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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REATIVE MEDIA 
GROUP

모두가 행복한 세상을 만드는   
    건실한 수익성과 함께 지속적인 성장 담보

        가치있는 콘텐츠를 통한 행복한 세상 구현
            구성원들의 행복을 추구하는 조직문화

Contents Creator

Core biz   

Contents

Community



make contents
more creative

MBC플러스는 문화방송(MBC)의 자회사 및 다채널 사업의 중심축으로서

 ‘모두가 행복한 세상을 만드는 Contents Creator’ 라는 비전 아래 버라이어티

채널 MBC every1, 스포츠 전문채널 MBC SPORTS+, 드라마 전문채널 

MBC Drama, 세대공감 채널 MBC ON, 디지털 엔터테인먼트  채널 MBC M 등 

총 5개의 국내외 채널을 보유하고 있는 뉴미디어 전문 방송사입니다. 

MBC플러스는 케이블, 위성, IPTV, OTT 등 다양한 플랫폼을 통한 N-Screen   

서비스로 시청자를 찾아가고 있습니다.

MBC plus is a subsidiary of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MBC) and 

playing the pivotal role as the company spearheading MBC’s multi-channel 

business under the vision of “making the world a more pleasant place as a 

content creator”. The five channels of the MBC plus network are 

MBC every1, MBC SPORTS+, MBC Drama, MBC ON and  MBC M.

As a new media broadcaster, MBC plus is airing and or 

streaming on multiple platforms including cable, Skylife satellite, 

IPTV, OTT and more under its N-Screen service.



new media
leader

Greetings.

I am Kang Ji-Woong, CEO of MBC plus.

Since MBC plus was founded in 2001, the network has 

produced and delivered quality content in diverse gen-

res on different cable channels in the MBC plus network. 

MBC plus leads the paid subscription channel industry 

as the top media broadcaster. 

In the future, MBC plus will continue to make invest-

ments for creating killer content and also expand into 

overseas markets over various platforms. 

In addition, we are developing new revenue streams 

and pursuing business diversification by leveraging MBC 

plus content to find a new growth opportunity as a 

competitive global media group.

안녕하십니까? MBC플러스 대표이사 강지웅 입니다.

MBC플러스는 지난 2001년 창사 이래 양질의 오리지널  

콘텐츠와 다양한 장르를 아우르는 채널들을 통해 유료

방송 업계를 선도하는 1등 방송사의 위상을 확고히 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MBC플러스는 꾸준한 투자를 통해 업계를 

대표하는 킬러 콘텐츠를 지속 개발하고 플랫폼의 다변화와 

거점 확대를 기반으로 콘텐츠의 해외 진출을 활성화할  

것입니다. 

또한, 콘텐츠 기반의 신규 사업과 사업 다각화를 통해 

신성장 동력을 확보함으로써 경쟁력 있는 글로벌 미디어 

그룹으로 나아갈 것입니다.

MBC플러스 대표이사

강 지 웅
CEO, MBC plus

Kang Ji-Wo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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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 02

㈜MBC플러스 설립

2001. 03

MBC스포츠 유한 회사 설립

2001. 03

드라마넷(현 MBC드라마넷), 
Look TV(전 MBC게임) 
MBC계열사 편입

2001. 04

MBC플러스 전 채널 개국
(MBC드라마넷, MBC게임, 
MBC스포츠)

2009. 05

3개 법인 MBC플러스미디어 합병

2009. 10

글로벌 MBC every 1 미주채널
개국(디렉TV공급 中)

2009. 10

MBC라이프 개국

2012. 02

음악채널 MBC뮤직 개국
(MBC게임 채널 장르 전환)

2012. 03

MBC스포츠플러스 메이저리그
독점 생중계

2012. 07

N-Screen 서비스 pooq
방송개시

2013. 01

여성채널 MBC퀸 개국
(MBC라이프 채널 장르 전환)

2014. 04

MBC플러스미디어 & 스포츠플러스 합병

2014. 09

‘VISION 2020’ 선포

2015. 03

일산 MBC드림센터 입주

2015. 08

MBC플러스미디어에서 MBC플러스로
법인명 변경

2016. 03

MBC스포츠플러스2 개국
(MBC퀸 채널 장르 전환)

2003. 01

MBC MOVIES 개국

2005. 05

위성 DMB 
드라마, 스포츠 채널 송출

2006. 05

MBC게임 프로게임단
‘MBC게임 HERO’ 창단

2007. 01

MBC플러스 HD 방송 첫 송출

2007. 10

MBC every 1 채널 개국
(MBC MOVIES 채널 장르 전환)

2008. 05

통합 브랜드 MBC플러스미디어
공식 사용

since   2001 - 2023

history

20 . 02
MBC ON 개국
(MBC 스포츠 플러스2 장르전환)

2020. 02
MBC M 개국
(MBC MUSIC 채널명 변경)

2021. 04
MBC PLUS 창사 20주년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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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joy
colorful

tv
world

내 손 안의 즐거움

국내 최고 버라이어티 채널

드라마로 꿈꾸는 세상

다시 보는 감동, 함께하는 재미

대한민국 NO.1 스포츠 채널



하루의 피로와 스트레스를 안고

MBC every1을 찾는 시청자들. 

이들에게 건강한 웃음이야말로 

지친 일상을 털어내는 

최고의 선물입니다. 

이것이 MBC every1이 바라는 

시청자와의 건강한 소통입니다.

재미있되 가볍지 않은 웃음은 

그냥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MBC every1은 참신한 기획과

양질의 콘텐츠를 만들기 위한

욕심을 바탕으로 건강한 웃음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BEST 
ENTERTAINMENT 
CHANNEL



웃음과 감동의 버라이어티

버라이어티 프로그램의 새로운 문화를 구축하고 있는 MBC every1은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건전한 콘텐츠로 건강한 웃음과 감동을 드리고 있습니다. 

<어서와 한국은 처음이지?>, <장미의 전쟁>, < 쇼킹받는 차트> 등 수준 높은 오리지널 프로그램을 통해

새로움과 친근함이 공존하는 명품 버라이어티 채널로 즐거운 세상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어서와 한국은 처음이지 시골경찰 리턴즈 장미의 전쟁 쇼킹받는 차트



NO.1
SPORTS
NETWORK 스포츠는 인생의 축소판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 안에는 승리와 패배가 공존하고 

더불어 환희와 아쉬움이 교차하

기도 합니다.

정해진 결말이 없기에 더 짜릿한 

스포츠의 세계.

MBC SPORTS+는 경기장의 생

생한 현장감을 전하기 위해  치

밀하게 짜여진 

준비과정을 바탕으로

최고의 중계를 선보입니다. 각본 

없는 드라마는 

완벽한 중계시스템이 있기에가

능한 것입니다. 



대한민국 NO.1 스포츠 채널

선진화된 중계 기법과 뛰어난 해설진으로 프로야구, 당구, 축구 중계 등 다양한 스포츠를

중계하고 있습니다. 또한 <베이스볼 투나잇>, <스톡킹> 등 스포테인먼트 프로그램 제작으로 

대한민국 스포츠의 질적 성장을 선도하고 있습니다.

KBO 베이스볼 투나잇 PBA 스톡킹 



MOST
LOVED DRAMA
CHANNEL 잘 만든  한 편의  드라마는시청 자

에게  건강한  카타르시스 를

느끼게  합니다 .

MBC Drama가 지금까지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주인공과  함께  

울고  웃으며  공감한  시청자분들의

사랑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

MBC Drama는 앞으로도 엄선한 

콘텐츠로  시청자와의  믿음을  

견고히  쌓아  가겠습니다 . 



드라마채널 시청률 1위를 고수해온 MBC드라마넷은

MBC 인기 드라마와 예능은 물론 MBC 플러스의 오리지널

프로그램까지 선보이며 최고의 자리를 굳건히 지키고 있습니다.

빅마우스금혼령 닥터로이어

설레임이 쏟아지다



MBC ON 채널의 ‘ON’은 

Old & New와 우리말 전부를

뜻하는 ‘온’의 중의적 표현으로 

드라마, 예능 콘텐츠 파워를 

중심으로 전 세대간의 공감을 

만들어가겠습니다.

“다시 보는 감동, 함께하는

재미”로 다가갈 MBC ON은 

감동, 재미, 공감, 변화를 

핵심가치로 내세워 시청자들의 

마음을 사로잡을 것입니다.

popular choice 
for Drama 
Variety



세대공감채널

전 국민들을 울고 웃게 했던 수많은 MBC의 명작을 다시!

젊은 세대들에게도 요즘 콘텐츠와는 또 다른 매력과 색다름으로

전 세대가 함께 하는 세대공감 채널 입니다.

전원일기 트롯챔피언 왔다 장보리 신비한TV 서프라이즈



Digital 
Entertainment 
channel

“MBC M” 채널은 MBC뮤직에서 

보다 확장된 장르의 디지털 

엔터테인먼트 채널로 TV와 

모바일에서 즐길 수 있는 뮤직 & 

엔터테인먼트 콘텐츠를 선보이며 

주요 타깃층인 디지털 세대에게 

더욱 가까이 다가갈 것입니다.



주간아이돌 쇼챔피언 소풍

디지털 엔터테인먼트 채널

‘MBC M’은 디지털 오리지널 콘텐츠를 비롯해서 

기존의 뮤직 콘텐츠들을 더욱 더 모바일 친화적, 디지털 친화적으로 개편함과 동시에 

색다른 파생 콘텐츠를 다양하게 제작해 나갈 것 입니다.

수상한 작업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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