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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BS 비즈니스 리뷰 – 모멘트 Moment> 론칭

‘성공한 기업의 터닝포인트는 언제인가’ 

- 정상에 선 기업들은 저마다 위기극복, 혁신, 성장의 터닝포인트를 갖는다

- 검색으로는 알 수 없는 한걸음 더 들어간 기업스토리

- 전현직 경제전문저널리스트들과 PD·방송작가들의 흔치않은 협업이 빛났다

장수 기업, 정상에 선 기업, 성공한 브랜드에는 모두 ‘터닝포인트 그해(the year)’가 있다. 그 기업들에게 터닝

포인트는 언제였을까. 그들은 왜, 어떻게 터닝포인트를 지나 달라졌을까. 

EBS 비즈니스 리뷰는 성공한 기업이 위기극복, 혁신, 또는 성장의 계기를 마련한 ‘그해’를 집중 조명한 ‘EBR 

모멘트’를 오는 24일 밤 0시55분 ‘삼성반도체편’을 시작으로 다음달 27일까지 방송한다고 23일 밝혔다. 삼

성전자를 시작으로, 소니, 애플, 다이슨 청소기, 김치냉장고 딤채 등 모두 25개 기업을 다룬다. 진행은 <한

겨레> 대기업 전문기자인 김진철 기자와 배우 이시원씨가 맡았다. EBS 비즈니스 리뷰는 EBS가 제작하는 

경제경영 콘텐츠로, 하버드 비즈니스 리뷰(HBR)의 정신을 벤치마킹하여 여러 기업의 혁신 사례를 전한다. 

 ‘EBR 모멘트’는 “기업의 모든 것은 그 해 결정되었다"라는 아이디어에서 출발했다. 특정 기업인, 기업, 상

품을 성공으로 이끈 결정적인 그 해(the year)를 내러티브의 중심에 놓고 당시 존재했던 성공과 실패의 시

간을 직조해 낸다는 콘셉트를 갖고 있다. ‘EBR 모멘트’는 터닝포인트 전후의 해당 기업의 역사, 그 기업이 속

한 업계의 속사정, 터닝포인트를 이끌어낸 시이오 등 기업인의 노력 등을 다각도로 조명한다. 

정보의 신뢰도와 깊이가 다른 기업콘텐츠와 차별점이다. EBS 비즈니스 리뷰는 ”인터넷에 널려있는 파편적 

정보를 넘어서는 공신력 있는 사실을 제공하고자 했다“며 ”아울러 취재를 통해 인터넷에 검색되는 홍수 같

은 정보들의 진위와 신뢰도를 가려낼 수 있는 경제경영 콘텐츠“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하여 EBS 소속이 아닌 전·현직 경제전문기자들과 EBS의 피디·방송작가들이 협업한 사실이 눈에 

띈다. EBS 비즈니스 리뷰는 르포, 실화스토리 전문기획사 팩트스토리(대표 고나무)와 계약을 체결하고 취재

보도자료 2020년 11월 23일 (월) 배포

2020년 11월 23일 (월) 배포 시점부터 보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 의
EBS 비즈니스 리뷰 오정호 CP (02-526-2651) 

팩트스토리 고나무 대표 (070-7771-9448, dokko@factstory.kr)



- 2 -

와 대본작성 과정에서 협업했다. 팩트스토리 및 팩트스토리가 섭외한 ‘오리지널 스토리 기자단’ 8명이 방송 

대본과 영상의 핵심 내용과 주제가 담긴 ‘오리지널 스토리’를 작성했다. 기자단이 작성한 ‘오리지널 스토리’

에는 기업의 터닝포인트, 터닝포인트 전후의 역사, 자료와 취재 결과 분석 등의 핵심적인 내용이 담겼다. 

EBS의 피디·방송작가들은 기자단과 논의하면서 이 오리지널 스토리에 바탕해 대본을 집필하고 영상을 촬영

했다. 박동현 피디, 김민정, 엄윤성 작가가 감각적인 영상으로 풀어냈다. 

EBS 비즈니스 리뷰는 ”양질의 기업스토리를 대량으로 공급받는 것은 기존 시사교양 방송 자료조사 시스템

으로 쉽지않다고 판단했다“며 ”스토리 공급라인을 새롭게 확보하려했다“고 설명했다. 팩트스토리는 ”‘오리

지널 스토리’는 기존에 방송계에서 활용된 바 없으며, 웹툰웹소설·드라마영화 등 스토리업계에서 스토리의 

기본 얼개를 담은 '원안'과 비슷한 개념“이라며 ”기자와 피디·방송작가 직군이 유기적으로 협업한 덕분에 

짧은 시간에 좋은 퀄리티의 기업스토리가 나올 수 있었다“고 밝혔다. EBS 오정호 부장은 ”피디와 기자는 

공존하기 어려운 직군이라고 하지만, 서로가 기대하지 않았던 높은 지점에서 만나고 있음을 확인하고 있다

“며 ”참신한 협업의 결과는 프로그램의 격으로 드러날 것“이라고 말했다. 

EBR모멘트는 EBS 비즈니스 리뷰 홈페이지( https://ebr.ebs.co.kr/ebrmain )에서 다시 볼 수 있다. 

● 프로그램 이미지와 출연자 사진은 EBS로 문의 주시면 별도 제공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