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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널A 
주요 프로그램 및 시청률 

Main Programs 



1 
2011년 12월 개국 이후 2049남녀 시청률 꾸준한 상승세! 

2049 시청률 
꾸준한 상승세  

채널A 시청률 

2011년 12월 개국 이후, 매 월 2049남녀 타겟의 시청률이 꾸준하게 상승 해 왔습니다. 
젊은 타겟도 열심히 사로잡는 채널A의 모습 앞으로 지켜봐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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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닐슨코리아 / 2011년 12월 ~ 2014년 10월, 수도권, 6시-25시, 모든플랫폼 

CHANNELA A 

프로그램명 시청률 

먹거리X파일 1.52 

이제 만나러 갑니다 1.45 

웰컴 투 시월드 0.96 

모큐드라마 싸인 0.86 

관찰카메라 24시간 0.84 

갈데까지 가보자 0.65 

<주요 프로그램 2049 최고시청률> 

주요 프로그램 및 시청률 



1 
채널A 최장수 프로그램 이제만나러갑니다 최근3개월간 꾸준한 시청률 상승 ! 예능 

6.25이후 단절되어있던 민족의 벽! 아직도 그들을 울리는 남한사회의 오해와 편견! 
세계 최초! 방송 최초! 남과 북의 화합을 모색하는 소통 버라이어티 <이제 만나러 갑니다>! 

• 닐슨코리아 / 2014년 9월 7일 ~ 2014년 11월 16일, 이제 만나러 갑니다 본방기준, 모든플랫폼 

CHANNELA A 

일요일 23시 / MC: 남희석, 박은혜 

이제 만나러 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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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프로그램 및 시청률 



1 주요 프로그램 및 시청률 

갈데까지 가보자 100회 돌파! 자체 최고 시청률 경신! 

갈데까지 가보자 

교양 

화요일 20시 20분   

일상에 지친 우리에게 그들이 전하는 진정한 힐링은 무엇일까? 
낭만의(醫)객 김오곤 한의사가 답답한 도시를 떠나 자연 속에서 삶의 의미를 찾아가는  
낭만 고수들의 일상으로 들어가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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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닐슨코리아 / 2012년 11월 27일~ 2014년 11월 11일, 갈데까지 가보자 본방 기준, 수도권, 유료가입가구, 모든플랫
폼 

CHANNELA A 

11/11  

100회 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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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NNELA A 1 
박정훈의 뉴스 TOP10 

보도 

월요일~금요일  18시 / MC: 박정훈 

주요 프로그램 및 시청률 

* 닐슨코리아 / 2014년 1월 ~ 2014년 10월, 18시~19시20분(월-금), 수도권, 유료가입가구, 지상파 제외 전 채널, 모든플랫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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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훈의 뉴스TOP10  지상파 제외 채널 중 동 시간대 1위! 
넘쳐나는 뉴스 가운데 꼭 알아야 하는 뉴스만은 추려낼 순 없을까?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오늘의 뉴스 10’를 박정훈 앵커와 뉴스고수 3인이 분석한다! 



CHANNELA A 

카톡쇼S 

교양 

목요일 24시 20분 / MC: 이훈, 석동빈 

주요 프로그램 및 시청률 1 

Part 1. 연예인 뿐 아니라  
일반인들의 참여까지,  

김여사 탈출 프로젝트! 

Part 2. 새로운 시각으로  
꼼꼼히 파헤친다!  

한층 진화된 신차분석! 

Part 3. 자동차 산업의  
새로운 파워로 떠오른  
무료 튜닝 프로젝트! 

2014년 11월 ! 더 빠르고 특별하고 똑똑해진 카톡쇼S로 바뀌었습니다! 
연예계 자동차 마니아 이훈! 카톡쇼S의 브레인이자 국내 유일 기자 레이서 석동빈과 함께 
2040 소비자를 위해 한층 독하고 아찔해진 컨텐츠로 돌아온 카톡쇼S! 



CHANNELA A 1 
내조의 여왕 

예능 

대한민국 내조의 여왕,  
남편을 최고로 만든 그들의  비법은? 

토요일 23시 / MC : 손범수, 진양혜 

알짜 정보 두둑한 살림꾼부터 
우여곡절을 겪은 억척스러운 아내, 
잘나가는 유명한 아내까지! 
 
주제에 따라 공통점을 가진  
유명인의 아내들이 말하는  
내 남편을 최고로 만든 비법! 
 
채널A 인포테인먼트 토크쇼 
<내조의 여왕>! 

주요 프로그램 및 시청률 

웰컴 투 시월드 

예능 

목요일 23시 / MC : 정찬우, 최은경 

끝나지 않는 고부간의 갈등을 
토크로 풀어낸다! 

가깝고도 먼 고부사이! 
 
스타 시어머니와 며느리들이 펼치는 
대한민국 최초의 시월드 토크쇼! 
 
고부간의 생각차이를 알아보는 
공감 토크쇼 <웰컴 투 시월드>! 



CHANNELA A 1 
관찰카메라 24시간 

교양 

24시간 궁금한 것들을 밀도 있게  
관찰, 기록하는 신개념 다큐멘터리! 

수요일 20시 20분 

8인의 VJ가 같은 날, 같은 시에 
게릴라 팀으로 출동! 
 
24시간동안 일어나는 일들을 
다양한 각도에서 밀착 취재하는 
인해전술 커버리지 관찰 다큐멘터리! 
 
단순 공간이 아닌 세태풍속, 직업군 등  
다양한 24시를 관찰하는 <관찰카메라 24시간>! 

주요 프로그램 및 시청률 

TV주치의 닥터 지.바.고 

교양 

월요일 19시 20분 / MC : 박용우, 김완선  

실험과 검증을 통해  
5천만 국민의 건강을 책임질 인포테인먼트! 

건강, 질병, 식품, 의학 등 
건강과 실생활에 꼭 필요한 아이템들을 총 망라! 
 
실험과 검증, 찬반 전문가의 토크를 통해  
주제와 관련된 진실과 이면을 낱낱이 공개한다! 
 
시청자들에게 정확한 사실을 전달하여 
지키고 바꾸고 고치는 
<TV주치의 닥터 지.바.고>! 

http://tv.ichannela.com/culture/jibago
http://tv.ichannela.com/culture/24hours


CHANNELA A 1 
먹거리 X파일 

교양 

‘먹거리’에 대한 숨겨진 진실과 
이면을 이야기 하는 채널A 대표 프로그램! 

금요일 23시 / MC: 김진 기자 

<현장고발> 
<당신이 모르는 먹거리의 진실> 
<착한 식당 모자이크를 벗겨라> 
 
착한 먹거리, 착한 식당 신드롬의 주역 
대한민국 먹거리 문화 바꾸기 프로젝트! 
 
단순 고발을 넘어선 
생산, 유통, 소비와 관련된  
문화비판과 대안모색! 

싸인 

교양 

화요일 23시 / MC : 류승수 

드라마보다 더 드라마 같은  
실화 바탕의 다큐 드라마!  

갈수록 잔혹해지는 강력범죄, 
그 사건에 담긴 한편의 드라마와 같은 이야기! 
 
사건 발생부터 범인검거 
그리고 이면의 사연까지… 
 
최고 시청률 5.21%! 
최근 6개월 평균 시청률 3.0! 
 
채널A의 씬스틸러 <모큐드라마 싸인> ! 

주요 프로그램 및 시청률 



CHANNELA A 1 

지상파를 뛰어넘는 압도적 시청률! 
속이 뻥 뚫리는 시사/대담 프로그램의 대표주자! 

인상 쓰게 만드는 사회적인 모순과 행태들에 대해  
웃어버릴 수 있는 시원하고 명쾌한 솔직대담! 
 
신개념 시사토크 프로그램 
<하종대의 쾌도난마>! 

하종대의 쾌도난마 

시사 

월-금요일  16시 55분 / MC : 하종대 

신문이야기 돌직구 쇼 

보도 

월-금 9시 / MC : 김진 기자 

복잡하고 읽기 힘든 신문은 가라! 
편안하고, 쉽지만 깊이 있는 신문 이야기! 

진짜 우리가 궁금한 이야기들을 
날카롭고 속 시원하게  풀어주는  신문 이야기! 
 
TV방송 뉴스로만은 채울 수 없는 
깊이있는 현안 부석과 통렬한 비판 
 
매일 아침 8개 일간지를 모두 비교해 볼 수 있는  
<신문이야기 돌직구쇼>! 

주요 프로그램 및 시청률 



CHANNEL 

채널A 
신규 프로그램  

New Programs 



CHANNELA A 2 신규 프로그램 

여변호사가 말한다 女子 

교양 

12월 1일 (월) 23시 첫 방송 예정 

대한민국 여자들은 도움이 필요하다?! 
믿기지  않지만 벌어지고 있는 실제상황들! 기막힌 스토리의 향연!  
임방글, 양지민, 신은숙, 손정혜 4人4色의 여자변호사가 들려주는 쇼킹한 실제 이야기  
그들이 말하는 법률과 함께하는 인생의 현명한 갈등 대처법은? 

STORY 2 : 식물인간의 눈물 
신혼 초 식물인간이 된  
남편을 방치한 며느리를 고소한  
시어머니의 이야기 

STORY 1 : 내 남자의 각서 
6년 간 뒷바라지 한 남자와 헤어지며 
인공수정으로 낳은 아이의 양육비를  
청구한 여자의 이야기 

첫번째 기막힌 스토리 

Part 1. 변호사가 말한다 
여자 변호사들이 법정에서 체득한 현실적인 조언과 알짜배기 법률 정보! 
 

Part 2. 여자가 말한다 
시월드, 가정폭력, 육아고민.. 남자들은 죽어도 모른다! 
진짜 여자만 공감하고 이해 할 수 있는 女子의 이야기! 



CHANNELA A 2 신규 프로그램 

독한인생 서민갑부 

교양 

12월 6일 (토) 21시 50분 첫 방송 예정 

장안에 손꼽히는 자수성가 대한민국 슈퍼리치들의 이야기! 
독한 사람, 독한 감동, 그리고 독한 희망의 이야기..  
짠내나고 땀내나게 돈 버는 거리의 천만장자 서민갑부!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본다! 

서민갑부란?  아무런 벼슬이나 신분적 특권을 갖지 못한 일반사람으로,  
                                    100억 이상의 자산을 보유하여 대한민국 0.1%에 속하게 된 아주 독한 사람 

허름한 가게, 수수한 외모로 서민갑부가 된 사람들!  
이들은 어떻게 100억 이상의 자산을 보유하게 되었으며 연 10억 이상의 수익을 내는걸까? 

100억대 자산가의 꿈을 이룬 독한 인생을 살아온 자!  
자산가가 되기까지 있었던 위기, 갈등 그리고 
밑바닥에서 서민갑부가 된 성공 노하우까지 ! 
그들이 전하는 삶의 이야기와  100억대 자산가를 꿈꾸는 新서민갑부를 위한 희망지침서까지! 



CHANNELA A 2 신규 프로그램 

실화극장 그 날 

예능 

12월 7일 (일) 21시 50분 첫 방송 예정 

그 동안 미처 알지 못했던 여러 사건들의 뒷이야기를 듣는다! 
대한민국을 떠들썩 하게 했던 연예계 비화를 비롯해서, 
사회,정치,경제면을 장식하며 우리 사회의 단면을 드러낸 사건들의 
그 동안 미처 알지 못했던 뒷 이야기를 들어본다! 

       “내가 쐈어요!” 어느 여배우의 절규... 
 

        1971년 1월 14일 새벽,  
여배우 방성자의 집에서 울린 총격소리! 
총 잡는 법조차 제대로 알지 못한 그녀가 

자신이 범인이라고 우긴 까닭은? 

70명과 약혼한 우리나라 최고의 카사노바 ‘박인수’ 
 

1955년 7월 22일, 서울지법 대법정에서 열린 공판! 
공판의 주인공은 무려 70명의 여성을 상대로 
혼인빙자간음죄를 저지를 박인수!  
하지만 그에게 선고된 것은 무죄!  
그가 이러한 일을 저지른 이유와 무죄의 이유는? 



CHANNELA A 2 신규 프로그램 

나는 몸신(神)이다 

예능 

12월 17일 (수) 23시  첫 방송 예정 

대한민국 누구라도 건강에 대한 비책을 갖고있다면 몸신(神)이 될 수 있다! 
자칭 타칭 건강 전문가들이 공개하는 자신만의 건강 비책을 소개한다! 
연예인 패널의 체험과 전문가의 깐깐한 검증을 거친 건강비책은? 
건강고수들이 몸신(神)이 되는 건강 버라이어티쇼! 

자기가 직접 개발한 건강법이나 특급비책으로  
건강상의 큰 효과를 경험,  자기 몸을 관장하는데 성공한 사람들을 칭하는 신조어! 

제 1회 : 퇴행성 관절염 & 오(O)다리 교정법 
패널 : 엄앵란, 이용식, 독고영재, 조민희, 변우민 
 
전문가 : 강재헌(가정의학과교수), 김문호(한의사),  
           김소연(박사), 임경숙(식품영양학과교수) 

자칭 타칭 건강 전문가들이 전해주는 자신만의 건강비책!  
그리고 전문가들의 검증과 확장된 정보까지! 

https://www.google.co.kr/url?sa=i&rct=j&q=&esrc=s&frm=1&source=images&cd=&cad=rja&uact=8&ved=0CAcQjRw&url=https://fngage.com/Front/Apps/Detail/10000088&ei=6lNlVNKdJcXFmAWVw4CoAg&bvm=bv.79142246,d.dGY&psig=AFQjCNEPiaUUXTT0SvdEc2iWTTN-GH4PFQ&ust=141601312536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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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NNEL 

채널A 
IMC 

Ad Package 



CHANNELA A 3 IMC 

프로그램 
등급 

구분 세부내용 

R 프라임 타임  예능 프라임 타임 예능 

S 예능 프라임 타임 외 예능 

A 교양 교양, 버라이어티 

B 정보 스튜디오 정보 쇼 

PPL 등급 구분 세부 내용 
프로그램 등급 

R S A B 

LEVEL 1 단순 PPL 광고주 제품 단순 노출 7,800 5,600 3,300 1,100 

LEVEL 2 기능 PPL 광고주의 상품 특성 상세 노출 11,100 7,800 5,600 3,300 

LEVEL 3 기획 PPL 광고주의 상품 활용 프로그램 내 에피소드 20,000 12,200 / / 

* 이제만나러갑니다 Level 1 PPL 노출화면 

PPL 

IMC1 



CHANNELA A 3 IMC 

광고주의 요구를 반영해 브랜드와 연계된 프로그램 신규 제작 
채널A의 경우 2013년 5월 <H증권>과 함께 <꿈을 쏘다> 라는 프로그램을  
2013년 9월 <L제과>와 함께 <틴아이돌 오디션>이라는 프로그램을 제작 했었습니다! 

*  <꿈을 쏘다> with <H증권> 
           2013년 5월 11일 ~ 2013년 6월 1일(총 4부작)까지 제작된 <꿈을 쏘다>는 
          <H증권>과 함께 새로운 직장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도전 기회를 주는 것을 목표로 제작 

*  <틴아이돌 오디션> with <L제과> 
          2013년 8월부터 총 3차의 예선을 걸쳐 <틴아이돌 오디션>이라는 프로그램을 제작  
         <L제과>와의 공동주최로 2013년 9월 14일 결승 녹화 후  9월 28일 방영 

프로그램을 활용해 별도로 제작한 광고 영상 

* 자세한 사항은 담당자와 별도 협의 

Branded Program 

IMC2 

Branded Filler 

IMC3 



CHANNEL 

채널A 
프로그램 편성표 

Scedule 



주중 주말 

CHANNELA A 

목 

주중 

금 화 수 

주중 

목 금 화 수 월 보도 
주말 

토 일 

4 프로그램 편성표 

Line Up 

12월 

목 

24:20 

25시 
25:30 

<카톡쇼S> 

화 금 수 월 

예능/ 
교양 

월 시사 

18:00 

18시 
19:20 

19:10 

19시 
20:30 

<정용관의 
시사병법> 

15:55 

16시 
16:55 

* 기본편성표와 일부 다를 수 있습니다. 

<신대동여지도> 

07:50 

08시 
09:00 

08:00 

08시 
09:00 

<아침경제 골든타임> 

<TV주치의  
닥터 지.바.고> 

19:20 

19시 
20:20 

일 토 

23:00 

23시 
24:10 

23:00 

23시 
24:30 

<웰컴 투 시월드> <모큐드라마 싸인> <먹거리 X파일> <내조의 여왕> <이제 만나러 갑니다> <나는 몸신이다> <여변호사가 말한다  
女子> 

<갈데까지 가보자> <관찰카메라 24시간> 

20:20 

20시 
21:30 

21:50 

22시 
23:00 

<실화극장 그 날> <독한인생 서민갑부> 

13:30 

13시 
14:40 

<직언직설> 

14:30 

14시 
15:30 

14:40 

15시 
15:55 

주말 

토 일 

<하종대의  
쾌도난마> 

21:30 

22시 
23:00 

16:55 

17시 
18:00 

09:00 

09시 
10:10 

06:40 

07시 
08:00 

<신문이야기  
돌직구쇼> 

12:30 

12시 
13:30 

09:00 

09시 
10:20 

12:30 

12시 
13:30 

<시사인사이드> 

15:40 

16시 
16:50 

13:30 

13시 
14:30 

10:20 

10시 
11:20 



CHANNELA A 4 프로그램 편성표 

기본편성표 

12월 
급 시 급 시 급 시 급

카톡쇼 S

50' [교][자][해] (재) 

관찰카메라 24시간

00' [교][자][수] (재) 국립공원기행

굿모닝 A

부부극장

콩깍지

30' [예][15][자] (재)

30' [교][자] (재) 30' [예][12][자] (재)

이제 만나러 갑니다
모큐드라마

싸인

20' [예][15][자] (재)

3먹거리 X파일 관찰카메라 24시간 정파
30' [교][자][수] (재)

           국립공원기행

30' [교][자][수] (재)

           국립공원기행

갈데까지 가보자 50' [교][자] (재) 갈데까지 가보자 50' [교][자][해] (재) 50'

먹거리 X파일
3

2

20' [예][15][자] (재)

웰컴 투 시월드

40' [교][15][자] (재)

50' [교] (재)        TV 악학궤범

C

30' [교][자][해] (재) 30' [교][자][해] (재)

내조의 여왕

40' [교][15][자] (재)

1

카톡쇼 S
이제 만나러 갑니다 먹거리 X파일 이제 만나러 갑니다

12

A

10' [교][15][자][해] (재) 10' [교][15][자][해] (재)
20' [교][15][자]

C

2

라이벌매치

압도적 7 2
카톡쇼 S

40' [교][자] (재)

3

부부극장

콩깍지

40' [예][15][자] (재)
관찰카메라 24시간

40' [교][15][자] (재)

1 120' [교][15][자] (재) 20' [교][자][해] (재) 

모큐드라마

싸인A

12 12
모큐드라마

싸인

30' [예][12][자] (재)

11여변호사가 말한다

女子 나는 몸신이다 웰컴 투 시월드 먹거리 X파일
내조의 여왕

11

00' [예][15][자] 00' [예][12][자]

11

00' [교][15][자] 00' [교][15][자] 00' [예][15][자] 00' [예][15][자] 00' [교][자]

S

A

10
독한인생

서민갑부
실화극장 그 날

50' [L][보][자] 채널A 스포츠 뉴스

채널A 종합뉴스
50' [교][15][자] 50' [예][15][자]

9 9 9
30' [L][보][자]

8 8 8

S

A

30' [예][12][자] (재) 30' [예][15][자] (재)

이제 만나러 갑니다 갈데까지 가보자 관찰카메라 24시간
모큐드라마

싸인
웰컴 투 시월드

이제 만나러 갑니다 내조의 여왕

20' [예][12][자] (재) 20' [교][자] 20' [교][자] 20' [교][15][자][해] (재)

10 10

A
박정훈의 뉴스 TOP10 내조의 여왕 웰컴 투 시월드

10' [L][보][자]
20' [교] 20' [교][자][해] (재) 20' [예][15][자] (재) 20' [예][12][자] (재) 20' [교][자][해] (재) 

채널A 종합뉴스관찰카메라 24시간 웰컴 투 시월드 이제 만나러 갑니다 갈데까지 가보자

7

4정용관의 시사병법

A

6

00' [L][보][자]

6

00' [예][15][자] (재)

S

A
5 5

7

00' [예][15][자] (재)

6

7

5

3

40' [L][보]

S

A
하종대의 쾌도난마 먹거리 X파일 이제 만나러 갑니다

55' [L][보][자] 50' [교][자] (재) 50' [예][12][자] (재)

2
30' [L][보][수]

40' [L][보]
55' [L][보][자]

4

30' [L][보] 30' [L][보][수]

30' [L][보]
40' [L][보]

뉴스 스테이션 뉴스 TOP10

3
직언직설

3

2

4
청와대 25시 이동관의 노크

12

웰컴 투 시월드 내조의 여왕 이제 만나러 갑니다 내조의 여왕 이제 만나러 갑니다 내조의 여왕

11

30' [L][보] 30' [L][보]

채널A 뉴스 특보 채널A 뉴스 특보

1

뉴스 특급 뉴스 특급

1

20' [예][15][자] (재) 20' [예][15][자] (재) 20' [예][12][자] (재) 20' [예][15][자] (재) 20' [예][12][자] (재) 20' [예][15][자] (재) 20' [예][15][자] (재)

A

11 11

웰컴 투 시월드

12 12

1

2

9
신문 이야기

돌직구 쇼

신문이야기

돌직구 쇼

논설주간의

세상보기

10
10' [교][자][해] (재) 10' [교][15][자] (재)

20' [L][보]

갈데까지 가보자
부부극장

콩깍지시사 인사이드

10

9

00' [L][보]

9

00' [L][보] 00' [L][보]

40' [L][보]

B

7 7

8 8

00' [L][교]
아침 경제

골든 타임

C

4
정파

40' [교][자][수] (재)

           국립공원기행

10' [예][15][자] (재)

이제 만나러 갑니다

C

30' [교][자][해] (재) 30' [교][15][자] (재)

부부극장

콩깍지
5

10' [예][15][자] (재) 10' [예][12][자] (재)

30' [교][자][해] (재) 

내조의 여왕 이제 만나러 갑니다

00' [교][자][수] (재)

           국립공원기행

00' [교] (재)        TV 악학궤범

4 4

00' [교][자][수] (재) 국립공원기행

00' [교][자][수] (재) 국립공원기행

40' [예][15][자] (재)

관찰카메라 24시간

00' [교] (재)        TV 악학궤범 갈데까지 가보자

C
30' [예][15][자] (재)

웰컴 투 시월드

40' [교][수]

채널A 시청자마당

10' [교][자][수] (재)

           국립공원기행

내조의 여왕

00' [교] (재)        TV 악학궤범

5 C

B

A

S

A

A

S

A

A

6 6
웰컴 투 시월드

50' [예][12][자] (재)

5

6

월 화 수 목 금 토 일

40' [교][자][해] (재) 

TV 주치의

닥터 지·바·고

C

A

S

A

A

S

A

A

B

C

관찰카메라 24시간
7

B

50' [교]

8신대동여지도 갈데까지 가보자

00' [교][자][해] (재) 

10

A



감사합니다 

EN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