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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12번채널을 아십니까? 
 
도쿄기준 일본의 대표채널은 7개입니다. 
(1:NHK종합, 3:NHK교육, 4:일본테레비 6:TBS테레비 8:후지테레비 10:테레비아사히) 
 
그리고 문제의 그 채널 12번 테레비도쿄(テレビ東京). 
 
사실 테레비도쿄는 다른 방송보다는 조금마이너하고, 
도쿄가 들어간 만큼...시골에는 잘 안잡히는곳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공개한 편성기준 우선순위에는, 
 
1. 교육 프로그램 
2. 교양 프로그램 
3. 오락 프로그램 
테레비도쿄의 오락 프로그램은, 대중의 사회생활에 조화를 이루는 건전한 
양식에 의거해 위안을 제공하여, 생활을 풍부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4. 보도 프로그램 
5. 광고  
 
라고 되어있어, 일반 방송과 별 차이점이 없습니다. 
 
 
 

http://www.parkoz.com/zboard/view.php?...lect_arrange=headnum&desc=asc&no=46169 (1 of 6)2006-12-24 오전 10:50:03

 

 

 

 

 

 

 

 

 

 

 

 

 

 

 

 

 

 

Sponsor's News

 
 



http://www.parkoz.com/zboard/download.php?id=images2&page=1&sn1=&divpage=8&category=1&sn=off&ss=on&sc=off&select_arrange=headnum&desc=asc&no=46169&filenum=1
http://www.parkoz.com/zboard/download.php?id=images2&page=1&sn1=&divpage=8&category=1&sn=off&ss=on&sc=off&select_arrange=headnum&desc=asc&no=46169&filenum=1

http://www.parkoz.com/zboard/search.php
http://www.3gatemania.co.kr/
http://www.saemmul.com/
http://www.coolsale.cc/
http://www.cyberon.co.kr/
http://www.ovitt.co.kr/
http://www.wemate.co.kr/
http://www.aswin.co.kr/
http://www.daokorea.co.kr/new/file/event/log/logo_parkoz.php
http://www.mypoweris.com/
http://www.unitec.co.kr/
http://www.stcom.co.kr/
http://www.stmemory.co.kr/
http://www.cjhi.com/
http://www.roits.co.kr/
http://www.zalman.co.kr/
http://gaondigital.co.kr/


[웃김] 테레비도쿄의 전설

그러나.......... 
언제나, 어떠한 상황이라도 테레비도쿄는 다른 방송국과는 다른 특별한 방송을 합니다. 
링크가 없는건 그림을 못찾았으니... ㅠㅠ 이해해주세요..
 
미하라화산 분화사건시 => 각종 애니메이션 
걸프전쟁 개시시 => 즐거운 무밍가족, 세눈박이가 간다, 슈퍼마리오 클럽, 학원키즈 
버스 납치사건시 => 레이디즈 4 
동시다발 테러시 => 여행 프로그램 
마사코(공주) 출산시 => 맛있는 냄비요리 특집 
후세인 발견시 => 레이디즈 4 
쇼와 일왕 위독시 => 호빵맨 
걸프전쟁중 => 무밍의 속편 
한신, 아와지 대지진시 => 무밍 재방송, 패왕대계 류나이트, 게임왕국, BLUE SEED, 뮤턴트 터틀즈, I love SMAP  
지하철 독가스 사건시 => 무밍 재방송 
태풍21호 피해시 => 각종 애니메이션 
홋카이도 동부 대지진시 => 근육통약 홈쇼핑 광고 
아사하라(오움진리교 간부) 사형판결시 => 각종 애니메이션 
마츠모토(오움진리교 간부) 사형판결시 => 목욕탕 58세 퇴직 방송 
이라크 납치자 귀국시 => 레이디즈 4 
고이즈미 총리 평양도착시 => 그랜세이저(특촬물) 
납북자 하스이케가족 귀국시 => 마구로 대가리 구이 17500엔 
니가타 진도 6 대지진시 => 펀치사토 여행, 가이센동(海鮮•）사세요~ 
9.11테러시 심야(타방송 특집중) => 유부녀 온천 
9.11테러 다음날 아침 => 안녕 스튜디오(어린이방송) 
9.11테러 다음날 오후 => 빌딩에 인간이 돌격하는 애니메이션 스크라이드 
아이코 내친왕 탄생시 => 경마 중계 
항공기 추락사고시 => 타미야 RC 그랑프리 
가도카와 하루키(유명한 각천서점의 전 사장, 마약 탈세 등으로) 체포시 => 길가맷슈 나이트 
이시가키섬 부근 국적불명 잠수함 출현시 => 임산부운동, 시대극 '악인 사냥' 
노리노미야공주 결혼 기자회견시 => 위닝 경마 
노리노미야공주 궁을 떠나다. => 맛집 방송 
후쿠오카, 사가에서 진도 6 지진시 => 원조! 뚱땡이 (먹으러 댕기는 방송;) 
미국 대통령 선거 부시 vs 캐리 => 각종 애니메이션 
쇼와 일왕사망 궁내청 보고시 => 테레비동경 사장 인사말 
미야기 대지진시 => 네무리쿄시로(眠狂四•)의 언월살법이 적의 수령을 쓰러트림 
해산 총선거시 => 전국 작은 섬들의 행복한 가족, 꽃게탕 (지바TV도 선전:제일오른쪽위) 
고이즈미 야스쿠니 참배시 => 다리 유키오가 등장해 생선 잡수심. 도미 말림 홈쇼핑 
오움진리교 특집 => 빨간망토 챠챠 
아사미산 분화후 몇일 후 => 아사미산 주변 여행 프로그램 
고이즈미 신내각 발표 => 홈쇼핑 반지사세요 
아네하 건축사 증인심문시 => 쟈파넷다카다 
라이브도어 준설 유포 혐의로 자택수색시 => 비다맨 
라이브도어 호리에 타카후미 기자회견시 => 듀얼 마스터즈 
이사하라 유지로(전설적 영화배우) 사망시 => 라지콘(무선조종 카) 레이스 
북한 미사일이 일본 근해에 착탄시 => 각종 애니메이션, 카드게임 
8.15 야스쿠니 참배시 => 각종 애니메이션, 헬로키티인형, 쟈파넷다카다  
라쿠텐 미키타니 사장이 TBS주식구입에 따른 기자회견시 => HG는 열탕을 할수 있다! 
세이부 초기대주 마쓰자카 다이스케 1군 대뷔 => 각종 애니메이션 
수영장에서 여아가 빨려들어간 사건시 => 동물 방송에서 잠깐 말함 
일본 41년만에 왕자 탄생 => 홈쇼핑 압력솥사세요~, 경제뉴스, 슬램덩크, 인터뷰에서는 무려 다카하시 명인 
자민당 신총재에 아베 신조 => '마스터즈 천공의 패자' 우주를 어둠과 혼돈안에 봉하려고 하는 마왕 
아베 내각의 각료 명부 발표 => 야나카 메구리 
북한이 핵실험, 아베 신총재가 한국에서 기자회견 => 각종 애니메이션 
 
오직 마이 페이스입니다. 
엄청나지 않나요;.......... 
 
 
 
언뜻보면 2류도 아닌 우리나라의 케이블 수준의 3류방송이라 생각할수도 있습니다만. 
중요할때는 꼭 홈런을 쳐주는 괴상한 방송국이기도합니다. 
다음은 불타는 테레비도쿄의 업적들... 
 
우츠노미야를 만두의 마을로 만듬. 현재는 매년 만두축제까지 벌어지는 동네가 됨. 
 
일본축구의 선구자. J리그 탄생전에도 방송국중 유일하게 축구에 큰 관심... 
결국 축구의 수요를 증가시켜 J리그 탄생의 중역을 함. 
 
스포츠 경기 시합자체와 뉴스에 스포츠를 등장시킨 최초의 방송국. 
뉴스하다가도 짜르고 스포츠 중계함. 
 
인기없는 희귀한 스포츠를 적극적으로 방송함. 
 
대표적인 업적으로는, 
물품감정프로, 많이먹기프로, 모닝무스메, 마이크타이슨, 이이지마 아이, 이지리 오카다등을 히트시킴. 
 
토요일도 경마중계는 반드시 함. (타방송국에서는 안했음) 
 
당시 난리가 났던 공포의 프레디VS제이슨을 공포의 馬場VS猪木(프로레슬링-_-) 카드로 묻어버림. 
아직까지도 일본의 프로레슬링은 흥행중 
 
저녁 야구경기(7시)가 우천취소되면 얄짤없이 탑리스 복싱이 방송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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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웃김] 테레비도쿄의 전설

심야방송의 새로운 문화, 길가멧슈 나이트와 헤세이 여학원은 대박  
 
2004년 총선거시 각 당의 의석수를 100% 적중 
 
토쿄대정전시 전방송국 유일하게 속보를 넣음. 
 
편성에 시청자의 의견을 반영, 그에 따라서 뉴스하지마라면 안함. 
 
야스쿠니 참배등의 정치적인 프로퍼간다성 방송을 타방송국들은 따라가지만, 
테레비도쿄는 언제나 마이페이스. 
 
그날 그날 수요에 따라 일일방송종료시간은 제멋대로. 
밤 9시에서 새벽 4시까지 왔다갔다함. 
 
전쟁이 나도, 나라가 망해도 편성표대로 방송원칙을 지킴. 
매우 중요한 스포츠경기등이 아닌이상 자막한줄로 끝 
 
물론 1등보도시는 자랑해주는 센스~ '우리가 빨랐습니다' -_- 
 
 
 
게다가 운도 좋습니다. 
 
2005년 퍼시픽리그 플레이오프 롯데vs소프트뱅크전, 
마이너 방송국이니만큼 5전 3승제인 경기중 마지막 5경기 중계권을 가짐. 
하지만 롯데 2연승, 끝나는가 했더니 소뱅 2연승... 결국 중계하게 됨. 
 
2004년 일본시리즈, 
역시 마이너하다는 이유로 7전 4승제의 마지막인 7경기 중계권을 가짐. 
확률상 거의 중계는 불가능했지만, 정말 7경기까지 가버려 중계하게 됨. 
 
1994년 월드컵 최종예선 
마이너의 설움.. 리그전 마지막 5번째 경기의 중계권을 가짐. 
하지만 마지막 경기는 그유명한 '도하의 비극' (우리나라는 도하의 기적이죠 ㅎㅎ) 
불멸의 전설적 시청률 58% 대박을 터트림. 
 
2005년 일본 시리즈의 중계는 앞에서 끝나 못함. 
대신 어부지리격으로 우승 특집방송의 방영권을 가져 방송하게 됨. 
 
3년 연속 와꾸가 잘맞아 프로야구 1위 결정경기를 중계함. 
 
자국에서 열리는 골프대회인 아시아 제펜 오키나와 오픈의 방송권을 가졌으나 
여러가지 이유로 국민관심밖의 경기였음. 
하지만 갑자기 자국 유명선수인 미야자토가 출장결정을 해버리는 바람에 대박. 
 
 
 
 
굉장한 방송국이죠? ㅎㅎ 
우리나라도 이런곳 하나 있으면 대박날텐데요;; 
번역하느라 자료찾느라 죽는줄 알았습니다. 

 
 

원본출처 : 
 

fc2web 
 

본 내용의 해당 저작자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Current Rating :    

20/5286 [vote/h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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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웃김] 테레비도쿄의 전설

 [조회순위] ★ 48시간이내 해당 게시판 최다 조회수 탑순위  +HOT Special-48.v10 | TOPHITS | 

[기사] 씨야 남규리, 공연 중 가슴노출 사고  [83]*hot▲ 
여성그룹 씨야의 멤버 남규리가 '빅4 콘서트' 중 격렬... |김종혁|  

11 / 8505 

[정보] 섹시 레스토랑 '후터스'가 한국에 상륙한...  [70]* 
위에 보이는 것이 후터스 메뉴판이라는군요... 메... |한호연|  

7 / 6443 

[웃김] 이것이 여성이 말하는 멋진남자 ??  [63]* 
맨 아랫쪽에 있는 설문결과는 파코즈에도 한번 올라왔... |정창진|  

19 / 6234 

[웹툰] 중국동거녀 -크리스마스의 악몽-  [23]+ 
용량이 커서 뜨는데 약간의 시간이 걸릴수 있음을 양... |정대훈|  

13 / 5847 

[긴장] 진짜일까요???  [55]+ 
진짜일까요??? 정말이라면 ㅡ,.ㅡ;;; |이승준|  

10 / 5355 

[이런] 며느리 성폭행 50대, 항소심서 집유  [41]* 
성폭행 혐의로 아들과 함께 한 재판정에 섰다가 징역... |최원영|  

7 / 4916 

[웃김] (19금)-ㅅ- 저두 선물 저거 주세요.  [39]+hot▲ 
별로 야하진 않지만 만약을 대비해 19금이라 붙입니다... |이창주|  

8 / 4398 

[웃김] 어쩌면 파X즈님께 경고 먹을지도..  [66]+ 
만화 보자마자파X즈님 생각이 나서 피식 웃었습니다. ... |김가호|  

17 / 4282 

[긴장] 역시 아줌마들.... ㅡ.ㅡb  [11]+ 
무장한 범인들을 달랑 아줌마 3명이 핸드백으로 위협... |이민석|  

6 / 4204 

[웃김] 뒷태가 이쁜 일본생명 사오리양  [32]+hot▲ 
길가다가도 이런경우 많습니다. 뒷모습이 예뻐서 ... |김형원|  

8 / 4192 

   

Sponsored by (주)쿠덴  [W7W6T6]

 
심지?가 있는 방송국이군요 *GF 2220 α 10/10 15:55 001 

문길환 ■ ■  

소신있는 방속국이네요 ㅎㅎ 부럽네요. *GF 2952 α 10/10 15:57 002 

＊이수철 ■ ■  

현명해요 *OF 3234 α 10/10 16:01 003 

김태훈 ■ ■  

하지만 나름대로 전략적인데요. 사회적으로 큰 이슈의 사건인 경우, 대부분의 방송사들이 그것만 다루기 때문에 어
느 채널에서도 같은 내용이지만, 이 방송국은 확실히 다른 방송을 하기 때문에 해당 사안에 관심이 없는 시청자 수요
를 전부 가져가니까...  
밑에 나와있는 스포츠 중계건은 완전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ㅋㅋ  
위험 선호형 방송국이네요.ㅋ 

10/10 16:03 004 

노윤

형 ■ ■  

심지가 굳건하네요. *GF 2691 α 10/10 16:08 005 

윤석진 ■ ■  

그렇죠 ㅡㅡ.. 어차피 중요한 정보는 없고 계속 같은 말만하는 방속 솔직히 저같은 입장에서는 짜증납니다 ㅡㅡ.. 저
런 방송국 하나 있었으면 정말 좋겠네요 ㅎㅎ *GD 2583 γ

10/10 16:10 006 

이보

건 ■ ■  

재미있군요.... 펑~  
 
ps) 국내에도 저런 방송국이 하나 있어야..쿨럭.; *GF 1455 γ

10/10 16:18 007 

＊김수상 ■ ■  

우리나라에도 꼭 하나 있으면 하는 방송이군요.  
울적한 뉴스는 정말 싫단말이다.. ㅠ_ㅠ  
세상이 힘들때 볼만한 tv체널 하나 있음 좋겠습니다. *GF 1951 ε

10/10 16:19 008 

＊신동삼 ■ ■  

이 방송국이 혹시 심야물로 아나운서와 AV배우가 나오는....... 그 방송국? *VF 4384 β 10/10 16:24 009 

이혜린 ■ ■  

저런 방송국이 하나즘 있었으면...전에 인천방송이 생각나는군요...공중파 게임방송을 했었던...사라진게 정말 아쉽더
군요....그런데 "마사코(공주) 출산시 => 맛있는 냄비요리 특집" 이거 읽어보고 왜이리 웃긴지..ㅎㅎ 

10/10 16:28 010 

이영

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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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웃김] 테레비도쿄의 전설

지네나라 왕이 위독해도 호빵맨하는 방송인데요... 냄비요리 정도야 ㅎㅎㅎ  
 
밤낮이 확실한 방송이고요...낮은 건전 밤은 므흣입니다. -_-  
우리나라 드라마도 꾸준히 해주고요... *VF 4386 δ

10/10 16:34 011 

김형욱 ■ ■  

한국에도 저런 방송국 하나정도 있으면 좋겠다는...ㅡㅡ;; 10/10 16:45 012 

＊함한웅 ■ ■  

굳세군요 ㅎㅎ  
재밌습니다 ^^ *XB 2785 α

10/10 16:52 013 

김동준 ■ ■  

와 멋집니다 풉; *OF 2411 δ 10/10 17:03 014 

이재신 ■ ■  

저는 이런 방송국이 좋더군요 ... -_ 므흣은 빼고~ 10/10 17:18 015 

신기현 ■ ■  

애니메이션도 가끔 괜찮은 작품들이 보이던데. 참 재밌는 방송사네요. ^^; *RF 1407 ε 10/10 17:23 016 

황현석 ■ ■  

허허~ 근데 저게 정상 아닌가요/ *OF 2578 α 10/10 17:27 017 

김명재 ■ ■  

꽤 예전부터 알려진 마이페이스 방송사..^^;  
편성표대로 밀어부치는 우직한... *GF 1586 ε

10/10 17:33 018 

이강훈 ■ ■  

지진때 저회사 직원들은 자기티비 안보고 타사방송 열중하고있겠죠? ^^ *GF 1347 ε 10/10 18:24 019 

이창성 ■ ■  

고생하셔서 한표~ *GF 2220 δ 10/10 18:31 020 

＊송재덕 ■ ■  

우리나라에 이런 방송국이 있으면 살아남을수 있을가 하는 생각이..-_-;;  
하여간 소신있는 방송국이네요;; 

10/10 18:44 021 

오현빈 ■ ■  

우리나라는 남이 하는거 꼭 따라서 해야지만 살아 남는줄 아는 부류들이 꼭있죠 특히 패션  
요즘 나가면 고딩들 전부 줄무늬 옷을 입고 있는 현상 *GF 2758

10/10 19:07 022 

박종헌 ■ ■  

차별화로 성공한 방송국이네요. *XB 2182 δ 10/10 19:32 023 

원상민 ■ ■  

애니 좋아하는 저로서는 고마운 방송국이죠......-_-a 10/10 19:45 024 

양중산 ■ ■  

시청자의 의견에 귀를 기울이는 면은 좋군요... 10/10 19:45 025 

＊김종희 ■ ■  

종헌님 말씀 들으니.. 전에 길가다가 뱅머리 6명이 똑같이 하고 손잡고 가는 중학생 보고 충격먹었던 기억이.. -_-;; 10/10 20:05 026 

홍원

표 ■ ■  

얼마전까지만해도 노출도가 높은 애니의 경우 화면에 안개가 끼는 현상이 발생하기로......  
(자폭일까요?) *GD 902 ε

10/10 20:23 027 

심재명 ■ ■  

일본의 어느 투수 못지않게 심지가 굳은 방송국이네요. 함 일해보고 싶다.. 10/10 20:30 028 

박두현 ■ ■  

...뭐... 거시기... 뭐랄까...  
 
아니.. 좀 수고해버린 방송국일세... *GD 1891

10/10 20:53 029 

＊신준희 ■ ■  

음 심지가 굳건하네요  
어릴때 정치사회에 관심없을때, 뭔가 일만터지면 만화안하고 뉴스만 해서 불평불만이었죠. 다시 나가 놀고 싶지만 이
미 해는 떨어져~ ㅋㅋ  
한국에 심지가 굳은 방송국이 하나 있으면 1년에 몇번은 호기를 맞겠는데요  
그런날만 광고료를 올려받아도 크헐 *GD 1101 δ

10/10 21:14 030 

김재

홍 ■ ■  

끝까지 밀어붙이는군요.. 저런 뚝심이 있어야 ㅎㅎ  
그런데 왠지 웃김 ㅎ *GF 1375 α

10/10 22:22 031 

이청수 ■ ■  

리라짱님 블로그에 비교 사진 있네요.  
http://newkoman.mireene.com/tt/317  
http://newkoman.mireene.com/tt/265 

10/10 22:48 032 

＊이재성 ■ ■  

이런 방송국은 시청자에게 이쁨 받아야 마땅합니다(?) 10/10 23:09 033 

홍성범 ■ ■  

번역한가지 지적하자면 동시다발테러는 바로 9.11테러를 말하는 겁니다. 일본에서는 저렇게 쓰기도 하죠. *GA 5364 ε 10/10 23:13 034 

안상

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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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웃김] 테레비도쿄의 전설

테레비 도쿄~ 최고!! ㅎㅎㅎ 정말 멋진데요!! 10/11 00:52 035 

＊박성철 ■ ■  

테레비 도쿄에서 슬레이어즈 방송하지 않았나요???  
TV 도쿄가 테레비 도쿄 아닌가... *GD 1116 α

10/11 19:02 036 

조용준 ■ ■  

ㅎㅎㅎㅎㅎ *GH 2070 10/12 00:11 037 

구세환 ■ ■  

우리도 어느정도는 본 받았으면 하네요.  
 
요즘은 덜한데(월드컵 기간말고) 한 10년 쯤 전 한일축구 한창하던 그때, 9시뉴스들은 스포츠뉴스로 느껴지던 때가 
있었죠.  
 
일본에게 이긴 날은  
뉴스30분중에 25분 축구이야기 반복해서 하고하고 또 하고...  
5분 나머지 뉴스 후 일기예보  
이어서 스포츠 뉴~스  
 
일본에게 진 날은  
주요뉴스 5개정도 하고 일본에게 '아쉽게'졌다는 요지의 기사 후  
원래대로 뉴스진행  
 
뉴스만으로는 축구이긴 날은 나라에 사건사고 없고, 지긋지긋한 정쟁도 없고, 정책도 없고 발전도 없는 등 문제거리
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평온한 나라로 보인다는...  
 
 
지금이야 인터넷 뉴스가 많이 발달했지만 당시에는 수많은 중요한 정보들을 생생하게 전달해주던게  
TV인데 그깟 축구하나(겨우 일본과의 평가전입니다)땜에 모든뉴스채널이 영양가도 없는 소식만 전하고 있었는데, 
시청자의 선택권이 박탈당한채 (졌을때 방송되었을)수많은 정보가 사라진다는게 너무 아쉽더군요.  
당시 저는 일본의 승리를 간절히 바랬죠. 제대로 된 뉴스 좀 보게.  
 
그저께 북한 핵실험소식 때 MBC가 드라마 방영한 것을 일부 문제 삼는것 같던데, 그전에 특보도 있었고 메인뉴스서 
할만큼 했었기 때문에 문제없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드라마 보진 않지만 그 드라마시청자를 위한 배려로 옳았다
고 보이더군요.  
 
 
 
PS) 검정바탕에 흰색,보라,파랑색이 있으니 색의 대비로 글자가 떠다니는 거 같네요. 신기 ㅎㅎ 

10/12 01:01 038 

윤성

식 ■ ■  

[아사미산 분화후 몇일 후 => 아사미산 주변 여행] 대박이네요 -_-ㅋㅋ 재해지역 주변경제활성화를 노리는건가 -_-  
[프로그램편성에 시청자의 의견을 반영, 그에 따라서 뉴스하지마라면 안함.]는 너무 멋짐.. 푸하핫.. 

10/12 14:27 039 

김성

민 ■ ■  

이 방송국 이야기를 보고 있으니.. 괴짜 야구선수 이가와 게이가 생각이 나는군요 ^^ *OF 3104 α 10/12 18:06 040 

조남태 ■ ■  

옵저버  

 

  

 
 
 
 

 
▲ Prevⓠ [주목] 헉..엄정화....  [91] 최영준 

▼ Nextⓔ [정보] Fate Stay Night : Realta Nua  [15] 최종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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