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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 장 _ 심 상 현

발행인 _ 김 경 배 편집인 _ 한 장 현

등록일 _ 2004년 4월 / 등록번호 _ 경기, 아50472

등록지 _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행신동 653-1 만수빌딩 3층

편집실 _ 서울특별시 마포구 독막로 101, BR엘리텔 A동 701호

연락처 _ TEL 02.6929.4300 FAX 0505.334.4300

협력사 _ 교통환경방송(대표이사 심상현), MEGAKINGS, 휴먼RC,

푸른별픽쳐스, 교통환경연구소, (사)한국자동차기술인협회,

대전소비자연맹, 한국자동차소비자 연맹, 현대자동차그룹,

현대모비스, 불스원, 카렉스

웹사이트 _ www.cartvnews.com / www.cartvnews.co.kr

代 : 02.6929.4300 / 031.978.0129 (당직) 031.772.0129

회사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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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cartvnews.co.kr/
http://www.cartvnews.co.kr/


교통 뉴스는 1998년 TTN 교통관광 케이블 TV 교통프로그램 ‘28 교통 현장’ 으로 출발한

최초의 영상 교통전문프로그램을 MBN 정보특급 ‘모터 라이프’ / WOW TV ‘모터 투데이’ /

Sky Life CH 504 Fsports / Car & Sports TV 등으로 발전시켜 온 뉴스 컨텐츠 제작기반이

바탕이 된 TV매체입니다.

자동차 분야를 중심으로 도로, 철도, 항공, 선박 등 교통과 관련된 시사프로그램을 제작

서비스하는 전문 매체로 성장해왔습니다.

소비자 중심적인 고품질 컨텐츠 제작 서비스에 중점을 둔 교통 뉴스는 자동차와 부품을

실험/분석/비교/평가할 수 있는 전문인력 산실인 교통환경연구소 운영 및 유관 협력 사와의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번 18년 만의 개편을 통해, 일반 매체에서 다루지 않는 소비자 중심적인 고품질 뉴스 컨텐츠

제작 서비스를 비롯 교통환경과 관련된 안전분야 정보를 다양하게 제공하는 현장뉴스 제작

매체로 거듭나겠습니다.

교통뉴스 - 프로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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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취재팀 촬영제작팀 C.G/편집팀

기획 한명희 프로듀서 김철열 CP 제작 총괄 정윤식 CP

마케팅기획 이장희 프로듀서 김진형 CP 에디터 김성철

앵커 손영주 / 취재기자 김종혁 외 프로듀서 김정훈 CP 에디터 이형석

시나리오 심혜정 카메라 김제덕 외 미술 에디터 김예린

콘티 최현진 프리랜서 오디오 에디터 김강수 (SP사운드) 드론 에디터 이충렬

발행인/편집인

기획취재팀

Planning & direction

• 영상 기획, 연출
• 시니리오
• 콘티

• 카메라 감독
• 카메라 조감독
• 조명, 오디오
• 드론 촬영
• 제작 관리

촬영제작팀

Photograph & making

C.G/편집팀

C.G/Edit

• 영상편집
• C.G

교통뉴스 - 조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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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장 심상현



운영위원

김 철 수 이사

운영위원

박 화 용 이사
운영위원

김 경 배 의장

TBN한국교통방송 교통전문위원
교통환경문제연구포럼 전문위원
교통환경연구소 대표
(사)한국 자동차 기술인 협회
전문위원
(사)에코드라이브 국민운동본부
홍보위원장
(사)한국전기자동차협회 홍보위원
(사)유라시아철도 홍보위원장

現 (사)한국전기자동차협회 감사
(주)STEAM EDU LAB 고문
경기도청 "G-베이스캠프창업 멘토"

前 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경영자문단
자문위원 역임
울산과학기술원 교수 역임 .
독일 Rueckr 회사 Korea C.O.O 역임.
(주)대우자동차 연구소 수석연구원
역임.

현대자동차 환경기술센타 책임연구원
역임.
기술표준원 전기차전문위원회 위원
역임.
호남대학교 미래자동차공학부 교수

편집/운영위원

한 장 현 교수
운영위원

이 준 호 Test Engineer

(주)대우자동차 기술연구소 샤시 시험팀
연구원
카 솔루션 경영(시험.평가) 대표
(주)허즈앤티 기술연구소 개발(시험),
본부장
교통환경연구소 실 차 실험팀장

자동차생활(카 라이프) 편집장 역임
자동차 칼럼리스트
국내 전기차 1호 제작자
대덕대학교 자동차학과 교수
교통환경연구소 소장

교통뉴스 - 운영위원회

6

운영위원

심 상 현 회장

교통환경방송 대표이사
교통환경문제연구포럼 전문위원
교통환경연구소 회장
(사)한국전기자동차협회 부회장
(사)한국스마트휴먼테크협회 부회장
(주)새안 부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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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기자 - 교통뉴스대표

1990 3. 교통신문기자로서 아세아 태평양 변호사협회(이 병호 회장)설립 교통법률센터 자문위원 위촉.

1990 6. 1988년 자동차 안전 유리(2중 접합 유리와 가시광선 투과율 등) 위험성 「컬러유리 킬러유리」 로 최초 보도 후

개최된 교통법률센터 세미나 등에 의해 1992년 12월 1일 「사전 검사제도」 시행.

1990 8. 교통법률센터 주최 「좌석 안전띠 문제 있다」 정책세미나 직후 교통부가 2점 식(장 파열 사고 사망원인 밝힘)

뒷좌석 띠를 앞 좌석 띠와 동일한 3점 식 규격으로 바꿈.

1990 10. 도로교통관리공단 「신호등」 고정 칼럼리스트로 10년 간 100회 이상 게재.

1990 11. 교통법률센터 “선의 피해자 줄이”는 「책임보험 의무화」 세미나 개최.

1991 5. 6세 미만 어린이 안전을 위한 「연소자 보호장치」 기사 후 연대 방송 활동으로 1992년 9월 1일 「사전검사 제도」 시행.

1992 3. 광주 KBS 가로수를 누비며, MBC 푸른신호등을 위시한 TBS서울교통방송 등에서 주간 소식과 논평.

1991 12. 겨울에 얼어 붙는 자동차용 앞면 창유리 세정제(윈도우 워셔 액) 안전 위험성과 사용 불가 보도 직후

1992년 3월 1일 공업진흥청 고시에 의한 사전검사 품목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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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기자 - 교통뉴스대표

1997 4. 상표와 마크가 위조된 각종 자동차 부품 때문에 빚어지는 소비자 피해 방지 차원에서 남부지검

지적재산권 팀과의 수사 공조 방송 착수.

1998 2. TBN 광주 교통방송 취재 현장과 교통안전공단 「교통 안전지」 칼럼 3월호(검사제도 폐지론 과연 타당한가)

쟁점을 분석하는 50분간 토론 방송.

1998 10. 5년 또는 8만Km 무상 수리 받아야 하는 배기가스 관련 부품 보증 기간이 지키지 않는 제작사 문제점을 비롯,

운행 차 배출가스 핵심인 오존층 파괴 주범 NOx(질소화합물) 측정이 불가한 2-가스 측정기를

부분정비업 의무 장비로 등록시켜 무용지물로 전락시킨 현실을 고발.

1999 1. TTN 28교통현장(리빙TV 주간 교통 뉴스) 진행 및 취재 총괄.

1999 7. 자동차 10년 타기 운동본부 추진위원회 설립.

2001 3. 교통문제를 연구하는 시민의 모임 전문가인 안전심위실장 직책으로 TV 방송사들과

교통관련 문제점 탐사 동행취재 활동.

2001 6. 매일경제 TV 정보특급 모터라이프 진행 및 취재 총괄.



2000. 4. 법만 있고 운전자가 모르는 자동차용 안전삼각대 실태 고발

2000. 8. 불량 안전모 인증에 목숨 잃는 안타까운 현실 실험 보도

2001. 2. 엔진 동파시키는 불량 자동차부동액 실험 보도

2003. 2. 유사휘발유 불법 제조현장 및 유통 집중보도(KBS 공동)

2003. 6. 불량 항균 에어컨 필터 시험 평가 시작(KBS 공동)

2003. 8. 자동차용 머플러 내구성 평가(KBS 공동)

2003. 8. 경찰단속으로 유통되는 불량 안전 삼각대 밀착 보도

2003. 9. 이동식 카메라 예고 못하는 감지센서 시험(KBS 공동)

2003. 10. 대리운전자 보상상품 없는 위험 실태 보도

2003. 10. 무쏘 픽업 적재함 Cover 설치, 법적 논란 보도

2003. 11. 보험사 손해배상규정, 사고 때 생기는 문제점 보도

2003. 11. 브레이크 마찰 재 유해 물질 성분 분석 보도시작

2003. 11. 브레이크 마찰재 실 차 제동력 평가시험(KBS 공동)

교통뉴스 이슈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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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TERTAINMENT
엔터테인먼트 – 연예 / 공연기획, 연출 / 중계 / 방송

NEWS NETWORK
방송사이트- 뉴스 컨텐츠

PR COMMUNICATION
커뮤니케이션 – 홍보영상, 커머셜영상, 광고기획

EDUCATION CONTENTS
교육 컨텐츠 – 교통 컨텐츠, 자동차 컨텐츠, e-러닝

TOTAL CAR TEST-Engneer
자동차 주행 테스트 및 부품성능 비교

분야별 섹션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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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s Netwo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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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관련뉴스 18년 제작 컨텐츠 수록

영상뉴스_자동차 실시간 뉴스_실시간 뉴스

투데이 키워드_카드 뉴스 실시간 뉴스_기자의 눈 그린 교통_친환경 자동차

교통뉴스 사이트 메인 프레임



교통환경연구소 - 비교/분석/평가 실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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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TAL CAR TEST - Engneer
자동차 주행 테스트 및 부품 성능비교

▲스노우체인25개눈길 마른도로 실차비교실험 ▲피로/음주운전사고위험성 실차 주행시험실시

▲ 사계절 타이어 대비 윈터 타이어 눈길 실 차
주행시험

▲ 운전 중 휴대전화 및 문자 위험도 시뮬레이터
실험

https://vimeo.com/59115950 https://vimeo.com/113777014

https://vimeo.com/185443411 https://vimeo.com/86267862#at=40

https://vimeo.com/59115950
https://vimeo.com/113777014
https://vimeo.com/185443411
https://vimeo.com/86267862#at=40


DIGITAL IMAGE MANUFACTURE
디지털 영상제작

▲ SPARTA EVOLUTION Willow
Springs

▲ 로봇 소리 바이럴 ▲ 제네시스 G80 TEST DRIVE

▲ Ken Block Seoul Experience▲ HYUNDAI RM 2015▲ ATOMIX KOREA EXPERIENCE

▲ 2015 현대 모형 차 대회
스페인 WRC 참관

https://www.youtube.com/watch?v=3y
GL8L_RNyc

https://www.youtube.com/watch?v=33
H3jTd3g7o&feature=youtu.be

https://www.youtube.com/watch?v=W
k-mr-8P7Xw

https://www.youtube.com/watch?v=9A
oU7V_xb04

https://www.youtube.com/watch?v=W
vHKtHPXudA

https://www.youtube.com/watch?v=Lh
DO0zczhfY

https://www.youtube.com/watch?v=25
42VgLnFV8

▲ The Model

https://www.youtube.com/watch?v=7_
h5ShDXV74

▲ 3D영상 제작 샘플

https://www.youtube.com/watch?v=XZ
qXl7HMa5Q

정윤식 CP - 자동차 영상 및 C.G 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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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youtube.com/watch?v=3yGL8L_RNyc
https://www.youtube.com/watch?v=3yGL8L_RNyc
https://www.youtube.com/watch?v=33H3jTd3g7o&feature=youtu.be
https://www.youtube.com/watch?v=33H3jTd3g7o&feature=youtu.b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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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youtube.com/watch?v=Wk-mr-8P7Xw
https://www.youtube.com/watch?v=9AoU7V_xb04
https://www.youtube.com/watch?v=9AoU7V_xb04
https://www.youtube.com/watch?v=WvHKtHPXudA
https://www.youtube.com/watch?v=WvHKtHPXudA
https://www.youtube.com/watch?v=LhDO0zczhfY
https://www.youtube.com/watch?v=LhDO0zczhfY
https://www.youtube.com/watch?v=2542VgLnFV8
https://www.youtube.com/watch?v=2542VgLnFV8
https://www.youtube.com/watch?v=7_h5ShDXV74
https://www.youtube.com/watch?v=7_h5ShDXV74
https://www.youtube.com/watch?v=XZqXl7HMa5Q
https://www.youtube.com/watch?v=XZqXl7HMa5Q


POWER BLOGER
디지털 영상제작

14

파워 블로거와 함께 하는 시승식과 함께 영상을 제작하고
블로거들의 신뢰를 통한 홍보 및 마케팅과 특정 기술에 대한
리뷰를 영상으로 제작함

정윤식 CP - 파워블로거를 통한 홍보 시승 및 영상제작



▲서울대학교보라매병원홍보영상 ▲신세계윤리경영교육영상▲대한민국역사박물관홍보영상

https://www.youtube.com/watch?v=0s
y8flj8yRw

https://www.youtube.com/watch?v=rji
wy75pKro

https://www.youtube.com/watch?v=cl-
Qg-E4Oow

DIGITAL IMAGE MANUFACTURE
디지털 영상제작

김정훈 CP - 홍보영상 제작

15

https://www.youtube.com/watch?v=0sy8flj8yRw
https://www.youtube.com/watch?v=0sy8flj8yRw
https://www.youtube.com/watch?v=rjiwy75pKro
https://www.youtube.com/watch?v=rjiwy75pKro
https://www.youtube.com/watch?v=cl-Qg-E4Oow
https://www.youtube.com/watch?v=cl-Qg-E4Oow


▲도심중심가교통상황 촬영 ▲한강고수부지 자전거길촬영▲한강여의도주변촬영▲SBS열병합발전소유해물질포집
촬영 지원

https://www.youtube.com/watch?v=XV
y8eXbVqZA

https://www.youtube.com/watch?v=YT
4CD5EMxy0

https://www.youtube.com/watch?v=hu
0a-2Jr6h0

https://www.youtube.com/watch?v=6B
aHXqgQbLc

▲FC서울경기 촬영 ▲LENOVOX1CARBONFlYINGWITHDRON▲2월29일 춘천우리은행촬영▲2월29일부산KTvs안양KGC

https://www.youtube.com/watch?v=qX
pY2-dU0to

https://www.youtube.com/watch?v=Zh
TU9bD62Cs

https://www.youtube.com/watch?v=s6
OKd4JXI7E

https://www.youtube.com/watch?v=pa
_e8bensq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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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GITAL IMAGE MANUFACTURE
디지털 영상제작

드론촬영 이 충렬 감독 - SBS 열병합발전소 촬영 외

https://www.youtube.com/watch?v=XVy8eXbVqZA
https://www.youtube.com/watch?v=XVy8eXbVqZA
https://www.youtube.com/watch?v=YT4CD5EMxy0
https://www.youtube.com/watch?v=YT4CD5EMxy0
https://www.youtube.com/watch?v=hu0a-2Jr6h0
https://www.youtube.com/watch?v=hu0a-2Jr6h0
https://www.youtube.com/watch?v=6BaHXqgQbLc
https://www.youtube.com/watch?v=6BaHXqgQbLc
https://www.youtube.com/watch?v=qXpY2-dU0to
https://www.youtube.com/watch?v=qXpY2-dU0to
https://www.youtube.com/watch?v=ZhTU9bD62Cs
https://www.youtube.com/watch?v=ZhTU9bD62Cs
https://www.youtube.com/watch?v=s6OKd4JXI7E
https://www.youtube.com/watch?v=s6OKd4JXI7E
https://www.youtube.com/watch?v=pa_e8bensqo
https://www.youtube.com/watch?v=pa_e8bensqo


교통뉴스 - 메인/공익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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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뉴스 공익광고

교통뉴스 메인광고



8

인트로 페이지
- 협찬 배너

메인 페이지
하단 배너(좌측)

-미쉐린 타이어
-오토씨티

-휴먼RC
-고속도로 휴게소
-도봉면허시험장

메인 페이지

하단 배너(우측)

-교통뉴스 네이버 블로그

-GOM TV
-TBN 한국교통방송

-카렉스

교통뉴스 - 배너 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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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기자동차협회 홍보전문위원교통방송 무선통신위원회 자문위원 감사패(사)한국자동차기술인협회 공로패 도로교통안전협회 감사패 서울지방경찰청 교통자문위원

대외 활동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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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부처

> 협 회

> 협력 매체

> 기 업

> 유관 기관

협력/유관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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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환경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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