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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GRAM TITLE

DISC NO.

회수

비고

1

아침 연속극 달콤한 원수 (Sweet Enemy)

19

55-57

출연진: 박은혜, 유건, 이재우, 박태인, 이보희

2

SBS 월화 드라마 조작 (Distorted)
생방송 투데이 (Live Today)

6A

21,22
8/28

출연진: 주원, 오연서, 이정신, 김윤혜, 손창민, 윤세아

3

SBS 월화 드라마 조작 (Distorted)
생방송 투데이 (Live Today)

6B

23,24
8/29

출연진: 주원, 오연서, 이정신, 김윤혜, 손창민, 윤세아

4

SBS 드라마 스페셜 다시 만난 세계 (Into the World)
생방송 투데이 (Live Today)

7A

25,26
8/30

출연진: 여진구, 이연희, 안재현, 이시언, 신수호

5

SBS 드라마 스페셜 다시 만난 세계 (Into the World)
생방송 투데이 (Live Today)

7B

27,28
8/31

출연진: 여진구, 이연희, 안재현, 이시언, 신수호

6

SBS 특별기획 언니는 살아있다 (Band of Sisters)
좋은아침 (Good Morning)

20A

39
8/22

출연진: 장서희, 오윤아, 김주현, 다솜, 이지훈, 조윤우

7

SBS 특별기획 언니는 살아있다 (Band of Sisters)
좋은아침 (Good Morning)

20B

40
8/23

출연진: 장서희, 오윤아, 김주현, 다솜, 이지훈, 조윤우

8

SBS 인기가요 (Popular Songs)
박진영의 파티피플 (JYP's Party People)

57

8/27
8/26

태양, 선미, JJ Project, WINNER, 여자친구, Wanna One, NCT
DREAM, 보이프렌드, N.Flying, CLC, 소나무, 구구단 오구오구,
다이아, VICTON(빅톤), PRISTIN, MOMOLAND, 온앤오프(ONF)

9

백종원의 푸드트럭 (Baek's Food Truck)
생방송 투데이 (Live Today)

101

8/25
8/25

<백종원의 푸드트럭> 수원편 두 번째 이야기
백대표와 도전자 5인의 달콤살벌 첫 대면 현장!!

10

TV 동물농장 (TV Zoo)
영재발굴단 (Finding Genius)

772

8/27
8/30

고양이 가족을 지켜라! 초등학교 어벤져스, 20년만에 바다로
돌아가는 돌고래 금등이 // IQ 142, 상위 0.3% 지능을 가진 꼬마
에디슨 홍준수

11

일요일이 좋다 - 런닝맨 (Running Man)
모닝와이드 (Morning Wide)

365

8/27
8/25

쌓이고 프로젝트 - 반반 투어 1탄
폭소를 부른 ‘런닝맨’과 친구들의 꿀 케미는?

12

정글의 법칙 (Law of the Jungle)
모닝와이드

272

8/31
8/25

으스스한 동굴 탐사! 사냥감과의 추격전까지?!
겁 없는 막내 예린! 홀로 사냥감 손질까지?!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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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

8/31
8/31

이서방네 이야기 : 중흥리 폭염주의보!
박서방네 이야기 : 제주도에서 휴가 즐기기
최서방네 이야기 :염전 처가 둘째사위 김서방의 등장!

14

(Fantastic Duo 2)
모닝와이드 (Morning Wide)

22

8/27
8/24

장르별 대표 실력파 스타들의 판듀 도전기!
멈추지 않는 엔진 터보 vs 트로트의 여왕 장윤정

51

8/27

야심한 새벽! 트럭 운전사로 변신한 쉰건모!
전/현 룸메이트와 함께 웨딩 촬영을 찍으러 떠났던 토니
이태원의 외국인 미용실을 찾아온 상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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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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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

8/29
8/27

불청의 남자’ 김광규의 은밀한(?) 속옷 노출?!
‘원조 디바’ 양수경의 말하지 못했던 솔직 고백 !

17

동상이몽2 너는 내 운명
좋은아침 (Good Morning)

8

8/28
8/28

커플 서핑 도전! '꽈당' 혜경 VS 물 만난 ‘성남 거북이’ 재명?!
우효광 “마누라~ 용돈 올려죵~” VS 추자현 “무슨 소리!”
"카드 SMS 끊어줘!” 김정근 VS “그게 왜 불편해?” 이지애

18

싱글 와이프 (Single Wife)
본격 연예 한밤 (Entertainment News)

5

8/30
8/29

서현철의 아내 ‘정재은’ / 예술도시와 아쉬운 작별인사!
박명수의 아내 ‘한수민’ / 방콕 배낭여행, 그 후?
남희석의 아내 ‘이경민’ / 조세호와 함께하는 밤도깨비 여행?!

1

8/26

추성훈&야노시호&추사랑,모든 스케줄을 정리하고 몽골로
떠나다?티격태격~ 현실 남매 악동뮤지션, 방송 최초 몽골 라이프
대공개!

19 추블리네가 떴다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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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53

8/31
8/28

장난감 미스터리, 17마리의 강아지를 출산한 다산, 양손 없는
만능 일꾼 // 군산 떡갈비 달인, 숙성 꿀의 달인, 강남 국물
떡볶이 달인, 꽈배기 달인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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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21

8/26
8/25

DNA와 단추의 증언 - 미입주 아파트 살인사건 미스터리
성추행 의혹 교사의 자살 무엇이 그를 죽음으로 몰고 갔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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