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OGRAM LIST
10/27/2017 (금요일)

-

11/2/2017 (목요일)

* 프로그램 리스트는 방송국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www.sbs-int.com에 있는 프로그램 리스트는 매주 목요일 서부시간 기준 오후 5시까지 업데이트되고 있습니다.
NO

PROGRAM TITLE

DISC NO.

회수

비고

1

아침 연속극 달콤한 원수 (Sweet Enemy)

34

2

SBS 월화 드라마 사랑의 온도 (Love Temperature)
생방송 투데이 (Live Today)

7A

23,24
10/30

출연진: 서현진, 양세종, 김재욱, 조보아, 심희섭

3

SBS 월화 드라마 사랑의 온도 (Love Temperature)
생방송 투데이 (Live Today)

7B

25,26
10/31

출연진: 서현진, 양세종, 김재욱, 조보아, 심희섭

4

SBS 드라마 스페셜 당신이 잠든 사이에 (While You Were Sleeping)
모닝와이드 (Morning Wide)

6A

21,22
11/1

출연진: 이종석, 배수지, 이상엽, 정해인, 신재하

5

SBS 드라마 스페셜 당신이 잠든 사이에 (While You Were Sleeping)
생방송 투데이 (Live Today)

6B

23,24
11/2

출연진: 이종석, 배수지, 이상엽, 정해인, 신재하

6

브라보 마이 라이프 (Bravo My Life)

2A

5,6
10/24

출연진: 정유미, 연정훈, 현우, 도지원, 박상민

7

브라보 마이 라이프 (Bravo My Life)

2B

7,8
10/25

출연진: 정유미, 연정훈, 현우, 도지원, 박상민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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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10/28
10/29

홍수아, 끊임없이 들어가는 ‘북경 먹방’
범상치 않은 나다 가족 펭귄말 나들이 '밍밍'
박철민, 야구에 미친 귀여운 투정 “야구만 했으면 좋겠다“

9

백종원의 푸드트럭 (Hit the Road, Chef!)
모닝와이드 (Morning Wide)

109

10/27
10/27

<백종원의 푸드트럭> 제 5탄 <부산 편> 그 마지막 이야기!!
100인분 판매를 완료하라, 과연 장사꾼들의 도전기는 성공할까?

10

TV 동물농장 (TV Zoo)
영재발굴단 (Finding Genius)

781

10/29
11/1

수상한 백설이의 비밀을 풀어줘, 식당에 사는 솔부엉이 // 6개월
만에 스스로 영어를 깨쳐 부모도 놀라게 한 10세 전기범 군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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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74

10/29
10/27

‘범죄자의 도시’ 레이스
‘1등 장기’를 두고 벌어진 보스 쟁탈전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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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81

10/27
10/22

후반 생존을 이어갈 새로운 병만족의 탄생!
식가이버 이문식! 정글 하우스를 설계하다!
에이핑크 초롱&보미!청순한 외모 뒤에 숨겨진 괴력 발휘?

13

스타 부부쇼 자기야 - 백년손님 (Star Couple Show)
좋은아침 (Good Morning)

207

11/2
11/2

배기성, 띠동갑 차이 미모의 예비신부 최초 공개 ‘함박웃음’
나르샤, 애교 넘치는 특별한 ‘화해 기술 방출’

14

판타스틱 듀오2 (Fantastic Duo 2)
네트워크 현장 고향이 보인다

30

10/29
10/26

판타스틱 청춘 나이트 <노래방 핫스타 특집>
90년대 노래방부터 나이트까지 모두 점령한 그들이 왔다!

60

10/29

토니, 샘 오취리의 가나친구들을 만나다!
'국민가수' 김건모의 공연하는 날!
수홍 부자의 울릉도 여행기 2탄!

21

10/31
10/29

아라비안 나이트’ 김준선, 새 친구로 전격 합류!
‘강장군’ 강문영의 100포기(?) 김장 대작전!

3

10/28

헨리, 진심이 내뱉은 의문의 교포여성 “제...제시카”
은혁, 시간이 좀 필요한 예비역 군필돌 “살짝 이해가 안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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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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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 마스터키 (Master Key)

100-102 출연진: 박은혜, 유건, 이재우, 박태인, 이보희

18

동상이몽2 너는 내 운명 (You are My Destiny)
특선다큐 (Special Documentary)

17

10/30
10/30

부동산 찾은 장강커플, 우린 강남스타일?!
운동의 神 우블리, ‘집순이’ 자현 위한 특급 조치!
우리 대세가 달라졌어요? 라이벌 매치 大격돌!

19

낯선이를 위한 안내서 (Guide to My Room)
본격 연예 한밤 (E News Exclusive)

2

11/1
10/31

박나래, LA 스타일 메이크업 변신에 ‘대만족’
박신양·김정은, 달달한 영상통화 “보고 싶어요”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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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29

10/28
10/27

악마를 보았다-어금니 아빠 이영학의 두 얼굴 //1년 만에 백골로
발견된 아들 그는 왜 남의 아이를 데려갔나?

21

순간 포착! 세상에 이런 일이 (The Amazing World)
생활의 달인 (Masters)

762

11/2
10/30

음식이라면 뭐든 통째로 먹는 57세 아주머니, 잉어 떼에게 밥을
주는 흑고니// 숯불 닭갈비의 달인, 가방 수선의 달인, 쫄면의
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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