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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GOODTV 소개
창사 25주년을 맞은 기독교방송

국내 유일 초교파 대표방송

높은 시청률의 기독교 채널

GOODTV는 1997년 창립하여

GOODTV는 특정 교단에 속하지 않고,

GOODTV는 종교채널 중 높은 시청률로

국내 기독교TV 방송사 중 2번째로 출범한 방송국입니다.

‘초교파’로 미디어선교를 감당하는 선교 방송사입니다.

시청률 상위를 유지하며, 많은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1997
1999
2001
2006
2007
2008

2009
2012
2014
2016

2017

• C3TV 인터넷 방송 개국
• 케이블 방송 개국
• 방송채널사용사업(PP) 종교분야 1호 등록
• SK BTV VOD 콘텐츠 공급 개시
• KT 올레TV VOD 콘텐츠 공급 개시
• KT IPTV(메가TV), SKB BTV 실시간 방송 론칭
• 티브로드, GS강남방송, HCN, C&M 디지털방송 론칭
• KT IPTV VOD채널 ‘우리교회방송(CH.888)’ 오픈
• 채널명 변경 (C3TV → GOODTV)
• 다번역성경찬송 APP 개발
• HD 방송시스템 구축 및 송출 개시
• 글로벌선교방송단 1기 출범
• GOODTV 신규 CI 변경
•㈜뉴스미션, 데일리굿뉴스로 제호 변경
• 문화예술선교단 창단
• 주간 오프라인 신문 ‘위클리굿뉴스’ 창간

2018 • KT 스카이라이프, LG 유플러스 송출개시
• 네이버 인공지능 스피커 “클로바” 콘텐츠 공급 개시
• 네이버 뉴스검색 제휴
• GOODTV 뉴욕지사 개국
• 한국교회 부활절연합예배 생중계 주관방송
2019 • GOODTV 부ㆍ울ㆍ경 본부 설립
• (사)굿미디어 설립
• 천사후원의 달 ‘낮은곳으로 임하소서’ 특별후원방송 시작
2020 • 창사 20주년 및 글로벌선교방송단 1만 감사예배
(인터컨티넨탈 서울 코엑스 하모니볼룸홀)
• SO 플랫폼 채널평가 종교분야 1위
• 과기부 산하 (사)WAKB세계한인방송협회 한국법인 설립
2021 • 생방송 ‘달리다굼’ 방송시작
•데일리굿뉴스 홈페이지 리뉴얼
2022 • 글로벌선교방송단 2만 8천여명 가입 돌파
• GOODTV-대치순복음교회, 소년소녀가정 장학금 지원 ‘천사지원프로젝트’ 진행
• 녹톡(Knock talk) 오디오 APP 정식 출시
• 다번역성경찬송 APP 출시 10주년

II. GOODTV 매체력
01

02

• IPTV KT Olleh tv, SK Btv, LG U+
• 위성방송 KT skylife
• 케이블TV
• VOD 우리교회방송국 KT 888번
• OTT D’LIVE 플러스

3,000만 가시청 가구
ㆍ SO플랫폼 채널평가 종교분야 1위
ㆍ 종교채널 11개중 1위ㆍA등급
ㆍ IPTV 주일시청률 3년 연속 1위

• 인터넷 설교방송
ㆍ국내 최초ㆍ최대 인터넷 설교방송 l www.goodtv.co.kr
ㆍ150여 개 교회 참여, 1일 방문객 3만여명

•GOODTV Application
03

ㆍ자체 개발인력 보유
ㆍ다번역성경찬송 APP: 성경 APP 이용자 수 국내 1위, 다운로드 수 500만명, 주간 사용자 수 100만명
ㆍ네이버 인공지능 AI “클로바” 콘텐츠 공급

04

•GOODTV 뉴스•인터넷신문 • 오프라인 신문
ㆍTV뉴스 l 인터넷신문 ‘데일리굿뉴스’ l 오프라인신문 ‘위클리굿뉴스’ 발행으로 한국교회 언론 대변
ㆍ네이버 뉴스 검색 제휴

위성방송

IPTV

인터넷 망으로 24시간 GOODTV 실시간 방송 TV시청 가능

CH. 273

CH. 234

CH. 293

위성방송으로 24시간 GOODTV 실시간 방송 TV시청 가능

CH. 186

• 서울: 양천, 은평
• 경기: 부천, 김포, 의정부, 양주, 동두천, 포천, 연천
• 인천: 부평구, 계양구

Ch.303

• 부산: 중구, 동구, 영도구, 진구, 해운대, 기장, 금정
• 서울 : 강남, 강동, 구로, 금천, 노원,

마포, 성북, 서대문, 서초, 송파,
용산, 중랑, 종로, 중구, 성동, 광진
• 경기 : 고양, 파주, 의정부, 동두천, 연천,

Ch.545
• 서울: 관악, 동작, 서초

포천, 양주, 광주, 구리, 하남,
남양주, 가평, 양평, 여주

• 대구: 수성, 동구
• 강원: 강릉, 동해, 속초, 태백, 삼척, 양양, 고성, 원주, 횡성, 영월,
평창, 정선, 춘천, 홍천, 철원, 화천, 양구, 인제

• 충남: 당진, 서산, 태안, 홍성, 예산, 청양
• 경북: 안동, 영주, 예천, 의성, 봉화, 문경, 청송, 영양, 경주, 경산,
영천, 청도
• 경남: 마산, 창원, 김해, 진해, 함안, 의령, 밀양, 양산, 창녕, 합천,

• 부산: 동래, 연제

거창, 통영, 거제, 고성

• 대구: 북구

• 전북: 김제, 정읍, 남원, 고창, 부안, 임실, 순창

• 경북: 포항, 울릉, 영덕, 울진, 구미,

• 전남: 목포, 신안, 무안, 강진, 완도, 해남, 영암, 진도, 장흥, 여수,

김천, 상주, 칠곡, 성주, 고령, 군위

순천, 고흥, 광양

• 충북: 청주, 옥천, 청원군, 영동, 보은

Ch.797
Ch.224

• 경기 성남시: 수정구, 중원구, 분당구

• 전북: 익산, 군산

• 서울: 강북, 강서, 광진, 노원, 도봉, 동대문,

• 충북: 충주, 제천, 단양, 음성,
• 인천: 남구, 연수구

괴산, 진천, 증평

서대문, 종로, 중구, 성동,
• 경기: 용인, 평택, 이천, 안성, 수원, 오산,
화성, 광명, 안산, 시흥, 과천, 의왕, 군포, 안양

• 대구: 달서구, 달성군

• 인천: 남동구, 서구, 중구, 동구, 강화, 웅진
• 충남: 천안시, 아산시, 세종시
• 전북: 전주, 완주, 무주, 진안, 장수
• 부산: 강서, 북구, 사상, 서구, 사하, 남구, 수영구
• 대구: 중구, 남구, 서구, 달서구, 달성군

• 경남: 진주, 사천, 남해, 하동, 산청, 함양
• 울산: 중구, 남구, 동구, 북구, 울주군

• 매주 3만부 발행

• 기독교 정신을 근간으로 한 인터넷 종합 일간지

• “세상을 복음의 빛으로 밝히는” 선한 사역 보도

• 네이버 검색 제휴

• www.weeklygoodnews.co.kr

• 해외 한인언론사에 기사 제공 多

• www.goodnews1.com

(단위: 원, VAT 별도)

SPOT광고(30초/ 1일 4회) / 1개월

5,000,000

3,000,000

ID 광고(15초/ 1일 3회) / 1개월

1,000,000

자막 광고(1일 12회) / 1주

300,000

GOODTV는 시청률을 반영하여 광고시급을 조정하고 있습니다.
GOODTV는 광고운행 기간 및 1일 광고 운행 횟수에 따라 단가가 조정될 수 있습니다.

2,000,000

• 1일 이용자 수[Daily UV] : 평균 3만여명

• 1일 이용자 수[Daily UV] : 평균 1만여명

`

• 주간 이용자 수[WAU_Weekly Active User] : 평균 1백만명

1면 칼라

4단

2,300,000

3면 칼라

5단

1,800,000

4면 칼라

5단

1,500,000

6면 흑백

5단

1,000,000

7면 흑백

5단

1,000,000

8면 흑백

5단

1,000,000

10면 칼라

5단

1,500,000

11면 흑백

5단

1,000,000

12면 칼라

전면

4,000,0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