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BOUT

와이티엔은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24시간 뉴스전문채널입니다.

시시각각 변화하고 있는 정보화 사회에서 
뉴스는 정보의 원천이자 경쟁력 입니다.

와이티엔은 언제, 어디서나 역사의 현장 한가운데에서 
신속하고 정확하고, 공정한 뉴스를 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HISTORY

2011년 7월 1일
국내 유일 날씨정보채널
YTN weather 개국

2017년 1월 1일
생활정보채널
YTN Life 방송 시작
(구 YTN weather)

2021년 3월 1일
국내 유일 
뉴스 엔터테인먼트 채널 
YTN2 방송 시작 (구 YTN Life)

2003년 3월 1일
실시간 위성 방송 실시
(현 YTN World)

2021~ 2022년



 

YTN world는 750만 재외동포에게 24시간 한국어 뉴스를 
전하는 국내 유일한 채널입니다. 글로벌 위성망과 현지 
플랫폼을 통해 전 세계로 실시간 한국어 뉴스를 송출합니다. 
또 지구촌 곳곳에서 활동 중인 해외 리포터단이 다양한 현지 
재외동포 소식을 전합니다.

2003년 3월 1일

    2016년 8월 리우올림픽 선수촌 송출 유일한 한국어 채널
    2017년 3월 YTN KOREAN 실시간 스트리밍 서비스 시작

방송시작

‘내 손안의 TV’ YTNDMB는 이동식 멀티미디어 지상파 방송 
플랫폼입니다. 각종 재난 상황에서 국민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재난 방송 지정 매체입니다. 내비게이션 
전용 데이터 방송으로 실시간 교통정보도 제공합니다.

2005년 12월 1일

    2008년 지역민방과 전국네트워크 구축
    2016년 8월 고화질 HD DMB 방송 송출

개국

대한민국 유일의 뉴스 전문 라디오 YTN 뉴스FM은 매 시간 
뉴스와 시사,  교양 프로그램을 24시간 방송하고 있습니다. 
수도권 FM 94.5MHz를 통해 방송되는 YTN라디오는 
유튜브와 애플리케이션으로 전 세계 어디에서나 함께 할 수 
있습니다.

2008년 4월 30일

   Youtube 'YTN라디오' 채널 검색, 구독
   구글플레이 스토어, 앱스토어에서 'YTN라디오' 앱 다운,설치

개국

'인생이 뉴스다' YTN2는 국내 유일의 뉴스테인먼트 
채널입니다. 뉴스를 소재로 하는 오락, 교양, 생활에 필요한 
알찬 정보와 우리 이웃의 따뜻한 이야기를 담은 프로그램을 
방송합니다.

2021년 3월 1일
방송시작

    2021년 3월 1일 국내 최초 뉴스테인먼트 채널 YTN2 출범
‧   <뉴스멘터리 전쟁과 사람> 유튜브 조회수 100만 회 이상 다수 보유
    2011년 7월 1일 YTN weather 출범      2017년 1월 1일 YTN Life 채널명 변경
         2021년 3월 1일 YTN2 채널명 변경

“대한민국 최초이자 유일한 과학기술전문방송” YTN
사이언스는 고품질 과학기술 콘텐츠의 기획, 방송을 통해 
전 국민의 과학 대중화, 생활화에 기여하는 방송통신위원회 
선정, 대한민국 대표 공익채널입니다.

2007년 9월 17일
방송시작

    2022년 12월 방송통신위원회 공익채널(과학·문화진흥) 선정 (14년 연속) (2008~2020)
    2022년 6월 시청가구수 3,384만 가구 돌파
    2022년 6월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특별공로상 수상(과학문화 진흥활동 기여)

채널·계열사



서울의 상징 ‘남산 서울타워’는 효율적인 방송 전파 송수신과 한국의 전통미를 살린 관광 
전망시설의 기능을 겸비한 국내 최초의 종합 전파 탑으로 방송문화와 관광산업의 미래를 위해 
건립되었습니다. 2015년 12월 13일 ‘서울타워 플라자‘의 개관과 함께 각종 예능, 드라마, 영화 
등의 촬영 명소로 널리 알려지면서 서울을 방문하는 내외국인들의 필수 방문 코스가 되었습니다.

프러포즈 계단
빨강, 하늘, 남색으로 빛나는 하트
조형물에서 사랑을 고백해 보세요.

러브 브릿지
연인이 함께 걸으면 사랑이 이루어지는 

러브 브릿지에서 추억을 남기세요.

루프 테라스
일명 사랑의 자물쇠! 

당신의 사랑을 자물쇠로 약속하세요.

러브 터널
365일 화려한 색으로 빛나는 러브 터널을 

걸으며 잊지 못할 추억을 남기세요.

남산서울타워 1층 남산서울타워 2층

남산서울타워 T2층남산서울타워 4층

OLED 미디어아트
1층부터 4층 곳곳에  설치된 250장의

대형 OLED 모니터에서 환상적인
미디어아트를 만나보세요.

유후랜드, 린린랜드
남산 서울타워에서 다양한 동물 친구들을 
만나보세요. 세상에서 가장 작은 원숭이와 

사랑스러운 판다가 있어요.

남산서울타워 1층, 4층남산서울타워 1층, 2층, 4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