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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dropbox.com/s/azurbqnq2egbsc7/(0508)_60s mobile News (1).avi?dl=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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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배경 

본격적인 ‘모바일 시청시대’ 도래 

스마트폰 대중화 → 모바일 시청자 증대  
 

스마트 시청 환경의 최적화 위한  
방송콘텐츠의 형식적, 내용적 변화가 필수  

스마트폰  
보급률 

이동형 인터넷 
(스마트폰, DMB) 

84.1% 
(2014 미래창조과학부) 

30대 이용  

92.8% < 95.8% 
(텔레비전 < 이동형 인터넷) 

뉴스 이용률 
(매체 별) 

모바일  

55.3% → 59.6% 
(2013년 → 2014년) 

텔레비전 
93.8% → 87.1% 

종이신문 
33.8% → 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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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배경 

’모바일 시청’  미디어 속성 

시청 편의, 가독성, 공유, 참여 
 

모바일의 미디어 속성은 
초미니 콘텐츠, 큐레이션, 소셜·공유, MCN 등 

스마트 기기 
이용한 클립 단위   

쪼개서 보기 

작은 화면 
가독성 위한 

재 가공·재 구성 

Facebook 
Instagram 

재 공유 및 소비 주도 
 
 

MCN 
(Multi channel Network) 
제작 참여 시스템화  

초미니 
콘텐츠 

재구성 
(큐레이션) 

SNS 
공유 

창작 
참여 

by 「New York Times Innovation Report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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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배경 

모바일 최적화 동향 (해외) 

6초, 15초, 60단어의 법칙 
 

모바일 속성 최적화  미디어 
뉴스·영상 콘텐츠 서비스 선풍적 인기   

버즈피드, 업워디, 허핑턴포스트, 나우디스뉴스, … 
 ABC News Face Cast, BBC News Instafax, WP Know 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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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털, DMB, SNS, … 
 

뉴스· 영상콘텐츠 소비의  
모바일 미디어 이동 전환 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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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 최적화 동향 (국내) 



60초 Mobile 뉴스  
[www.60news.co.kr] 

60 
SECONDS 

1. 프로그램 개요 

기획 배경 

모바일 최적화 동향 (국내) 

DMB 시청 스마트폰 이용↑ 
 

스마트폰 전용 DMB App ‘스마트DMB’ 시청자 지속 증대 

2014.10 20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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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배경 

모바일 10년 관록… ‘지상파DMB’ 
 

모바일, 양방향 분야 최적 인프라 지상파 매체 DMB 
반면, 특히 뉴스· 영상 부문의 변화 시도는 초기 수준  

  

모바일 최적화 동향 (국내) 

ⓂYTN 

자막 방송(KBS)        그래픽 뉴스(QBS)     편성 안내(QBS外)    뉴스 리스팅(YTN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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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배경 

‘모바일’ 다운 국내 방송 뉴스? 

모바일, 양방향에 최적화된 
지상파 방송 뉴스의 새 변화 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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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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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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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 개요 

지상파DMB QBS ’60초 Mobile 뉴스 ’ 

[www.60news.co.kr] 
 
► Make-up News 60s (60초 축약 주요 이슈) 
► Discuss 60s (60초 1Topic 찬반 토론) 
► ICT 60s (60초 ICT 전문 큐레이션 정보) 
► Safe 60s (60초 재난•안전 상식) 
► People 60s (60초 인터뷰) 
► Entertainment 60s (60초 문화콘텐츠 추천) 
                  ▪ 
                  ▪  
► Weekly Best 60s (주간 공감 상위 뉴스) 
 

모든 뉴스는 60초 승부   
 

모바일 미디어 속성 반영 
신개념 양방향 지상파 뉴스 포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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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 개요 

상단 방송(뉴스) + 하단 모바일(인터넷)   
 

‘스마트DMB’ App 기반  
양방향 시청자 뉴스 참여 UI 구현 

모바일 Web 연동    멀티미디어 정보    실시간 찬반 투표  SNS 공유, 평가, 추천   화면 캡처+댓글      뉴스 Pushing 

지상파DMB QBS ’60초 Mobile 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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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 개요 

모바일 맞춤형 종합 뉴스   
 

방송 · 언론 · 소셜 · 포털 등 모바일 全윈도우  
뉴스 콘텐츠의 실질적인 파급 효과를 제고 

DMB 주 시청시간 편성 멀티미디어 형 뉴스 

주중 출퇴근 시간 
오전 7 ~ 9시 
오후 6 ~ 9시 

 
매 시간대 

1일 5회 방송 

방송 뉴스 
+ 

기사(TEXT) 
+ 

영상(VOD) 
 

모바일 참여 공유 특성 

지상파 방송 
+ 

인터넷 언론(모바일) 
+ 

SNS 
+ 

포털 TV캐스트 

지상파DMB QBS ’60초 Mobile 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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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 개요 

MCN(Multi Channel Network) 제작 시스템 
 

재능 있는 뉴스 창작자에 뉴스룸 개방 
인프라, 제작, 교육 지원 및 평가, 방송 

제작 인프라/교육 뉴스 편성 

제작 인프라  개방 
전문 교육  지원 

뉴스 기획/ 제작  참여  

내부데스크+시청자의견 
최종 심사/평가 

지상파방송 On-Air 

양방향 평가 

MCN 콘텐츠 
온라인/모바일 사전 공개  
시청자 의견 동시 반영 

지상파DMB QBS ’60초 Mobile 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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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 개요 

양뱡향 기능 구현 요소 
 

모바일 퍼스트 양방향 뉴스 구현 위한  
DMB 미들웨어 App 기반 양방향 서비스 UI  및 일원화된 CMS 개발 구현 

뉴스 CMS 구현 기반 미들웨어 

시청자 평가 시스템, 
동시 윈도우 노출  

빅 데이터 등 
일원화 된 CMS 구현 

1000만 다운로드 
‘스마트DMB’ 
어플리케이션 

양방향 참여 기능 

실시간 찬반 투표, 평가,  
SNS, 댓글, 업로드, … 

 양방향 참여 기능 구현 

지상파DMB QBS ’60초 Mobile 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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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 주요 구성 

전체 개요 

DMB 주 시청 시간대 
주중 출/퇴근 시간   
오전 7 ~ 9시, 오후 6 ~ 9시 
매 시간대  60초 → 1일 5회 방송 
(방송시간 변경 가능) 

종합뉴스 

Make-up 

News 60s’ 

이동 중, 60초에 축약된 

주요 이슈 뉴스 제공. 

자체제작 外  

MCN(뉴스 크리에이터) 참여 

이슈 

Discuss 

60s’ 

지상파 최초, 찬반뉴스 시도! 

화제의 뉴스, 시청자의 민심 

실시간 투표로 묻는다. 

토론 

ICT 60s’ 

ICT전문 뉴스 큐레이션.  

현대인의 필수 ICT정보, 

발 빠른 60초로 승부! 

정보통신 

섹 션 내 용 구 분 섹 션 내 용 구 분 

People 60s’ 

60초에 전하는 격려와 치유, 

희망의 메시지  

-60초 휴먼 다큐 

-60초 인터뷰 

-60초 에세이 

인물 

Entertain 

-ment 60s’ 

-영화, 공연, 방송, 음악 등  

화제의 콘텐츠를 60초로 추천.  

-댓글로 풀어보는 연예뉴스. 

예능 

Safe 60s’ 

공공채널인 DMB가 제공하는  

<재난안전 전문 뉴스> 

* 국민 안전처 제휴 

재난안전 

Weekly 60s’ 

한 주 동안의 시청자 ‘공감하기’ 

통계를 바탕으로 Best 10을 선정.  

토/일 주말판으로 재편성 예정.  

주말  

* 상기 섹션 별 아이템은 기본 계획이며 런칭 전까지 추가/변경/확대 예정  

지상파DMB QBS ’60초 Mobile 뉴스 ’ 

2030을 위한 젊은 모바일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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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ake-up News 60s' 

손에 잡히는 뉴스!  
   60초에 담아내는 오늘의 핫 이슈!  

하루하루 빠르게 변하는 일상 속, 

뉴스만큼은 꼭 챙겨봐야 화제의 중심에 설수 있다. 

 

바쁘게 이동하는 순간,  

모바일 환경에서 짧게 볼 수 있는 

최적의 make up, 최적의 큐레이션으로 무장된 

‘60초 뉴스 모바일’  <Make-up News 60s’> 섹션을 통해 

새로운 팩트, 꼭 알아야만 하는 소식만  

일목요연하게 정리, 스트레이트로 보여준다.  

     Make-up News 60s’ 

2. 프로그램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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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scuss 60s' 

시청자에게 묻는다!! 
화제의 뉴스! 여러분의 생각,  
찬성반대를 투표해주세요~ 

모바일 미디어의 최대 강점인 참여, 공유의 특성을 적극 반영해  

자신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창구를 열어준다.  

나열식, 주입식 뉴스는 NO! 

드라마에도 열린 결말이 존재하듯, 사실에 입각해 쓰여진  

뉴스 또한 대중이 받아들이는 감정과 의견에 따라 전혀 다른 결말을  

도출하기도 한다.  

그리고 사람들은 나의 의견이 다수의 의견인지, 소수의 의견인지 

알고 싶어 한다.  

또, 그 속에서 조금은 특이하지만 나와 같은 생각을 하는 누군가 있다는 

사실에 안도와 용기를 얻기도 한다. 

이에 ‘60초 뉴스 모바일’ <Discuss 60s’>는 이슈가 되는 Hot 뉴스에  

시청자의 생각을 적극적으로 담고자 한다. 

2. 프로그램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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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CT 60s' 

쏟아지는 ICT 정보  
양질의 뉴스만 선별, 60초에 축약하는 
ICT 전문 큐레이션 뉴스  

아는 만큼 보인다!  

ICT정보는 현대인들에게는 필수정보.  

 

ICT는 전 세계와 나를 무관하지 않게 이어주는 끈이며, 

그 어떤 사업보다 빠르게 변화하는 시장이다.  

 

 ‘60초 뉴스 모바일’ <ICT 60s’>  

 

보다 발 빠르게 세계의 ICT 뉴스를 선별하고 큐레이션~ 

전 세계적 ICT 흐름을 빠르고 정확하게 전달하고자 한다. 

     ICT 60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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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afe 60s' 

무료보편 대표 공익매체 DMB가  
제공하는 <재난안전 전문 뉴스>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드는데 일조! 

무료보편 공공․공익 플랫폼의 저변으로 2014년 

국가 지정 재난방송 의무수신 매체로 자리하고 있는 DMB가 

특화된 <재난안전 전문 뉴스>를 구성해 

재난으로부터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드는데 일조한다.    

 

과거를 되새겨 똑같은 사고를 되풀이해 경험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대비하고 준비하는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드는데  

‘60초 뉴스 모바일’이 앞장서고자 한다.  

     Safe 60s'  

■■■■■■■■■■■■■■■■■■ 

■■■■ ■■ 

■■■■■■■■■■■■■■■■■■ 

■■■■ ■■ 

2. 프로그램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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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eople 60s'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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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eople 60s' 

바쁜 일상의 현대인,  

시간에 쫓겨 좋은 글귀, 책 한 줄 읽기도 어려운 현실.  

이럴 땐 집에 있는 백 권의 좋은 책보다  

지하철, 버스 속 스마트폰에서 잠시 살펴본  

60초의 영상 메시지 속 명언 한 줄이  

삶의 파이팅을 외치는 새로운 힘을 주기도 한다.  

 

‘60초 뉴스 모바일’ <People 60s’>는  

닮고 싶은 사람, 희망이 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전함으로써 격려와 치유,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고자 한다. 

 

-  60초 휴먼 다큐  

-  60초 인터뷰  

-  60초 에세이 등... 

2. 프로그램 구성  

이동 중에도 편안한 시청이 가능한 
인물 중심의 사진과 음악이 어우러진  
짧은 영상 에세이 形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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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ntertainment 60s'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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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ntertainment  60s' 

‘영화, 공연, 방송, 음악, …’ 등  
화제의 콘텐츠를 큐레이션~ 
모바일 영상 속 마치 광고와 같은 구성 
60초로 소개하는 문화 콘텐츠! 
MCN 뉴스크리에이터가  
적극 추천, 경험해 볼 수 있도록 유도한다.  

주말에 영화나 공연 한편 보고 싶은데  

시간 내서 찾아보기 어렵고 어떤 걸 봐야 할 지 모르는 사람들 

이동 중 단 60초,  

‘60초 뉴스 모바일’ <Entertainment 60s’>만 주목하면 된다!  

 

홈쇼핑 방송처럼 영화의 장점, 영화의 개봉시기, 추천 이유 등 

필요한 정보만 쏙쏙 골라서 생선 가시 바르듯 맛난 살만 싹싹 발라~  

입맛에 맞게 선택할 수 있게 도와준다!  

 

또한, <Entertainment 60s’>는  

현재 핫 이슈가 되는 문화 콘텐츠뿐만 아니라 판로를 찾지 못하는  

우수한 국내 문화 콘텐츠를 소개함으로써 양질의 문화콘텐츠를 발굴,  

육성시킬 수 있는 공익적 목적의 문화 창구의 역할을 추구한다. 

2. 프로그램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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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Weekly Top 10 60s’ 

공감하기 

공감하기 

공감하기 

■■■■■■■■■■■■■■■■■■ 

■■■■■■■■■  

■■■■■■■■■■■■ 

■■■■■■■■■■■■■■■■■■ 

■■■■■■■■■  

■■■■■■■■■■■■ 

28 

        Weekly 60s' 

시청자 의견 반영의 Tool  
<공감하기> Button 
그리고 <Weekly 60s’> 

특히 MCN  뉴스 크리에이터 콘텐츠의 경우  

’60초 뉴스 모바일’ 홈페이지(Mobile Web, Web) 및  

SNS(페이스북, 유튜브, 네이버, …)에 先 공개!! 

시청자의 <공감하기> 획득 통계 + 데스크 평가 기반 

지상파 본 방송으로의 최종 편성여부 결정! 

 

본 방송 뉴스 중에서도  

시청자 눈높이에서 좋은 뉴스로 평가될 경우 

역시 <공감하기>를 통해 뉴스를 평가.  

시청자의 공감을 많이 획득한 뉴스는  

<Weekly 60s’>으로 모바일 웹에서는 상위에 재배치 

주말 판으로는 방송에도 재편성, 

시청자가 뉴스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한다. 

 

방송의 제작뿐 아니라  

편성까지도 시청자와 양방향으로 호흡하는 뉴스 제작 추구 

2. 프로그램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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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Weekly Top 10 60s’ 

공감하기 

공감하기 

공감하기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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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eekly 60s' 

2. 프로그램 구성  

시청자 의견 반영의 Tool  
<공감하기> Button 
그리고 <Weekly 60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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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스 톡(Talk) 

실시간 뉴스 화면캡처 댓글  
<뉴스 톡> 

상단에서는 방송 시청이 가능하고,  

하단에서는 채팅 창을 운영하는 시스템 

 

방송중인 뉴스 영상 화면을 캡처,  

해당 뉴스에 대한 시청자간 의견 공유 

시청자간 다양한 의견 공유,  

방송 종료 후에도 SNS 지속/확대 발전 

지인들과 함께 동시접속, 소그룹 대화가 가능 

     Make-up News 

2. 프로그램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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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0초 모바일 뉴스 
Featured ｜  Popular  

■■■■■■■■■■■■■■■■■■ 

■■■■ ■■ 

■■■■■■■■■■■■■■■■■■ 

■■■■ ■■ 

[Discuss 60s’ 찬∙반투표] 
현 총리의 사퇴… 당신의 생각은? 
  
1) 사퇴해야 한다.    2) 사퇴는 부당하다 

투표하기 

60초 뉴스 모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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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SH 알람 기능 

1000만 다운로드 시청자 DB연계 
스마트폰 ‘뉴스 PUSH’ 구현 

'스마트DMB' App의 주요 서비스인  

시청자 PUSH형 메시지 기능을 활용 

 

주요 뉴스 콘텐츠 및 뉴스 편성표 알람 등을  

메시지 푸싱 형태로 정규 운영, 뉴스 편성의 전후로  

시청자들에 관련 정보를 어필, 지속적인 관심을 유도. 

 

한편,  

뉴스 캡처 댓글, 업로드 등의 시청자의 제시 의견과 

본 뉴스 푸시 알람에 대한 시청자 반응 등을 복합적으로 빅데이터화해 

'60초 뉴스 Mobile'에 대한 주요 선호 콘텐츠 유형을 재분석하고  

이를 다시 콘텐츠로 반영하는 선 순환의 제작 시스템 마련. 

 

2. 프로그램 구성  



60초 Mobile 뉴스  
[www.60news.co.kr] 

60 
SECONDS 

                           「양방향 방송 제작지원」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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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프로그램 제작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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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방향 방송 제작지원」선정 

※ 등록 아이디어 :  KISTI-한국특허정보원 간 지식재산권 증빙 

3. 프로그램 제작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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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방향 방송 제작지원」선정 

3. 프로그램 제작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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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방향 방송 제작지원」선정 

3. 방송 매체 - 지상파DMB QBS 및 스마트D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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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송출 미디어 ( 지상파DMB QBS 및 스마트DMB ) 

지상파DMB 방송 서비스 개요 

▷▶ TV채널 14개, 라디오채널 5개, 데이터채널 10개로 구성됨 (수도권 6개 사업자 기준) 

한국DMB (8C) YTN DMB (8B) U1 media (8A) MBC (12A) KBS (12B) SBS (12C) 

TV 

TV 

ⓜYTN 

TV 

U1 

TV 

MY MBC 

TV 

ⓤKBS★ 

TV 

SBSⓤ 

CJ오쇼핑(임대) WOW(임대) LOTTE홈쇼핑 M-Sports+(임대) ⓤKBS♥ 현대홈쇼핑(임대) 

GS shop(임대) R TBN(임대) 홈앤쇼핑(임대) R MBC Radio R ⓤKBS♬ 

R 

SBS V-Radio 

D QBS Data D 

nBEEN 

D U1 Data D 

MY MBC Data 

D 

ⓤKBS♣ Arirang(임대) 

4Drive(TPEG) 
DMB Drive 

(TPEG) 
MOZEN(TPEG) D 

SBSⓤ Data 

ROADi (TPEG) 

ch2 ch3 ch4 ch5 ch6 ch7 ch8 ch9 ch10 ch11 ch12 ch13 

■ 국민 공공자산인 고품질의 지상파 방송 주파수 대역(VHF) 중  

    ‘ch 8’번 및 ‘ch12’번 주파수 대역을 이동 방송 용으로 사용하는 지상파 디지털 방송 

지상파 VHF 방송 대역 

Analog TV  

AFN 

Analog TV 

SBS 

Analog TV 

KBS2 
Analog TV  

KBS1 

Analog TV  

MBC 
Analog TV 

EBS 

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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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상파DMB 방송 서비스 개요 

■ 「방송법 9조 1항」에 의거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허가를 득한 지상파방송사업자  

    「방송법 69조 3항」에 의거 보도∙교양∙오락 전분야를 편성하는 종합편성방송사업자  

    방송산업별 분류 기준 및 한국표준산업분류(KSIC)상 지상파방송업 및 텔레비전방송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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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송출 미디어 ( 지상파DMB QBS 및 스마트DM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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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상파DMB 보급 현황 

■ 2012년 연말 기준 누적 판매량 6,572 만대 

   ○ 2005년 12월 개국 이래 전국화 및 단말기 판매정책, 무료 방송 특성으로 단기간 시청자 급증 

   ○ 2010년 이래 아이폰 보급에 대항, 국내 주요 제조사의 안드로이드 계열 전 스마트폰내 DMB 기본 장착 보급 급속 확장 

   ○ 휴대폰 형 및 차량 형(내비게이션) 단말기가 전체의 94%의 점유율로 단말기 내수시장을 주도 

▷▶ 2012년 2분기 기준 누적 판매량 6,572 만대 ⇒ 실사용자 3,500 만대 (모바일 최대 보급 매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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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송출 미디어 ( 지상파DMB QBS 및 스마트DM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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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합뉴스 2014. 8. 19 ] 

지상파DMB 보급 현황 

4. 송출 미디어 ( 지상파DMB QBS 및 스마트DMB ) 



60초 Mobile 뉴스  
[www.60news.co.kr] 

60 
SECONDS 

40 

[ 전자신문 2015. 1. 30 ] 

지상파DMB 보급 현황 

4. 송출 미디어 ( 지상파DMB QBS 및 스마트DM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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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금 : 305억 원 

설립일 : 2004년 5월 7일 

사업내용 : 지상파DMB, 텔레비전, 종합편성 방송업 

방송위원회 허가(추천) : 2005년 6월 28일 

정보통신부 허가 : 2005년 7월 18일 

방송통신위원회 재허가 : 2008년 10월 / 2011년 12월 / 2014년 12월  

보유채널 : TV 채널(3개) + Data 채널(1개) 

- QBS(직접운용) / CJ홈쇼핑(임대) / GS SHOP(임대) 

  + QBS Data(직접운용) 

 

본사 : 서울시 구로구 구로동 212-8 대륭포스트타워 1차 3F 

홈페이지 : 한국DMB http://www.kdmb.co.kr 

한국DMB는 지상파DMB 방송 사업자로 TV ∙ Radio ∙ Data 방송  보유 방송사 

회사명 : 한국DMB 주식회사(Korea DMB Inc.)     대표이사 : 김경선 

방송법인                           개요 

4. 송출 미디어 ( 지상파DMB QBS 및 스마트DMB ) 

http://www.kdmb.co.kr/
http://www.kdm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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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운용 채널              개요 

한국DMB의 직접 운용 지상파 TV 채널,  시간대별 다양한 장르의 종합편성 

• 방송유형 :  지상파 DMB TV채널 

• 개국일자 :  2005년 12월 1일 (2015년 개국 10주년)  

• 방송운용 :  24시간 종일 방송 

• 주시청층  :  DMB  시청가능 단말기 보유 전국민 

• 방송권역 :  서울/수도권  

• 방송편성 :  보도 ∙교양 ∙ 오락 전분야 종합편성 
               JTBC와 방송/마케팅 부문 전략적 제휴 

4. 송출 미디어 ( 지상파DMB QBS 및 스마트DMB ) 



60초 Mobile 뉴스  
[www.60news.co.kr] 

60 
SECONDS 

43 

DMB 방송 外 전용 App, 네이버, 유튜브, 페이스북 등 다양한 미디어 채널 운용 

• QBS 스마트DMB  App :  https://play.google.com/store/apps/details?id=com.omnitel.android.dmb&hl=ko  

• QBS Web :  http://www.QBSi.co.kr  

• QBS Mobile Web :   http://m.QBSi.co.kr  

• QBS 네이버 TV Cast :  http://tvcast.naver.com/QBS 

• QBS YouTube :  https://www.youtube.com/user/QBSDMB  

• QBS Facebook :  https://www.facebook.com/KOREADMB  

 

QBS Web/Mobile QBS 네이버 TV cast QBS YouTube 채널 QBS 페이스북 

직접 운용 채널              개요 

4. 송출 미디어 ( 지상파DMB QBS 및 스마트DMB ) 

https://play.google.com/store/apps/details?id=com.omnitel.android.dmb&hl=ko
http://www.qbsi.co.kr/
http://www.qbsi.co.kr/
http://m.qbsi.co.kr/
http://m.qbsi.co.kr/
http://tvcast.naver.com/homo
http://tvcast.naver.com/homo
https://www.youtube.com/user/QBSDMB
https://www.youtube.com/user/QBSDMB
https://www.youtube.com/user/QBSDMB
https://www.facebook.com/KOREADMB
https://www.facebook.com/KOREAD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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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MB 전용 어플리케이션으로 1000만 다운로드 기록 방송 부문 스테디셀러  

전용 App                                  개요 

• 스마트DMB  App 안내 영상 : https://www.youtube.com/watch?v=29HBXOsGqP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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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송출 미디어 ( 지상파DMB QBS 및 스마트DMB ) 

https://www.youtube.com/watch?v=29HBXOsGqPs
https://www.youtube.com/watch?v=29HBXOsGqP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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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도, 교양, 오락 전분야 QBS 자체제작 + JTBC 전략적 제휴 통한 편성 다양화 

■ 자체 제작 뉴스 프로그램 ‘QBS NOW’ 및 JTBC ’뉴스룸’ 등 보도 분야 프로그램 균형 편성 

QBS 뉴스 보도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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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qbsi.co.kr/news_eco/news/1190690_2574.html
http://www.qbsi.co.kr/news_eco/news/1190690_2574.html
http://www.qbsi.co.kr/news_eco/news/1190690_2574.html
http://www.qbsi.co.kr/news_eco/news/1188190_2574.html
http://www.qbsi.co.kr/news_eco/news/1188190_2574.html
http://www.qbsi.co.kr/news_eco/news/1188190_2574.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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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0초 뉴스’ 브랜드 연계 총 3개 사이트 도메인 先 확보 

■ 추가적으로 Mobile60sNews.com, 60-SecondMobileNews.com 등 확보 예정 

QBS 뉴스 보도 관련 

▶ 60snews.co.kr                       ▶ 60second.co.kr                      ▶ 60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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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BS, 양방향 콘텐츠로 방통위 방송평가 DMB 1위 기록 (2014.12.05) 

지상파DMB QBS(대표 김경선)가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성준)가 실시한 
지상파DMB 방송평가에서 최고점을 받아 2012년 이래 올해까지 3년간 연속 
1위를 차지했다.  
 
‘2013년도 방송평가’는 방송법 제31조에 의거, 총 153개 방송사업자를 대상
으로 지난 2013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방송내용, 편성, 운영 영역
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방송평가위원회(위원장 김재홍 상임위원)의 심의를 
거친 후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의결된 바 있다. 

QBS는 올해 평가에서 88.64점(100점 만점 기준)을 얻어 재작년(87.69점)과 
작년(87.75점) 대비 지속 상승의 결과를 보였다. 이는 전국 총 19개 지상파
DMB TV 채널의 평가에서 지난 3년 내 최고점이며, 또 국내 지상파 TV 전체 
총 82개 채널 중에서도 EBS(93.06점)에 이은 최상위 차 순위인 2위의 평가를 
역시 3년간 수성한 기록이기도 하다. 
 
매년 실시되는 방송평가는 방송법 제17조제3항 제1호에 따라 방송사의 재
허가 또는 재승인 심사 시에 반영돼 각 방송사에는 매우 중요한 연간 지표다. 

이 밖에 각 매체 별로 평가결과를 간략히 살펴보면, 지상파 TV 중앙 3사(4채
널)의 경우 KBS1(87.68점) > KBS2(79.37점) > SBS(79.22점) > MBC(78.99점)
의 순이었으며, 10개 지역민방 가운데 최고점은 대구 TBC(86.74점)인 것으로 
나타났다. 종편 4개사는 모두 전년대비 심의 이슈 등으로 전반적으로 평가점
수가 낮아진 가운데 TV조선(77.64점)이 상위를 차지했다. 

3년 연속 DMB 방송평가 1위를 수성한 QBS의 이희대 CP(편성책임자)는 "스마트 폰 대중화와 더불어 DMB 보급도 확산됨에 따라 변화하는 모바일 미디어 환경과 시청자 니
즈에 맞추어 특화된 DMB 전용 프로그램들을 지속 제작해온 것이 좋은 평가를 받은 것 같다"며 "향후로도 국내 유일의 지상파 모바일 방송인 DMB의 매체 특성을 살린 기획
들을 방송으로 옮길 계획이며, 특히 올해부터 DMB가 재난방송으로 법제화된 만큼 이동시청자들의 안전 문화를 위한 다양한 공익 프로그램들도 준비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QBS는 연작 시리즈 '성공에세이'에 이은 창립 10주년 특집 다큐 '착한 성공의 비밀'과 '성공! 스마트벤처코리아' 총 5부작을 현재 제작·방송 중이며, DMB 최초로 시도된 
토크 콘서트 '벤처 성공에세이'는 총 15부작의 시즌2가 차주 방송을 앞두고 있다. 

 

또한 QBS의 양방향 여행 버라이어티 '버추얼트립 인 모바일'은 미래창조과학부 주최로 이달 초 킨텍스에서 열린 '2014 대한민국 스마트미디어 대전'에 출품작으로 초청
돼 국내외 스마트미디어 관계자들 및 시청자들에 우리 DMB 콘텐츠의 우수성을 알리는데도 주도적 역할을 한 바 있다.  

QBS 주요 언론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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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BS, 상생의 모바일 플랫폼 선언 (2015.04.02) 

미래부 주최 '2015 스마트미디어 X캠프’ 

DMB 부문 제안 미디어 벤처와 네트워킹 행사 
 

 

이번 캠프 동안 매칭 된 사업 아이디어들은 추후 평가 및 심사를 거쳐 5월 초 정부 시범과제로 최종 선정될 예정으로, 정부는 아이디어 사업화, 양방향 콘텐츠, HTML5 기반 서비스 총 3개 분야에 
정부 출연금 총 25억 원 내외를 투입, 미디어 플랫폼과 함께 벤처의 아이디어를 조기 상용화하고 매출 증대 및 일자리 창출을 유도할 계획이다. 
 
최양희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은 이날 캠프에 강연자로 나서 창조경제의 핵심 개념으로 과감한 발상을 뜻하는 'X마인드'를 소개하며 이는 창조적인 아이디어와 지적 재산권을 낳고 일자리 창출로 
순환하는 사이클을 만들 수 있다고 강조했다. 
 
국내 최다 이용 스마트미디어 DMB 플랫폼 대표로 참석한 한국DMB(QBS) 김경선 대표는 "국내 보급률 84.1% 스마트폰 대중화와 DMB 등 이동형 인터넷 이용률의 급상승 등 본격적인 '모바일 시
청 시대' 도래에 따라 모바일 대표 방송인 DMB도 이들 새로운 모바일 방송 콘텐츠의 개발 및 시도가 중요하다.  
 
특히 양방향 DMB 미들웨어 앱인 '스마트DMB'도 최근 1000만 다운로드를 기록하는 등 이용률이 급증하는 가운데, 금번 X 캠프에 선보인 다양한 미디어 벤처의 제안 중에 DMB와 모바일 방송 플
랫폼에 충분히 적용 가능한 우수 아이디어가 많은 것으로 보여 조만간 실제 플랫폼에 다수 적용할 것을 기대하고 있다"라고 전했다. 
 
QBS의 이희대 편성국장은 "최근 DMB 등 모바일 기반 스마트미디어 플랫폼의 분야에서 '이동 중 시청', '시청자 양방향 참여' 등 주요 트렌드를 반영하는 신규 콘텐츠 발굴이 매우 중요한 시점에 
이번 캠프가 미디어 플랫폼사와 벤처사들 간 다양한 콘텐츠 아이디어 교류에 실무적으로도 많은 도움이 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국DMB(QBS)는 금번 행사에 모바일 부문 미디어 플랫폼사로 참여하여 우수 미디어 벤처사들의 아이디어 반영을 검토하는 한편, X캠프 마지막 날(3일) 열리는 KCA 양방향 프로그램 제작지원 
사업 부문에는 직접 제안 방송사로도 참가, 양방향 프로그램 개발 제안사와 매칭을 통한 상호 컨소시엄 및 모바일 시청 환경에 특화된 뉴스 프로그램 등을 제작해 선보일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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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창조과학부 주최로 주요 미디어 플랫폼 사업자(DMB, 케이블, IPTV, 위성방송, 벤처 캐피털 등)와 우수 
벤처 및 중소 개발사 총 117개 팀이 참가한 국내 최대 스마트미디어 분야 네트워킹 행사인'K-Global 스마
트미디어X 캠프'가 지난 1일 양평 한국방송광고공사 연수원에서 막을 올렸다. 

창의적인 기획력과 기술을 보유한 벤처 및 중소 개발사와 미디어 플랫폼 사업자가 한자리에 모여 스마트
미디어 분야의 새로운 서비스 창출을 위해 자유롭고 격이 없는 교류를 나누도록 한다는 행사 취지에 힘입
어 금번 '2015년 스마트미디어X 캠프'는 지난해 61개 팀에 비해 대폭 증가한 117개 팀이 참가했다. 당초 2
일간 캠프에서 3일간으로 하루 연장되는 등 미디어 벤처들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다. 

행사 첫날인 1일에는 각 벤처 참가팀이 자신들의 아이디어 및 사업 제안서를 발표하는 피칭 타임에 이어 
최양희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을 비롯해 NIA 서병조 원장, KCA 김영표 기조실장 등 유관 기관장들과 지상파
DMB 방송사인 한국DMB(QBS)의 김경선 대표 外 케이블, IPTV, 위성방송, N스크린 등 미디어 플랫폼사 주
요 관계자 들이 함께 참석한 개회식 행사가 진행됐다.  

이 자리에서는 정부와 플랫폼사가 공동으로 미디어 벤처 육성 지원을 약속하는 '스마트미디어 서포터즈 발
대식'을 열어 각 분야 대표들이 단상에 오른 가운데 공동 협력 선언문을 제창하고 사인했다.  

이후 역시 정부, 플랫폼사, 미디어 벤처가 행사 현장에서 자유롭게 상호 간 새로운 사업 아이디어 교환 및  
비즈니스 미팅을 진행하는 네트워킹 타임이 이어져 참가 벤처 업체와 공감대를 나누고 애로 사항을 청취
하는 등 활발한 교류의 장이 펼쳐졌다. 

 

QBS 주요 언론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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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BS 주요 수상 이력 

■  한국DMB - DMB 및 통신 연계 형 양방향 프로그램 제작으로 개국이래 국내 및 국제 상 다수 수상 

                    ○ 프랑스 MIPCOM 및 MIPTV,  디지털 콘텐츠 대상, 멀티미디어기술 대상 등   

MICOM 2006 모바일TV 부문 최우수상 MIPTV 2007 크로스플랫폼 부문 우수상 2007 디지털 콘텐츠대상 차세대콘텐츠 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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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무료) 

정보 
(무선인터넷 Data) 

■ 스마트 DMB 란? (☞ App 소개 사이트 링크) 

○ 지상파DMB 6개 방송사가 공동주관∙운영하는 스마트폰 전용 DMB 시청 App ← 국내 3대 제조사 기본 탑재  

○ 기존 DMB App 대비 『방송 + 통신』 융합 UI 및 특화 서비스 제공으로 차별화 및 업그레이드 → 대중화 성공(누적 1000만대) 

○ 세로화면 전환 시 [ 상단 ‘TV’ + 하단 ‘정보’ ] ⇒ [ ‘무료방송’ + ‘모바일 We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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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DMB’ - 스마트폰 전용 DMB App  

4. 송출 미디어 ( 지상파DMB QBS 및 스마트DMB ) 

UI ⇒ 기존 DMB 대비 특화 

https://play.google.com/store/apps/details?id=com.omnitel.android.dmb&hl=ko
https://play.google.com/store/apps/details?id=com.omnitel.android.dmb&hl=ko
https://play.google.com/store/apps/details?id=com.omnitel.android.dmb&hl=ko
https://play.google.com/store/apps/details?id=com.omnitel.android.dmb&hl=ko
https://play.google.com/store/apps/details?id=com.omnitel.android.dmb&hl=ko
https://play.google.com/store/apps/details?id=com.omnitel.android.dmb&hl=ko
https://play.google.com/store/apps/details?id=com.omnitel.android.dmb&hl=ko
https://play.google.com/store/apps/details?id=com.omnitel.android.dmb&hl=k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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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마트 DMB 메뉴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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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성/LG 등 제조사 협력 기반 주요 스마트폰 단말기(안드로이드 계열)에 2013년 하반기부터 기본 App으로 탑재 

○ 2013년 상반기~2015년 초까지 스마트DMB 및 스마트DMB 2.0  App 탑재 스마트폰 누적 보급 1000만 이상   

 400 만  700 만  1,000 만 

2013년 상반기 2013년 하반기 2014년 2015년 1분기 

사용자  
보급 

 100 만 

매월 10% 이상의 다운로드 증가 추이 

■ 스마트DMB App 보급률 활성화 추이 

스마트DMB 2.0 스마트DMB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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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DMB’ 보급률 및 활성화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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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DMB’ 보급률 및 활성화 현황 

[ 전자뉴스 2014. 10. 27 ] 

<2014년 스마트DMB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순이용자 수 변화> 

(2014년 10월 기준, 단위 명) 

자료:지상파DMB편성위원회·옴니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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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프로그램 제작 및 편성(송출) 계획 

프로그램 제작 일정 계획 

■  주관 기관(QBS) 추진일정 

제작과정 기간 세부내용 

프로그램 (뉴스) 기획 06.15 ~ 07.30 양방향 플랫폼 및 뉴스 섹션 별 콘텐츠 상세 기획 

진행자 선정-1 07.01 ~ 08.14 MCN 뉴스 크리에이터 모집 기획 및 공고(7/20~8/14) 

세트제작 08.01 ~ 08.14 스튜디오 뉴스룸 세트 디자인 및 제작 

제작시스템 구축-1 08.01 ~ 08.14 
MCN 뉴스 크리에이터 직접 뉴스 제작 사전 시스템 구축 (촬영) 
→ 스튜디오 카메라, 녹화(Mic/녹음)  

진행자 선정-2 08.17 ~ 08.21 MCN 뉴스 크리에이터 면접(오디션) 및 최종 선정 

그래픽 패키지 제작  08.01 ~ 08.31 ND포함 그래픽 엘리먼트 제작 

타이틀 영상 제작 08.01 ~ 08.31 뉴스 메인 및 섹션별 서브 타이틀 제작/음향 

제작시스템 구축-2 08.17 ~ 08.31 
MCN 뉴스 크리에이터 직접 뉴스 제작 사전 시스템 구축 (편집, 업로드) 
→ 넌리니어, 사진/영상자료 infra, CMS 운용 

MCN 이론 교육 08.24 ~ 09.04 
MCN 뉴스 크리에이터 직접 뉴스 제작 이론 교육 
→ 방송법/편성/언론(기사작성)/인터넷/모바일/MCN/저작권 등  

MCN 실무 교육 09.07 ~ 09.30 
MCN 뉴스 크리에이터 직접 뉴스 제작 실무 교육 
→ 뉴스 기획/제작(촬영/편집)/업로드/CMS/SNS 운용 등 

뉴스 사전 제작 09.21 ~ 09.30 뉴스 콘텐츠 사전 제작, Web/App 우선 공개 및 시청자 양방향 평가 반영 

뉴스 제작/송출  

    10.01 ~   뉴스 콘텐츠 제작 (MCN 뉴스 크리에이터 제작 + 자체제작) 

            ~  뉴스 Web/App/SNS  → 제작완성물 업로드 및 시청자 양방향 평가 반영 

            ~     QBS TV + 스마트 DMB  → 평가 우수 최종 5편 본 방송 (1일 5회 양방향 송출) 

            ~   • 뉴스 채널 → 뉴스 Web/App/SNS+QBS TV+스마트DMB +포털+유튜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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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 홍보 마케팅 추진 계획 

■ 국내외 유관 전시회의 참여 및 자체 방송 및 제휴 언론매체 연계 홍보 활성화 예정  

   2013 싱가포르 ATF 참석(12/3~ 6) 

2013년, 2014년 국내외 모바일 방송 프로그램 대형 전시회 부스 참여 및 홍보 사례 

59 

6. 프로그램 Marketing 계획 



60초 Mobile 뉴스  
[www.60news.co.kr] 

60 
SECONDS 

프로그램 홍보 마케팅 추진 계획 

60 

2013년, 2014년 국내외 모바일 방송 프로그램 대형 전시회 부스 참여 및 홍보 사례 

6. 프로그램 Marketing 계획 

■ 국내외 유관 전시회의 참여 및 자체 방송 및 제휴 언론매체 연계 홍보 활성화 예정  



60초 Mobile 뉴스  
[www.60news.co.kr] 

60 
SECONDS 

61 

프로그램 홍보 마케팅 추진 계획 

2013년, 2014년 국내외 모바일 방송 제작 관련 주요 언론매체 활용 사례 (약 90 개 기사) 

6. 프로그램 Marketing 계획 

■ 국내외 유관 전시회의 참여 및 자체 방송 및 제휴 언론매체 연계 홍보 활성화 예정  



60초 Mobile 뉴스  
[www.60news.co.kr] 

60 
SECONDS 

프로그램 홍보 마케팅 추진 계획 

62 

2013년, 2014년 국내외 모바일 방송 제작 관련 주요 언론매체 활용 사례 (약 90 개 기사) 

6. 프로그램 Marketing 계획 

■ 국내외 유관 전시회의 참여 및 자체 방송 및 제휴 언론매체 연계 홍보 활성화 예정  



60초 Mobile 뉴스  
[www.60news.co.kr] 

60 
SECONDS 

’60초 모바일 뉴스’ 프로그램 구성의 예 

V I D E O  A U D I O 

#전 TITLE 60초 모바일 뉴스 <Discuss 60s'> 

#시청자에게 묻는다~!  
화제의 논란, 당신의 생각은? 통C.G 
#장동민 프로그램 하차 
찬성한다 VS 반대한다. 

  

#장동민 사진  
#장동민 라디오 진행하는 장면  
#고소당했다는 기사 Z.I 
#하차 Z.I 
# 장동민 사진위로  
 댓글 달렸던 찬반  
 한줄 글들 네 개정도  
 생성됐다가 사라진다. 
  
#장동민 프로그램 하차 
1>찬성한다 
2>반대한다 

개그맨 장동민이 무한도전 식스맨에 이어 진행 중이던 라
디오에서도 하차하게 됐습니다. 
과거 방송해서 한 막말이 논란이 됐기 때문인데요. 삼풍 
백화점 생존여성을 비화했다며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당한 
개그맨 장동민은 연이은 하차로 방송생활 최대 위기를 맞
았습니다. 향후 여론이 악화될 경우, 다른 프로그램 출연여
부 또한 장담할 수 없게 된 상황인데요.  
  
이에 당연하다와 너무하다는 찬반양론이 대두되고 있습니
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찬성한다 1번, 반대한다 2번 투표해주세요 

찬성의견 
장동민 책임지고 하차해야 한다. 

먼저 하차에 찬성하는 의견은 이렇습니다. 
아무리 막말하는 캐릭터라도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방송에 나온다는 자체가 
싫다. 과거 했던 말에 책임지고 하차하는게 당연하다. 

반대의견 
과거는 과거일뿐,  
누리꾼들의 하차 거론은  
갑질이다? 

이에 너무하다는 반대의견은 이렇습니다.  
무한도전이 뭐길래 과거에 했던 말을 언제까지 끄집어내 
구설수를 만드나? 개그는 개그일뿐. 
누리꾼들이야말로 하차 운운하는 것 자체가  
연예인들에게 갑질하는거다. 보기 싫으면 채널을 돌려라~ 
라는 반응입니다. 

장동민 프로그램 하차 
1>찬성한다 
2>반대한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떤 의견에 한표를 던지시겠습니
까? 
하차, 찬성한다 1번 반대한다 2번입니다. 

#후 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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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0초 모바일 뉴스 <Safe 60s' 편> 
V I D E O  A U D I O 

#전 TITLE 60초 모바일 뉴스 <Safe  60s'> 

#진행자  서서 

네팔 카트만두 인근에서 발생한 규모 7.8 의 강진으로 
4000명 이상이 사망하는 등 큰 인명피해가 발생하면서 한
반도의 지진 안전성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데요.  
오늘 60초 뉴스 모바일 <safe 60’>에서는 지진발생시  
도움이 되는 행동요령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지진발생시 행동요령   

#KBS 위기 탈출 넘버원 포맷처럼,  
 시범을 보이는 사람이 등장,  
 행동 메뉴얼을 찬찬히 안내해준다.  
  
# 밖에 있을 때 대피요령 

우선 집밖에서 지진이 발생했을 때는 유리창이나 간판 같
은 것에 다칠 수 있으므로 가방이나 외투 등으로 머리를 
보호한 후 신속히 대피해야 합니다. 

# 엘리베이터 탑승시  
  대피요령 

엘리베이터를 타고 있다면,  
모든 층을 누른 후, 가장 가까운 층에 엘리베이터가 섰을 
때 계단을 통해 이동해야 합니다. 

# 자동차 운전 시  
  대피요령 
  

자동차를 운전하고 있을 때는  
교차로를 피해서 길 오른쪽에 차를 세워야 하고 
대피할 때는 창문을 닫고 열쇠를 꽂은 채로 문을 잠그지 
말아야 합니다. 

# 집안에서 대피요령  

또, 집안에서 지진을 느낀 경우. 튼튼한 테이블 밑에 들어
가 흔들림이 멈출 때까지 다리를 꽉 잡고 몸을 피해야 하
는데요. 테이블이 없을 때는 방석 등으로 머리를 보호하는 
것이 좋습니다.  

# 진행자 서서  
# 뒷배경은 네팔 지진현장 

당황하면, 머릿속이 하얘지면서 우왕좌왕하기 쉽죠! 지진 
발생 시 행동요령  잘 숙지해 놓고  
위기 시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겠습니다 

#후 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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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 60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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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0초 모바일 뉴스 <Entertainment 60s' 편> 
V I D E O  A U D I O 

#전 TITLE 60초 모바일 뉴스 <Entertainment  60s'> 

# 쇼호스트  

안녕하세요 믿고 보는 60초 모바일 뉴스  
<Entertainment  60’>입니다.  
오늘 주목해보실 <Entertainmet  60’> 상품은 영화 
‘장수상회’인데요. 

#박근형, 윤여정  
장수상회 포스터!  

꽃할배 박근형씨와 꽃누나 윤여정씨가 만나서   
드디어 썸을 탔다고 하네요. 엄청난 내공이 느껴지시죠. 

# 쇼포스트 옆으로  
  홈쇼핑 자막배치  
# 영화 장수상회  
  연애데이트 tip 
    + 
 식스센스급 반전  
#영화 하이라이트 15초 
#5월 가정의 달  
 특별한 영화선물  
  
#매진임박 깜빡깜빡  

지금껏 이런 구성은 없었죠! 영화 ‘장수상회’를 보시는 분
께는 연애 데이트 TIP과 함께  
하나 더 식스센스급 반전감동은 덤으로 드립니다. 
  
<영화 장면 15초 하이라이트> 
  
가정의 달 5월을 맞아 부모님을 위한  
특별한 선물 고민하시는 분께 적극 추천 
드리고요.  
현재 이 영화 매진 임박입니다! 
예매 서두르셔야 할 것 같고요.  

#쇼호스트가 화면 위에서 아래로 잡
아당기면  
  
#영화 싸게 예매하는 법  
 자막 날아와 박히고  
  
# 영화어플 무비무비 어플 
  최저 5500원 영화관람  
  
# 매주 마지막 주 수요일  
 CGV 컬쳐데이  
 5000원영화관람 

조금 더 저렴하게 예매할 수  있는 방법  
소개 해 드릴게요.  
영화 예매 어플 무비무비를 이용하면  
기본 할인에 한번 더 포인트 할인 받아  
최저 5500원에 영화 관람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또, 매달 마지막 주 수요일 CGV 컬처데이를  
이용하면 5000원에 영화관람이 가능하다고  
하니깐 예매 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신나고 똑똑하게 즐기는  
60초 모바일 뉴스 <Entertainment 60’>였습니다. 

#후 TITLE 
60초 모바일 뉴스  
www. 60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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