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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대한 유산’은 일본에서 인기있는 한국드라마의 하나다.

KBS 재팬 주식회사

KBS 재팬의 왕 사장은TV 방송을 통해 현대 한국 사회에 
대한 이해가 깊어지기를 기대한다.

TV프로그램으로 한국 문화를 소개한다

KBS 재팬 주식회사 설립

미나토구 아카사카에 사무소 겸 방송 송출 시설을 개설함 

전기 통신 역무 이용 방송 사업자로서 일본 총무성(總務省)에 
등록

스카이 퍼펙 TV! ch.791에서 첫 방송（3월）

J:COM ch.276에서 방송 개시 예정（10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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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최대의 방송국 KBS가 제작한 드라마 ‘겨

울 연가’는 2003년 일본에서도 방영되어 높은 시

청률을 획득했다. 그 후, 한국의 TV프로그램과 영

화들이 대히트를 기록하면서 한국인 배우와 여배우

의 인기도 높아지고, 한국 문화 전반에 관한 관심

도가 높아졌다. 이른바 ‘한류붐’의 계기가 되었다. 

KBS가 일본 법인 KBS 재팬을 설립한 것은 ‘겨

울 연가’가 히트한 지, 2년 후인 2005년 10월이

었다. ‘한류붐’이 일본내에 완전히 정착되어, 드라

마 뿐만이 아니라 뉴스, 다큐멘터리 등, 한국 TV

프로그램에 대한 폭넓은 수요를 기대할 수 있다는 

전망 하에 일본 시장으로의 직접 진출을 단행하였

다.

KBS 재팬의 초대 사장으로 취임한 왕현철(王玹

喆) 씨는 KBS 다큐멘터리 프로그램 제작을 20년 

동안이나 담당해 온 베테랑 TV맨이다. 도쿄 특파

원(1998~2001년)의 경험도 있으나, 회사 경

영은 첫 체험이었다. 타국 땅에서 오피스를 구

하고, 방송 면허 취득 등 준비 작업을 진행하

면서 업무도 시작하지 않으면 안 되었다. 

그래서 왕 씨와 스탭은 KBS 재팬의 오피스

가 정해져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있을 때까지, 

JETRO의 대일 투자 비즈니스 서포트 센터

(IBSC) 내에 있는 무료 오피스 스페이스를 활

동 거점으로 이용하기로 했다. 

“JETRO가 제공해 준 오피스 스페이스에는 전

화와 FAX가 설치되어 있고, 인터넷도 자유롭게 사

용할 수 있다. JETRO로부터 회사 설립에 관한 수

속, 법무·세무관계의 어드바이스를 받았다. JETRO

의 지원이 없었다면 일본에서의 사업 시작은 많이 

늦어졌을 것”이라고 왕 씨는 당시를 회고했다. 

종업원 수 18명, 그 중 일본인 스탭 1명을 포함

해 전원이 일본어가 능숙하다. 왕 씨에 의하면 “일

본에서 하는 일인만큼 일본어를 할 수 있는 사람을 

채용했다”고 하며, 언어적인 문제를 포함해 대일 진

출의 장벽은 “느끼지 않는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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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WORLD프로그램은 일본 시청자의 관심에 
맞도록 편성되었다. 70%에 달하는 프로그램에 
일본어 자막이 있다. 

2005년 10월

2억 1,500만엔

18명

TV프로 편성·제작 및 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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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www.kbsjapan.co.jp/ 

KBS 한국방송공사 (본사： 한국 서울, 종업원 
수: 7,000)

일본에서의 업무 활동 

설립: 

자본금: 

종업원 수:

사업 내용:

소재지:

URL:  

본사: 

KBS 재팬은 KBS가 4개 채널로 방송하고 있는 

프로그램들을 일본의 요구에 맞추어 독자적으로 편

성한 것이다. 24시간 방송하는 ‘KBS WORLD’

로서 2006년 3월부터 일본의 CS방송 ‘스카이 퍼

펙 TV’에 공급하고 있다. 

독자적인 편성과 아울러, 방송 전체의 70%에 해

당하는 1일 17시간 정도를 일본어 자막으로 방송

하고 있다. 왕 씨는 일본 전용 방송은 수고와 비용

이 들지만, “컨텐츠 판매를 강화해 수익을 올리고 

싶다”고 이야기한다. 

KBS 재팬은 2006년말까지 가입자 목표를 ‘100

만 세대’로 설정하고 채널 사업 확대에 노력해 왔

다. 영업 노력의 보람이 있어 10월부터는 ‘J：COM 

TV 디지털’에서도 ‘KBS WORLD’를 방송하게 되

어 목표 달성은 확실시 되었다. 앞으로는 다른 케

이블 TV와도 제휴를 해 나갈 방침으로, 도쿄의 유

명 호텔에의 채널 서비스도 검토 중에 있다. 

일본 시장의 특징으로 왕 씨는 “일본인은 자신이 

좋아하는 것에는 강한 애착을 갖는 경향이 있다”고 

보고 있다. ‘한류붐’을 계기로 일본에서 비즈니스 

찬스를 창출하는 KBS 재팬. 왕 씨는 “TV프로그

램은 한일 문화 교류의 입구이기도 하다. 프로그램 

공급을 통해서, 일본 여러분께 한국의 실정을 올바

르게 전하고 싶다”고 앞으로의 포부를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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