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OGRAM LIST
1/12/2018 (금요일)

-

1/18/2018 (목요일)

* 프로그램 리스트는 방송국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www.sbs-int.com에 있는 프로그램 리스트는 매주 목요일 서부시간 기준 오후 5시까지 업데이트되고 있습니다.
* 드라마 스페셜 '이판사판' 의 후속 드라마는 '리턴' 입니다. 출연진: 고현정, 이진욱, 신성록, 봉태규, 박기웅
NO

PROGRAM TITLE

DISC NO.

회수

비고

1

해피 시스터즈 (Happy Sisters)

10

28-30

출연진: 심이영, 한영, 오대규, 강서준, 이시강, 반소영

2

해피 시스터즈 (Happy Sisters)

11

31-33

출연진: 심이영, 한영, 오대규, 강서준, 이시강, 반소영

3

SBS 월화 드라마 의문의 일승 (Oh, The Mysterious)
생방송 투데이 (Live Today)

8A

29,30
1/15

출연진: 윤균상, 정혜성, 김희원, 도기석, 강신효

4

SBS 월화 드라마 의문의 일승 (Oh, The Mysterious)
생방송 투데이 (Live Today)

8B

31,32
1/16

출연진: 윤균상, 정혜성, 김희원, 도기석, 강신효

5

SBS 드라마 스페셜 리턴 (Return)
생방송 투데이 (Live Today)

1A

1,2
1/17

출연진: 고현정, 이진욱, 신성록, 봉태규, 박기웅

6

SBS 드라마 스페셜 리턴 (Return)
생방송 투데이 (Live Today)

1B

3,4
1/18

출연진: 고현정, 이진욱, 신성록, 봉태규, 박기웅

7

브라보 마이 라이프 (Bravo My Life)

11A

41,42
1/9

출연진: 정유미, 연정훈, 현우, 도지원, 박상민

8

브라보 마이 라이프 (Bravo My Life)

11B

43,44
1/10

출연진: 정유미, 연정훈, 현우, 도지원, 박상민

9

살짝 미쳐도 좋아 (It's Ok To Be A Little Crazy)
인기가요 (Popular Songs)

10

1/13
1/14

김정훈, 연예인 당구단 위벤투스 입단 “어울리고 싶었다”
배우 설인아, 걸크러시 폭발 ‘반전매력’ 뿜뿜

10

백종원의 골목식당 (Backstreet)
생방송 투데이 (Live Today)

2

1/12
1/12

백종원, 버거집 방송 참여시키기 위한 삼고초려
긴장 넘쳤던 백종원 VS 백반집 사장님 대결 최종 결과!

11

TV 동물농장 (TV Zoo)
영재발굴단 (Finding Genius)

792

1/14
1/17

황실犬의 후예들! 왕좌의 난!, 마트 참새 잡이 대작전, 강력팀
<파랑이> 후속, 떠돌이 장애 고양이의 겨울 // <영재발굴단
신년특집 - 천재, 천재를 만나다> 마지막 이야기

12

일요일이 좋다 - 런닝맨 (Running Man)
네트워크 현장 고향이 보인다 (Network Hometown)

385

1/14
1/12

런닝맨 연령고지 : R딱지 전쟁 레이스
빅웃음 보장! 초특급 게스트 총출동

13

정글의 법칙 (Law of the Jungle)
맨 인 블랙박스 (Men in Blackbox)

292

1/12
1/7

이다희, 김병만도 놀라게 한 철저한 준비의 여왕♡
정준영 VS 넙치, 긴장감 1도 없는 ‘한량 사냥꾼’

14 스타 부부쇼 자기야 - 백년손님 (Star Couple Show)

1

1/13

나르샤母, 깜짝 놀랄 그림 실력 방출 ‘슈퍼 그뤠잇’
이만기, 뱃멀미 잊게 하는 아귀회 맛에 ‘급 미소’
이봉주, 만명 인파 속 결혼식 사연 화촉은 ‘성화봉송’

15 다시 쓰는 육아 일기! 미운우리새끼(My Little Old Boy)

70

1/14

놀기 좋아하는 탁짱이 재훈을 데리고 어디론가 향하는 궁개미!
'미우새 대부' 주병진과의 만남 두 번째 이야기!
가나의 흥부자들이 모인다는 핫한 클럽에 가게 된 토니 일행!

16

불타는 청춘 (The Fab Singles)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행 (Beautiful Travel)

31

1/16
1/14

17

동상이몽2 너는 내 운명 (You are My Destiny)
좋은아침 (Good Morning)

29

1/15
1/15

집사부일체 (All The Butlers)
네트워크 현장 고향이 보인다 (Network Hometown)
순간포착! 세상에 이런일이 (Amazing World)
19
생활의 달인 (Masters)
18

3
773

1/14
1/11
1/18
1/15

20

싱글와이프 2 (Single Wife 2)
본격 연예 한밤 (Exclusive E News)

1

1/17
1/16

21

김어준의 블랙하우스 (Black House)
좋은아침 (Good Morning)

1

1/18
1/18

22

그것이 알고 싶다 (Investigating Documentaries)
궁금한 이야기 Y (Wonders in Life)

23 SBS 스페셜 (Special Documentary)

938
265

1/13
1/12
1/7
1/14

새 친구 이하늘, 불청 공식 ‘똥(?)손’에 등극한 사연은?
후발 팀 앞에 선 두 대의 택시, 과연 그들의 운명은?
꽝손+부실소품+땡볕, 환장의 조합의 셀프웨딩촬영!
신흥 먹방 세력, 추자현!! ‘내 안에 동물 본능 일깨워’
이벤트 신생아 대세, 4번째(?) 결혼 축하한 사연은?!
묵직한 한방, 인권 사부와 마지막 이야기
육성재·이상윤, 전인권이 부른 담담한 노래에 ‘폭풍 오열’
7살 국악 신동, 소품 아트, 노부부의 휠체어 산책 //
강릉 인절미 빵 달인, 큐브의 달인, 숨어있는 맛의 달인
싱글와이프 시즌2 아내들 전격공개!
방송 최초공개 유다솜, 전설의 명품 MC 김연주,
애교만점 러블리 린다전
회장님의 단골 안마사에게 듣는 회장님의 검소한 씀씀이!
핵을 포기하지 못하는 북한이 갖고 있는 근본적 공포
회장님의 이상한 수감생활
왕진진 vs 전준주 진실게임은 왜 계속되는가
2부작 칼로리亂(란)

3530 Wilshire Blvd. Suite 1000, Los Angeles, CA 90010 Tel: 213-381-8206~8, Fax: 213-381-8263
E-Mail: info@sbs-int.com, Web Site: www.sbs-int.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