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한민국 최초의 보도전문편성 
지상파 라디오 방송사 

YTN 
NEWS FM 

 

2008 2014 

2010 2015 

청계산 송신소 
방송 개시 

YTN NEWS FM 
개국 

출력증강 
3kW->5kW 

상암동 
YTN 뉴스퀘어 이전 

서울, 경기, 인천, 
충청 일부 

3천만 가청권 3천만 가청권 

이제 FM 94.5MHz를 통해 언제든지 

빠르고 정확한 뉴스를 들으실 수 있습니다. 



Source : 2020.4.7~4.20 한국리서치 3천명 면접조사 
서울 및 수도권 13-69세 기준(하루평균 5분이상 라디오 청취자) 

2020년 채널 청취율 성장 (채널인지도 상승) 

<2020년 채널 청취율 조사 결과> 

YTN 라디오 채널 청취율 수직 상승 



Source : 2020.4.7~4.20 한국리서치 3천명 면접조사 
서울 및 수도권 13-69세 기준(하루평균 5분이상 라디오 청취자) 

2020년 청취율 성장 (출퇴근 시사프로그램 수직 상승) 

<2020년 전체 청취율 조사 결과> 

 

경쟁 채널 대비 청취율 성장 
전년대비 수직 상승 

출퇴근 경쟁 시사 프로그램 대비  
청취율 상승 

YTN RADIO (3.6) 

KBS 1FM (3.5) 

KBS 2라디오 (2.2) 

EBS 교육방송(1.0) 

뉴스Q CBS 
시사자키 

1.2 

0.9 

0.7 

극동방송 (2.7) 

NEWS FM 
저녁6시뉴스 

0.8 

0.6 0.5 

MBC FM 
뉴스투데이 



2020년 전체 청취율 조사 결과 

YTN라디오  주요 프로그램  상위권  랭크 

Source : 2020.4.7~4.20 한국리서치 3천명 면접조사 
서울 및 수도권 13-69세 기준(하루평균 5분이상 라디오 청취자) 

53위 퇴근길 시사 뉴스 정면승부 

64위 YTN NEWFM 저녁6시 뉴스 

72위 YTN 뉴스Q 

87위 출근길 시사 출발새아침 

97위 YTN NEWFM 오전10시 뉴스 

        세계를 만나는 시간 NOW 

        YTN 뉴스&이슈 

        YTN 더뉴스 

67위 YTN 24 

        듀에토의 더클래식 (주말) 

85위 YTN NEWSFM 오후1시 뉴스 

        아이러브풋볼 

        뉴스&뮤직 15시 (주말) 

99위 YTN NEWSFM 오전11시 뉴스 

        YTN 뉴스&뮤직 11시 

        YTN 뉴스&뮤직 14시 

        YTN 뉴스와이드 18시 (주말) 

 

YTN 주요 다수 프로그램  
청취율 상위 랭크 



유튜브 실시간 “보이는라디오”로 청취자와 소통 

유투브 구독자 

월 평균 4천명 증가 

2020년 5월 <7.1만 명> 

영상제작 시스템 강화, 유투브의 가파른 성장  
전년대비 구독자수 500%이상 증가  



YTN라디오  주요 프로그램  팟캐스트  상위권  유지 

퇴근시간 시사 <이동형의 뉴스! 정면승부> 
전체 팟캐스트 1위 

다수의 팟캐스트 
상위권 프로그램 



YTN라디오  주요 프로그램  팟캐스트  상위권  유지 

퇴근시간 시사 <이동형의 뉴스! 정면승부> 
평균 다운로드 7만회 이상 



YTN라디오 방송내용 전문 포털 실시간 검색 상위랭크 



높은 타매체 인용 보도 



일 3회 
>>> 월 90회 

100 

90 
85 

50 

40 

11 

MBC SBS KBS TBS교통 CBS YTN라디오 

(40초 기준/ 단위 : 1만원) 

출퇴근 프라임타임 기준 1회 평균 광고비 11만원 (40초 기준) 

타 경쟁사 대비 최소 1/3수준으로 높은 가성비 

월 1천만원 집행 

2020년 현재 광고단가 경쟁력 우위 



YTN라디오의 파트너사 

기업 이미지 쇄신 

2008년 개국부터 

현재까지 YTN라디오 

집중 

장기간 라디오 

코어타겟 집중 공략을 

통한 대표적인 

기업 이미지 

성공 사례 

연간으로 예산 

YTN라디오 집행 



YTN라디오의 파트너사 

지역 정책 홍보 

연간으로 예산 

YTN라디오 집중 

YTN보도를 통한 

다양한 지역 정책 홍보 

활용 성공 사례 

경기도, 인천시 

제주도 지역 

홍보 집중 



YTN라디오의 파트너사 

공공기관 정책 홍보 

다양한 

정책홍보 

활용 성공 

사례 YTN라디오 

프로그램 출연 

방송인터뷰 지원을 

통한 정책홍보 

시너지 효과 

극대화 

공공기관 

정책홍보 

YTN라디오 

집중 집행 

교통안전, 금연정책, 중소상인지원, 서민금육지원, 
투명병역제도, 환경보호정책 등 



NGO기관 

YTN라디오 

집중 집행 중 

 소외계층 지원, 

긴급구호, 아동보호 

등의 후원 홍보와 

홍보대사 출연을 통해 

후원모금 성공 YTN라디오 

1분 홍보물 

반복노출로 

효과 극대화 

YTN라디오의 파트너사 

NGO기관 후원모금 



YTN라디오의 파트너사 

다양한 정보 제공 

YTN라디오 

프로그램을 통해 

다양한 정보 

제공 

YTN라디오 

프로그램 

제작 집행 중 

YTN라디오 

정기 프로그램 내 

노출로 효과 

극대화 

북한이탈주민 생활과 지원 방안, 
다문화가정 인식개선, 
재테크 및 재무설계 소개 등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