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DHX 미디어, 유튜브(YouTube)의 첫 유료 채널 일환으로 세 개의 어린이 채널 출시 예정  

 

어린이 엔터테인먼트 업계 최고의 국제적 제작자와 배급자("Busytown Mysteries," "Caillou," "Inspector 

Gadget,"  "Johnny Test," "Yo Gabba Gabba!"), 세계 10 개 지역에 다양한 언어로 구독자 기반의 디지털 채널 공개  

 

구글 소유 서비스의 프리미엄 콘텐츠 파트너 엘리트 그룹에 합류한 DHX 미디어  

  

핼리팩스, 노바스코샤; 로스앤젤레스; 런던; 토론토; 밴쿠버, 브리티시컬럼비아, 2013 년 5 월 10 일 /PRNewswire/ -

- DHX 미디어(DHX Media)는 세 개의 유료 유튜브(YouTube) 가족 엔터테인먼트 채널 출시를 발표했다. 

DHX 미디어는 DHX Kids, DHX Junior 와 DHX Retro 출시로 디지털 발자취를 확장했으며, 구글 소유 유튜브의 첫 

유료 채널로 선정된 엘리트 프리미어 콘텐츠 파트너 그룹에 합류했다. DHX 미디어 디지털 채널은 

호주(dhxkids.com.au, dhxjunior.com.au, dhxretro.com.au); 브라질(dhxkids.com.br, dhxjunior.com.br, 

dhxretro.com.br); 캐나다(dhxkids.ca, dhxjunior.ca, dhxencore.ca); 프랑스(dhxkids.fr, dhxjunior.fr, 

dhxretro.fr); 일본(dhxkids.jp); 한국(dhxkids.co.kr); 스페인(dhxkids.es, dhxjunior.es, dhxretro.es); 

러시아(dhxkids.ru); 영국(dhxkids.co.uk, dhxjunior.co.uk, dhxretro.co.uk), 미국(dhxkids.com, dhxjunior.com, 

dhxretro.com) 등 다양한 나라에서 접속할 수 있으며, 영어와 프랑스어, 한국어, 포르투갈어, 러시아어, 스페인어로 

제공된다. DHX 미디어 디지털 채널 콘텐츠는 현재 2 주 동안 무료 체험이 가능하며, 이후 한 달에 2.99 달러(US) 

비용으로 구독할 수 있으며, 할인된 연간 구독권도 마련돼 있다. DHX 미디어는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어린이 

엔터테인먼트의 창작자이자 제작자, 배급자, 라이센서이다.  

DHX 미디어 회장 마이클 허쉬(Michael Hirsh)는 "디지털 세계는 국제적으로 어린이 콘텐츠에 대한 해소되지 않는 

갈증이 있으며, DHX 미디어는 늘 사랑 받는 라이브러리를 소유하고 있어 그 요구를 만족시킬 준비가 돼 있다” 면서 

“Y 세대((1982 년부터 2000 년 사이에 출생한 세대)는 엔터테인먼트의 소비 형태를 바꿨으며, „가제트 형사‟와 

„슈퍼마리오‟와 함께 자란 이 시대의 부모들은 언제나, 어디서나, 온라인으로 어린이들에게 이러한 가족적인 

콘텐츠를 소개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DHX 미디어 최고경영자 마이클 도노반(Michael Donovan)은 "우리는 세계에서 가장 큰 독립적인 가족 

프로그래밍 라이브러리이다. 이 채널들은 인터넷이 우리의 어린이 프로그램에 대한 8,500 개의 30 분 라이브러리를 

수익으로 창출할 수 있는 또 다른 방식을 제시한다. 디지털 채널들에 대해 유튜브와 수익을 나누는 구조는 

어린이와 부모들에게 훌륭한 엔터테인먼트 콘텐츠를 언제 어디서나 제공하기에 적합하다”고 말했다.  

DHX 미디어의 디지털 채널 출시는 다양한 플랫폼에서 유명 가족 엔터테인먼트 제공자로서의 기업 입지를 

강화시킨다. DHX Kids 채널은 미국에서 첫 방영되는 "Horseland;" "Mudpit,"; 애니메이션 "Sabrina," ; Sherlo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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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lmes" 등 애니메이션 시리즈를 포함한다. DHX Junior 채널은 "The Busy World of Richard Scarry;" "The 

Doodlebops," "Madeline" 시리즈를 제공한다. DHX Retro 채널은 "Heathcliff;" "Inspector Gadget;" "Sonic 

Underground" (Sonic the Hedgehog); "Super Mario” 등 향수를 불러 일으키는 과거 유행 시리즈를 방영한다. 

DHX 미디어는 주기적으로 새로운 콘텐츠를 채널에 추가할 것이며, 모든 지역에서 디지털 채널을 통해 선별된 

최초의 개봉 프로그램을 선보일 예정이다.  

DHX 미디어(DHX Media)에 대해 

DHX 미디어 (www.dhxmedia.com)는 가족 엔터테인먼트 권리의 창조, 제작, 라이선싱에 대한 선두 기업이다. 

DHX 미디어는 8,500 개 이상의 30 분짜리 어린이 엔터테인먼트를 소유, 판매, 배급하고 있으며, 소비자 제품 

라이선싱 사업을 통해 소유 자산을 활용하고 있다. DHX 미디어는 "Caillou," "Busytown Mysteries," "Inspector 

Gadget," "Johnny Test," "Animal Mechanicals," "Kid vs. Kat," "Super WHY!," "Rastamouse," "Yo Gabba Gabba!" 

브랜드로 유명하다. 기업은 CBS 주말 아침 블록인 Cookie Jar TV 프로그램도 제공하고 있다. DHX 미디어의 풀 

서비스 국제 라이선싱 에이전시, Copyright Promotions Licensing Group, (CPLG)는 다양한 엔터테인먼트, 스포츠, 

디자인 브랜드를 대표한다. DHX 미디어는 토론토, 로스앤젤레스, 밴쿠버,핼리팩스, 런던, 파리, 바르셀로나, 밀라노, 

뮌헨, 네덜란드에 지사를 두고 있으며, 토론토 증권거래소에 등록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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