 

  항상 어제와 같은 오늘이 반복될 것 같다가도 살아있는 생명과도 방

송의 순리는 그들을 업무의 루틴에만 가두지 않는다. 잊을만 하면 터지

는 각종 속보. 오퍼레이터의 간담을 서늘케하는 낯선 에러메시지. 그리

고 편성팀장으로부터 날아든 촌각을 다투는 긴급 편성변경 오더. 익숙

한 반복속에서도 예측할 수 없는 수많은 변수와 긴장이 공존하는 곳이 

KBS AMERICA 주조종실이다. 

 

  비상근 NLE 편집요원이 투입되는 하루 7시간을 제외하고 사실상 5

개 채널 송출운행의 살림살이를 도맡고 있는 4명의 주인공들은 단순한 

오퍼레이터가 아니다. 실시간 송수신 채널의 관제와 장비운용 등 송출 

기본업무는 물론, 운행상황에 따라 일일운행을 최종 변경, 확정해야 하

는 MD업무, NLE 편집 그리고 30여가지 장비단의 실시간 운행상황을 

체크해야 하는 엔지니어 업무까지 그야말로 팔색조 방송 전사들이다. 

 

  “저도 주말에 쉬고 싶죠.” “하루라도 잠 좀 편하게 자고 싶어요.” 주

조송출팀을 관리하고 있는 필자가 그들에게 가장 많이 듣는 푸념들이

다. 누구보다도 그들의 노고를 잘 알고 있기에 항상 미안하고 고마운 

마음뿐이다. 다시한번 그들에게 격려의 인사를 전하고 싶다. “KBS 

AMERICA 주조종실 가족 여러분 오늘 하루도 고생 많으셨어요. 그리

고 감사합니다!”  

By 김원석 팀장 (편성제작국) 



1. 우선 KBS America에 입사하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자기 소개 부탁드

립니다. 

  안녕하세요? KBS America 콘텐츠사업국 신입사원 양윤정입니다. 

2012년도에 University of Washington Seattle 입학하면서 미국에 처음 

거주하게 되었습니다. 경영학을 전공을 하며 마케팅을 조금 더 집중적으

로 공부했고, 졸업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LA로 이사 와서 KBS America

에 입사하게 되었습니다. 2002년도부터 대학교에 진학하기 전까지 10년 

동안 인도네시아에 거주했지만, KBS 별관과 본사가 위치한 여의도가 고

향인지라 어렸을때부터 일상생활 속에서 촬영현장을 접할 수 있었고 방

송국일에 흥미를 많이 보였습니다. 유치원 다니기 전까지는 드라마 주제

곡이 알람이기도 했었지요. 지금 제가 KBS America에서 근무하고 있다

는 게 아직도 믿겨지지가 않아요. 

 

2. 지금 맡고 계신 직무도 소개 부탁드립니다. 

  현재 콘텐츠사업국에서 Marketing Specialist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Channel, OTT, 그리고 IPTV 플랫폼의 협력업체들과 관계를 유지하며 

KBS 콘텐츠 공급, 재제작, 또는 리메이크 등의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3. KBS America의 좋은 점과 입사해서 좋은 점이 있다면? 반대로 불편

한 점이나 나쁜 점은? 

  입사한 이후로 너무 많은 것을 배웠고 그만큼 KBS 콘텐츠를 통해 각국

의 여러 사람들에게 재미와 감동을 전달해줄 수 있는 것 같아서 기분이 

좋습니다. K Con 부스에서 열광하는 KBS 콘텐츠 시청자들을 보며 동시

에 뿌듯함과 무게감을 느꼈습니다. 비록 부족한 점이 많아서 KBS Amer-

ica 직원으로써의 책임감이 부담스러운 면도 있지만, 주변 분들이 너무 

잘 도와주셔서 저는 더더욱 열심히 일을 하게됩니다.  

[ 콘텐츠 사업국 워크샵 실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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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입사원 인터뷰 양윤정 ] 

KBS America의 IT 및 콘텐츠 2팀 팀장을 맡고 있는 신상은입니다. 

그 동안 KA에 없던 행사 중 하나인 부서 워크샵을, 올초에 유건식 사

장님께서 부서 워크샵비용을 책정해주시면서 독려를 하셨는데요-사

장님, 감사합니다-, 저희 콘텐츠국이 제일 먼저 다녀왔습니다. 장소

는 LA에서 약 90마일 떨어진 Wilderness Lakes RV Resort이며, 캠핑

을 하고 왔습니다. KA에서 생활하면서 처음으로 부서원들끼리 회사

를 떠나 야외에 모여 텐트도 치고, 고기도 구워먹고, 수영도 하고, 낚

시도 하는 등 즐거운 시간을 보내다 왔습니다. 저녁 이후에는 이번 워

크샵의 주제였던 '매출증진과 KCP 진출 관련해 우리는 어떻게 대처

해야하는가?'에 대한 토론도 벌였습니다. 다시 말하면. KCP가 내년

부터 미주에 진출함에 따라 KA의 매출 중 상당부분이 타격을 입게될 

걸로 예상이 되는바 이에 대한 대처방안에 대한 브레인스토밍을 하는 

자리였는데요, 이에 대한 의견으로 AVD (Amazon Video Direct) 의 

본격적인 진출, 현비디오 지사의 다른 사업 모색(택배 사업 등), So-

cial Media의 활성화 등의 여러 의견이 나왔으나, KCP가 아직 설립되

지 않았기때문에, 정확하게 결론을 내지는 못하였습니다. 그렇지만 

KCP 진출 후에라도 아무쪼록 모두들 건승했으면 좋겠습니다. 부서캠

핑은 이번이 처음이였지만, 모든 부서원들이 워크샵 이후 일주일여간 

워크샵 이야기만 할 정도로 아주 좋았으며 벌써부터 내년 캠핑에 대

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아직 다녀오시지 않은 부서들이 많은데요, 

날 추워지기 전에 꼭 다녀오시라고 '강추'드립니다.  

 

By 신상은 팀장 (콘텐츠 사업국 2팀) 

4. 회사에 바라는 것은 뭔가요? 

  근무시간에 다들 너무 바쁘셔서 아직까지 모르는 분들도 많은

데, 더 친해질 수 있는 기회가 생기면 좋겠습니다.   

 

5. 부서 자랑 좀 해주세요~ 

  저희 콘텐츠사업국 부서를 생각하면 마음이 따뜻해지고 미소

가 절로 피어나옵니다. 덕분에 근무시간이 즐겁습니다. 물론 KA 

모든 분들이 친절하시고 좋지만 콘텐츠 부서에서 근무하게 되어

서 더욱 더 영광입니다.  

 

6. 마지막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아직 배울게 많고 한국 정서에 대해 모르는 부분도 많아서 오

해하실까봐 걱정이 됩니다. 그때그때 알려주시면 더 발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잘 부탁드립니다.  



지난 8월 17일 워싱턴주 시애틀시에서 진행된 제네시스 G90와 브랜

드런칭 미디어행사가 열렸습니다. 

 

  공항에 도착하자마자 확연하게 다른 깨끗한 공기의 도시 시애틀. 

다운타운에 위치한 숙소까지 걷는 동안 거리에서 쉽게 커피향을 느낄

수 있을 정도로 수많은 커피전문점들이 자리잡고 있습니다. 

  제네시스 관계자의 프레젠테이션을 시작으로 진행된 제네시스 G90 

시승회. 

 

  한국 자동차로는 최초로 브랜드 제네시스가 최고의 자동차들의 각

축장인 미국 럭셔리 자동차 시장 경쟁에 뛰어들었고 이 달 최상위 모

델 출시를 시작으로 향후 5년안에 럭셔리 풀 라인업을 완성해 본격 

궤도에 오르는 전략이라는 설명이었습니다. 

  이번 달 미국 자동차 시장에 출시되는 제네시스의 최고급 대형 세단 

G90. 앞서 지난 8월 출시된 중형 세단 G80 보다 한단계 높은 최상위 

모델로 기존 현대의 이미지를 찾아볼 수 없는 독립성을 강조했습니

다.  

 

  최상위 모델 출시와 더불어 독립적인 마케팅도 펼칠 예정입니다. 미 

프로풋볼 NFL 리그의 공식 차 브랜드로 이번 달부터 각 매체를 통해 

전파를 탈 예정이며, PGA 골프 제네시스 투어도 신설했습니다.  

 

  럭셔리 차는 상대적으로 대당 수익 마진이 크고 브랜드가 성공할 경

우, 일반 계열사 브랜드의 동반 매출 상승 효과도 이끕니다. 한국은 

물론 미국과 유럽 일본 자동차들이 일제히 고급차 생산 시설을 확대

하며 사활을 거는 이유라는 설명이었습니다. 

[ 제네시스 브랜드 출범 아시안 미디어 행사 참관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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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둘째날 진행된 시승회.  

저도 G90를 운전해보고 첫 느낌은 한국차의 엄청난 발전을 운전을 시

작함과 동시에 느낄 수 있었습니다. 차자체의 파워뿐만아니라 세심한 

부분까지도 기존 력서리 차에 뒤지지않게 고급스럽게 만들었습니다. 

 

  운전자를 돕는 여러가지 안전장치며 음향시스템까지도 모두 기본사

양에 갖췄습니다. 

가격대도 $68,000대입니다. 

 

  단지 기존의 제네시스가 현대자동차로 출시되었기 때문에 럭셔리 브

랜드로 따로 분리된 제네시스가 소비자들에게 인식되는데 얼마의 시간

이 걸릴지는 미지수입니다. 왜냐하면 럭셔리차를 구입하는 소비자들은 

단지 차의 성능만이 아니라 럭셔리차를 탄다는 프라이드가 있기때문입

니다. 

 

  이번 시승회를 통해 70년대 럭셔리 시장을 주름잡던 유럽 브랜드, 

80~90년대 미국 럭셔리 시장 판도를 뒤집었던 일본 브랜드, 2004년 

테슬라에 이어 2020년대 한국 럭셔리 브랜드가 바톤을 이어받을 지 정

말 기대됩니다.  

 

 

By 김주원 과장 (편성제작국 보도팀) 



7월 15일 직원들의 단합과 사기진작을 

위한 직원 체육대회가 Venice Beach / 

Marina Del Rey에서 열렸다. 

 

  올해는 총 18명의 임직원이 참여한 

가운데 LA의 가장 아름다운 해변중의 

하나로 꼽히는 베니스 비치에 모여 즐

거운 시간을 보냈다. 

  

  팀별 경기는 해변 스포츠의 꽃인 비

치 발리볼, 개인 경기는 깃발 뽑기, 그 

외 ‘사장님을 이겨라 가위바위보’ 및 

경품 추첨이 열띤 분위기 속에서 진행

되었다. 

  

  경기를 마치고 오후에는 Marina Del 

Rey로 이동하여 해양 스포츠를 체험하

는 시간을 가졌다. 두 개의 조로 나누

어, 물결을 가르며 바다를 날듯이 질주

하는 제트스키(Jet Ski) 와 새처럼 하늘

을 날며 바다의 경치를 감상할 수 있는 

패러세일링(Para Sailing)의 해양레포

츠를 즐겼다. 

  

  ‘모두가 즐길 수 있는 새로운 체육대

회’를 하자는 의도에서 기획한 해변 체

육대회는 직원들의 높은 호응도를 이

끌어내 성공적으로 마무리되며, 다음 

체육대회에 대한 직원들의 기대를 한

층 높일 수 있었다.    

[ 즐거운 체육대회 @ Venice Beach / Marina Del Rey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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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대회 이모저모... 

베니스 비치에서 비치 발리볼~ 

사장님을 이겨라! 가위 바위 보! 

사장님과 포옹하는 영광~ 



KBS America의 2층에 위치한 종합서버실에는 지난 2014년 중순부

터 여러 대의 대용량 NAS (Network Attached Storage)가 운용되고 

있다.  

 

  NAS의 용도로는 광고국 affidavit, 경영실 퀵북파일, 편제국 뉴스 클

립, 그리고 콘텐츠국의 스패니쉬 자막 비디오 파일 및 VOD 업체에 제

공하는 클린 비디오 파일 등 약 200TB의 데이터를 보관중이다.  

 

  NAS라는 디바이스 자체가 여러 대의 하드 드라이브를 하나의 대용

량 스토리지로 이용하면서 이 중 몇 개의 하드 드라이브가 고장이 나

더라도 데이터 유실을 방지하기 위한 장비이지만, NAS 자체가 백업

장비는 아니기 때문에, 백업을 위한 NAS를 구축하였다.  

 

  운용 중인 NAS의 데이터도 계속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백업 용량을 어느 정도 선까지 구비해야하는 것이 옳은 가에 대한 결

정이 쉽지는 않았으나 현싯점부터 5년 내의 컨텐츠만 보관하고 그 이

전 컨텐츠는 KDAS에서 수급한다는 전제하에 백업 NAS를 구축하였

다. NAS 업체 중 전문적인 업체의 NAS 가격은 천문학적으로 높아 프

로슈머용 업체인 Synology 제품을 택하여 비용 효율화를 꾀하였다.  

 

  이번 NAS 백업 시스템 구축으로 회사의 재산인 콘텐츠와 경영정보

의 보관과 관리에 한층 높은 안정성을 기대할 수 있게 되었다.  

 

[ 백업 NAS 구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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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행사도 많고 사진도 제법 많이 찍었지만 지금까지는 매번 사진 찍

은 사람에게 직접 부탁하는 것 외는 사진을 볼 수 있는 방법이 없었다. 

 

  보고 싶은 사진을 접속할 방법을 찾던 중 콘텐츠2팀 신상은 팀장의 제

의로 사내 사진 라이브러리를 구축하게 되었다. 

 

  사내에서 운용되고 있는 NAS (Network Attached Storage)를 이용하

기로 하였고 NAS의 많은 기능 중의 하나인 Photo Station이라는 기능

과 NAS에서 제공하는 스마트폰 앱을 동시에 사용하여 큰 비용부담없이 

사진 라이브러리를 구축할 수 있었다.  

 

  사진보기는 물론이고 다운로드까지 되어 지금부터는 KBS America 직

원이라면 누구나 간편하게 그 동안 찍은 사진에 접속이 가능하게 되었

다. 사내 보안 및 인터넷 트래픽 유발을 막기 위하여 사내에서만 접속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사진 라이브러리 접속 방법은 그룹웨어 공지사항에 

게시되어 있다. 

 

  앞으로도 사진 라이브러리가 꾸준하게 업데이트 되고 많은 직원들이 

유용하게 사용하였으면 하는 바램이다. 

 

[ 사진 라이브러리 구축 ] 

  위의 사진에서 가장 왼쪽 아래의 3개 제품이 이번에 구입한 장비이고 

총 218TB 가용량을 갖고 있다.  



“사내 안마 서비스로 인해 직장에서 받은 피로와 스트레스를 가정까

지 가져가지 않고 직장 내에서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유건식 사장은 작년 취임 후 직원들과의 소통 활성화의 일환으로 직

원들의 근무환경 개선과 애로 및 건의 사항을 듣기 위하여 버킷리스

트 게시판을 만들었다. 

 

  총 21개의 요구사항 중 탁구대 설치에 이어 올해 8월 그룹웨어 설문

조사를 통해 선호도가 가장 높은 안마의자를 구입하여 설치하였다. 

근무시간 중 쉬는 시간에 건강관리와 피로회복을 위해 많이 활용되고 

있다.   

 

  버킷리스트 건의사항을 통해 맞춤형 직원복리후생 제도로 직원들의 

사기진작에 힘쓰고 있다. 

[ 버킷리스트 – 안마의자 구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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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본사에서 현재 시행중인 '계단오르기' 캠페인을 KBS America에

서도 시행하고있다. 

  아래와 같은 문구를 각 층 엘리베이터 버튼 옆에 부착하고 돈이 들지 

않는 운동‘계단오르기 캠페인’을 전개하고 있다.. 

[ 절약운동 – 계단 이용 권장 ] 

[ 외부 화환/조화 발송 기준 개선 시행 ] 

7월부터 업무관련하여 외부로 발송되는 화환 및 조화의 기준을 개선

하여 시행하고 있다. 주요 개정사항은 다음과 같다. 

 

  첫째, 결재 방식은 서면 결재(Off Line)에서 전자 결재(그룹웨어)로 

바뀐다. 문서의 효율적인 기록보관을 위한 조치이다. 

  

  둘째, 최종 결재자를 기존 해당 실/국장에서 사장으로 변경하여, 투

명성을 제고하였다. 

  

  셋째, 지출 비용 기준을 마련하였다. $100~$200로 하되, 중요도에 

따라 가감이 가능하다. 

  

  변경된 발송 기준은 사전 결재 시간이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는 

선조치 후 보고도 가능하다. 

[ 제2차 버킷리스트 공모 ] 

작년에 이어 제2차 KBS America 

Bucket List 공모가 있었다.  

 

  4층 구 광고국 탁구대 옆에 사진과 같

이 마련되어 9월 한달간 시행하였다. 포

스트잇으로 써서 회사에 요구사항을 붙

이도록 하였고 익명으로 실시하여 높은 

호응이 있었다. 제1차 버킷리스트 목록

에 포함된 내용들은 제하도록 하였으며 

이번 버킷리스트에 게시된 요구 사항들

은 다음과 같다. 회식, 보너스, 문화 생

활 지원, 건강보험 업그레이드, 직원들 

선물, 점심 캐더링, 사무실 환경 개선, 

휴대폰 단말기 구매 비용 지원 등 이다.  



한국에서 7백만 관객을 돌파한 영화 '인천상륙작전'의 북미 개봉에 

맞춰 LA를 방문한 배우 이정재, 이범수가 지난 8월 11일 KBS 

America 스튜디오를 찾았다. 

 

  메인 스튜디오에서 진행된 인터뷰에서 두 배우는 미군 참전용사를 

대상으로 한 '특별 시사회' 때 느꼈던 감정, 할리우드 배우 '리암 니

슨'과의 호흡 등 영화의 뒷 이야기를 털어놓으며 화기애애한 분위기

를 연출했다. 

 

  한반도의 역사를 바꾼 단 하나의 작전, 그리고 그 뒤에 숨겨진 영

웅들의 이야기를 다룬 영화 '인천상륙작전'은 한국에서 7백만 관객

을 돌파하며 전쟁영화의 이정표를 다시 썼다.   

 

  인터뷰와 스토리, 시사회 등을 활용하여 자체 프로그램을 제작, 8

월 24일 방송하였다. 

[ 영화홍보 – 인천상륙작전 이정재 이범수 방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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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례소통간담회 외부인사 초청 강연 (건강/커피) ] 

KBS America는 매월 마지막 주 금요일, 조직 내 개

방적인 커뮤니케이션 채널을 갖추기 위한 노력의 일

환으로 ‘월례 소통 간담회’를 진행하고 있다. 

  

  이번 7월과 8월의 간담회에서는 외부 인사를 초청

하여 강연을 듣는 시간을 가졌다. 

  

  먼저 7월 간담회는 미 한의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

으며 현 미주중앙일보 편집국장인 이원영 박사를 초

빙해 건강과 관련한 유익한 강의를 들었다. 이 자리

에서 이원영 박사는 질병을 치료하기 위해서는 약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고, 근원적 치료를 위해 생활습관

이나 환경을 개선해야 됨을 강조하였다. 

  

  8월 간담회에서는 ‘KBS America 커피 아카데미’의 

전문 교육을 담당하는 Coffee Hunter Inc. 김은상 대

표가 연단에 섰다. 

 

  일상생활에서 쉽게 접하는 커피지만, 일반인들이 

모르고 지나쳤던 커피 관련 다양한 정보를 설명하였

고, 강의 후에는 Specialty coffee를 시음하는 시간

을 가졌다. 

 

< 미주 중앙일보 편집국장 이원영 박사 초빙 강의 > 

< Coffee Hunter, Inc. 김은상 대표 초빙 강의 > 



[ 제휴사 소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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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CTA  프로모션 행사  

 

  시카고  최초로 한인방인 KBC가 주류사회에 KBC 방송국을 알리고 KBC를 

통해 방송되는 KBS 프로그램을 홍보하고자 기획된 CTA 프로모션. 시카고 

주요 전철역은 물론 버스 정류장 전광판에  KBC 한미방송을 프로모션 행사

를 약 2달간 진행했다.  

 

  특히, 주요 CTA 전철역( 시카고 다운타운 포함) 은 유동인구가 많아  주류

사회에 KBC와 한국의 대표방송 KBS의 프로그램을 알리는 좋은 기회가 되었

다. 인기절정에 있었던 드라마 포스터(동네변호사 조들호)를 포함해 뮤직 뱅

크, 시카고 로컬 뉴스, 토크쇼 포스터로 홍보 활동을 벌였다. 

 

  영어로 진행된 홍보였던 만큼 한류문화에 관심이 많은 타 커뮤니티에서 전

화문의가 이어지면서 채널 정보, 케이블 문의 등 관심이 뜨거운 관심으로 연

결되었다.  

시카고 제휴사인 KBC 한미방송은 지역 축제, 행사 등에 적극 

참여하여 지역회사 일원으로 책임을 다하는 모습을 모습을 보

여주고 동시에 이를 마케팅의 기회로 잘 활용하고 있다. 또한 

얼마 전에는 CTA 프로모션(대중교통 및 정거장을 활용한 KBS 

및 KBC 프로그램/채널 홍보)을 2달간 진행하여 많은 긍정적인 

피드백을 받고 채널과 광고 인지도를 올린 바 있다. 이번 제휴

사 소식에서는 다양한 아벤트 참여와 프로모션을 적극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KBC 한미방송의 사례를 소개한다.    

 

1. 5K  RUN FOR LOVE 행사 참여 

 

  시카고에서 매년 열리는(올해는 9월 10일)" 5K  RUN FOR 

LOVE"는 말 그대로 사랑을 나누기 위해 달리고 걷는 자선행이

다. 작년에는 어린이 환자 돕기를 위해 5K 달리기를 한데 이

어,  올해는 불우한 가정을 돕기 위해 5K 달리기 행사가 열렸

다.  

 

  시카고 제휴사인 KBC 한미방송은 이번 행사에서 참가자에게 

음료와 에너지 젤리를 무료로 나누어 주고 KBS 프로그램

과  KBC 한미방송을 알리는 캠페인도 함께 진행하였다. 약 

800 여명이 참석한 이번 행사장에서는 KBS 프로그램에 대한 

문의가 이어졌고 로컬 뉴스 시청에 대한 관심도 확인할 수 있

었다.     

 

  KBC 한미방송은 앞으로도 한인행사는 물론 주류사회 행사나 

축제 등에 참여해 KBS World와 KBC 알리기에 적극 나설 예정

이다.  

시카고 제휴사 KBC 한미방송의 채널 및 콘텐츠 홍보 사례 



Q: 저번 KA와 친선 탁구대회를 했었는데요. 보니까 탁구룸도 있고 정

기적으로 탁구 대회를 하시는 지요? 

  우리는 LATTF (Los Angeles Table Tennis Federation)에 소속되어

있어 탁구룸이 있습니다. 창조를 하는 회사이기 때문에 편한 환경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회사에서 비디오 게임, 다트, 탁구, 마사지 등 

재미있게 놀 수 있고 쉴 수 있는 자유로운 환경을 제공합니다.  

 

 

Q: 저번 탁구대회때 보니까 사장님을 호칭 없이 "~씨" 라고 부르는게 

인상 깊었습니다. 아자에서는 타이틀 없이 호칭만 부르시나 봐요? 

  호칭없이 부르면 더 편하고 친근하게 느낄 수 있습니다. 나와 직원

들은 서로 동등한 위치에서 일하고 있고 제 방 문은 직원들을 위해 항

상 열려있습니다. 언제든지 직원들이 편하게 들어와서 궁금한게 있으

면 묻거나 수다를 떨기도 합니다. 

 

 

Q: KBS America 사보의 인터뷰에 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에게 

전달할 말씀 있으세요? 

  아시아 미디어는 아주 중요한 매체입니다. 미국에서 교육받지 않은 

사람들은 미국에 적응하며 살기 힘들어하기 마련인데 미디어에서 커

뮤니티를 형성해 소외감을 느끼지 않고 함께 어울려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었으면 합니다.  

 

 

Q: 앞으로의 계획과 목표 좀 들려주세요. 

  우리의 목표는 All American A to Z Agency 입니다. 아시안 뿐만 

아니라 전미의 다양한 인종들이 함께 어우러져 살고 소통할 수 있는 

다리 역활을 하고 싶습니다. 

[ 광고주 탐방 - AAAZ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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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America  사보의 광고주 탐방 코너에서는 아시안 광고마케팅회

사인  AAAZA를 탐방해보기로 했습니다. 

 

Q: 안녕하세요? AAAZA에 대해 소개 부탁드립니다. (회사이름 의미, 

오픈 년도, 주요광고주 등)   

  AAAZA는 2001년에 창립하였고 회사 이름은 Asian American A to Z 

Agency를 의미합니다. 회사 이름에 A가 3개나 들어가다보니 거의 모

든 디렉토리에 첫번째로 나와있어 좋습니다. 

현재까지 맡아온 광고주들은 Wells Fargo, Bank of Hope, Money-

Gram, AT&T/DIRECTV, Verizon, 농심 등 입니다. 

 

Q: 광고대행사가 어떤 일을 하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을 위해 주요업

무 설명 부탁드립니다.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One Stop Shop 입니다. 소셜미디어와 구글 키

워드, 온라인 및 디지탈 PR 등 홍보에 관한 모든 일을 합니다. 

중국, 한국, 베트남, 필리핀, 아프리카, 터키, 러시아, 히스패닉 등 다문

화 이민자들의 문화와 생활을 이해하고 맞춤형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데이터를 리서치하고 미래를 전망하여 전략적인 홍보 계획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예산에 맞추어 최대의 효과를 낼 수 있도록 계획을 세우고 

광고주를 서포트하고 있습니다. 

 

 

Q: 요즘 광고 트렌드에 대해 알려주세요. 

  요즘은 주로 인터넷과 앱, 소셜미디어 광고가 대세입니다.  

 

 

Q: 다른 광고대행사와 다른 점이 있다면 알려주세요. 

  AAAZA에는 한국, 중국, 베트남, 필리핀, 러시아, 인도 등 다양한 나

라 출신들이 일하고 있어 그들의 언어와 문화를 이해하는데 좋은 조건

을 갖추고 있습니다. 광고 문구는 직역하면 그 의미 전달이 힘들기 때

문에 가능한 한 단어의 의미와 느낌이 전달되도록 단어 표현을 창조하

고 있습니다.  

 

  현재 아시아의 인구가 전체 세계 인구보다 많습니다. 큰 그림을 보면 

현재 아시아 시장이 급성장하고 있어 조만간 전세계 메인은 아시안이 

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 AAAZA Jay Kim 사장 ] 



Viki Top 10 KBS Dramas (Americas-미국) 

 

1. Descendants of the Sun (태양의 후예) 

2. Five Children (아이가 다섯) 

3. Oh My Venus (오 마이 비너스) 

4. Beautiful Mind (뷰티풀마인드) 

5. Healer (힐러) 

6. Who Are You: School 2015 (후아유: 학교 2015) 

7. Blood (블러드) 

8. Hi! School: Love On (하이스쿨: 러브온) 

9. The Innocent Man (세상 어디에도 없는 착한 남자) 

10. Sassy Go Go (발칙하게 고고) 

[ 2016년 3분기 온라인 콘텐츠 드라마 순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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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ki Top 10 Korean Dramas 

 

1. Doctors (닥터스-SBS) 

2. Dear Fair Lady Kong Shim (미녀 공심이-SBS) 

3. Descendants of the Sun (태양의 후예-KBS) 

4. W (더블유-MBC) 

5. Lucky Romance (운빨로맨스-MBC) 

6. Oh My Venus (오 마이 비너스-KBS) 

7. Five Children (아이가 다섯-KBS) 

8. Monster (몬스터-MBC) 

9. Boys Over Flowers (꽃보다 남자-KBS) 

10. Beautiful Mind (뷰티불마인드-KBS) 

Viki Top 10 KBS Dramas (All Regions-전지역) 

 

1. Descendants of the Sun (태양의 후예) 

2. Oh My Venus (오 마이 비너스) 

3. Five Children (아이가 다섯) 

4. Beautiful Mind (뷰티풀마인드) 

5. Uncontrollably Fond (함부로 애틋하게) 

6. Healer (힐러) 

7. Who Are You: School 2015 (후아유: 학교 2015) 

8. Blood (블러드) 

9. The Innocent Man (세상 어디에도 없는 착한 남자)

10. Sassy Go Go (발칙하게 고고)  



구르미 그린 달빛 
 

구름은 ‘백성’을, 달빛은 ‘군주’를 뜻하며, ‘백성의 뜻으로 그려낸 군

주’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원작 소설 그대로 극화한 이 드라마는 네이버에 연재된 소설가 윤이

수의 동명의 웹소설로 2013년 10월 4일부터 누적 조회수가 약 5,000

만 건 이상을 기록했을 정도이며, 온라인상의 인기에 이어 현재 5권

으로 구성된 장편 소설책으로도 발행되었다 

19세기 조선을 배경으로 조선 제23대 국왕인 순조의 맏아들로 19세 

때부터 병악한 아버지를 대신해 대리청정을 하며 조선의 부활을 꿈꾸

던 천재군주 효명세자(이영)와 마성의 꽃선비(김윤성), 호위무사(김

병연), 그리고 엉겁결에 환관이 되어 그들의 벗으로, 연인으로, 그리

고 역적의 딸로 운명을 함께한 남장여자(홍라온) 등, 역사가 기록하지 

못한 조선 청춘들의 이야기를 다룬 궁중 로맨스 작품. 이야기는 효명

세자가 대리청정을 시작하기 직전 시기부터 시작된다. 

 8월 22일 첫방송을 시작해 매주 월, 화요일 밤 시청자들을 빠져들게 만들고 있다. 

-총 18부작 (60분) 

-작가/연출: 김민정,임예진/김성윤,백상훈 

-출연: 박보검, 김유정 

[ 신규 드라마 소개 ] 

P a g e  1 8  

공항가는 길 
 

인생의 두 번째 사춘기를 겪는 두 남녀를 통해 공감과 위로, 궁극의 사

랑을 보여줄 감성멜로 드라마로 애인, 친구, 불륜이 아닌 인생의 큰 전

환점을 겪는 기혼 남녀가 가질 수 있는 공감과 위로, 세상에 당당한 관

계와 진정한 가족애를 그린 작품이다. 

 

9월 21일부터 2016년 11월 24일까지 방송되는 수목드라마이다.  

-총 20부작(60분) 

-작가,연출:이숙연/김철규 

-출연: 김하늘, 이상윤 

월계수 양복점 신사들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맞춤양복점 '월계수 양복점'을 배경

으로 사연 많은 네 남자의 눈물과 우정, 성공 그리고 사랑을 

그린 드라마로 100년을 이어온 우리나에서 오래된 맞춤 양복

점을 소재로 하여 바느질하는 남자들을 그렸다. 

네 명의 남자가 월계수 양복점이라는 공간에서 모여서 재기하

고 또 사랑을 하고 성장해 나가는 이야기이다. 

 

 8월27일 첫방송을 시작하여 매주 토,일 저녁 방송 주말 시청

률 1위 드라마로 최고 시청률을 갱신하며 30%에 바짝 다가섰

다. 

-총 50부작(70분) 

-작가/연출: 구현숙/황인혁 

-출연: 이동건, 조윤희 



입사 

 
추수용 - 편성제작국 송출팀 (10/3/2016) 

 

퇴사 

 
박진아 - 편성제작국 송출팀 (10/2/2016) 

필 김 – 편성제작국 송출팀 (10/8/2016) 

최근에 지방을 마음껏 먹는 '저탄수화물 고지방 식이요법' LCHF (Low 

Carb High Fat)가 눈길을 끌고 있다. 이는 전체 식사량 중 탄수화물의 

비중은 극히 줄이고, 대신 좋지 않다고 여겨졌던 지방을 마음껏 섭취하

는 식이요법이다. 탄수화물과 가공식품에는 많은 당이 들어있다. 비만 

호르몬인 인슐린이 계속 분비되어 남은 당은 몸속에서 지방으로 저장

되어 살이 찌고 건강하지 않게 된다. 질이 좋은 지방은 탄수화물과 만

나지 않는다면 인체에 해가 되지 않고 오히려 당뇨병을 예방하고 혈압

과 혈당을 잡아준다. 우리 몸은 탄수화물-단백질-지방 순으로 에너지

를 소비하는데 탄수화물의 섭취를 줄이면 인슐린 레벨이 떨어지면서 

체내에 저장되어있던 지방을 태우는 원리로 살이 빠진다. 

 

  이러한 '저탄수화물 고지방 식이요법' 식단을 많이 따르고 있는 스웨

덴은 10년 전부터 LCHF (Low Carb High Fat)가 알려지기 시작해 지

금은 전 국민의 20%가 하고 있다고 전해져 있다. 

 

  저탄수화물 고지방식은 전체 식사의 50% 이상을 지방으로 섭취하고 

탄수화물은 15% 이하로 제한하는 식이요법이다. 

 

  이 다이어트의 팁 첫번째는 "하루 세끼가 아니라 배가 고플 때 식사

를 한다" 두번째는 "설탕, 탄수화물류는 물론 당분이 있는 조미료나 과

일, 간식도 제한한다" 세번째는 "되도록 뿌리채소를 피하고 잎채소를 

먹는다"는 것이다. 

 

  육류가 가장 좋은 지방공급원이며, 특히 삼겹살, 꽃등심, 차돌박이, 

대창 같은 지방이 많은 부위를 추천하며 무항생제 돼지고기나 자연에

서 풀을 먹은 소를 선택하는 것이 좋다. 계란은 개수 제한없이 충분이 

먹어도 되며 유제품 중에는 치즈와 버터가 좋다. 식이 기름으로는 코코

넛오일과 올리브유, 버터, 팜유 등을 권하며 식용유, 카놀라유, 포도씨

유, 마가린 등 식물성 다가불포화지방산의 가열 섭취는 금하고 있다. 

 

  견과류 중에도 마카다미아, 피칸, 호두, 잣 등은 권하고, 아몬드, 땅콩, 

캐슈넛은 당함유가 많아 피하는 것이 좋다. 충분한 수분과 염분을 섭취

하고 가공식품보다는 리얼푸드를 먹어야 좋다.  

 

  단, 소아나 알레르기 체질, 장기능이 안 좋은 사람, 암질환 등 몸이 안 

좋은 사람들은 이 식이요법을 시작하기 전 검사를 통해 문제가 될 수 

있는 음식을 미리 가려내야 한다.  

By 이선영 (경영기획실) 

[ 사원동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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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강 - 저탄수화물 고지방 식이요법 ] 

[ 직원할인 제휴업체 ] 

KBS America의 직원할인 제휴업체가 또 추가 되었다. 

 

◆ 힐링치과 (Healing Dental Care) ◆  

 
USC 치과대학 출신 Eugene Lim D.D.S가 KBS America 직원들의 치

아 건강을 위해 스페셜 케어를 해주고 있다.  

 

<자세한 내용은 KA 그룹웨어 공지사항 참고> 

 

• 주소: 680 Wilshire Place. Suite 411, Los Angeles, CA 90005 

• 전화번호: 213-738-7077 

• 웹사이트: www.HealingDentalCareLA.com 

◆ 정관장 (Red Ginseng House) ◆  

 
8가와 옥스포드에 있는 정관장 한인타운점에서 KBS America 직원들

에게 스페셜 할인을 해주고 있다.  

 

 

<자세한 내용은 KA 그룹웨어 공지사항 참고> 

 

• 주소: 3520 W 8th St., Los Angeles, CA 9000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