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연예

2015년 1월 1일 목요일

 

채널A



40 굿모닝 A












00 KBS 뉴스광장

00 아침경제 골든 타임

25 아침마당

00 신문이야기 돌직구쇼+

30 KBS 뉴스

20 시사 인사이드
30 이제 만나러 갑니다(재)
40 채널A 뉴스특보
40 김부장의 뉴스통
50 직언직설




KBS1

KBS2
00 굿모닝 대한민국 12부

50 인간극장




이 프로그램은 방송사 사정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00 정용관의 시사병법

00 KBS 아침 뉴스타임
40 지구촌 뉴스

00 TV 소설
<일편단심 민들레>
40 여유만만
00 2015 신년기획 특별생방송 40 수목드라마
<왕의 얼굴>(재)
광복70년 미래30년
대한민국 100년의 드라마
1부

MBC

KBCSBS

00 MBC 뉴스투데이 12부 00 모닝와이드 12부
10 광주MBC 뉴스투데이
50 MBC 아침드라마
<폭풍의 여자>
30 생방송 오늘 아침

00 KBC 모닝와이드
55 닥터36부

30 MBC 생활 뉴스
45 기분 좋은 날

10 좋은 아침

30 아침연속극
<청담동 스캔들>

 




00 SBS 뉴스
30 SBS 생활경제



00 주말드라마
<장미빛 연인들>(재)

00 KBC 생활뉴스
20 일일드라마
<달려라 장미>(재)



00 KBS 뉴스
10 신년기획 통일특선 앙코르
통일한국을 그리다
13부
00 위기탈출 넘버원

00 MBC 정오뉴스
20 일일연속극
<소원을 말해봐>(재)
20 출발 비디오여행 스페셜

00
45
55
55

40 2014 KBS 영상실록
국내편
30 2015 신년기획 특별생방송
광복70년 미래30년
대한민국 100년의 드라마
2부

00 KBS 뉴스타임
10 역사저널 그날
00 꼬마신랑 쿵도령
30 자동공부책상 위키

25 똑?똑! 키즈스쿨
55 MBC 뉴스
05 헬로키즈
공룡이 살아있다2
55 과학마술단

55 2014 kbc송년음악회

00 인간극장 스페셜(재)

25 일일특별기획
<압구정 백야>(재)
00 MBC 이브닝 뉴스

00 이야기 보따리
30 꾸러기 탐구생활
00 SBS 뉴스퍼레이드
15 KBC 저녁뉴스
30 내 마음의 크레파스
00 날씨와 생활
05 닥터 365(재)
10 KBC 생방송 투데이
10 시사터치 따따부따
20 일일드라마<달려라 장미>







채널A

40 굿모닝 A



KBS1
00 KBS 뉴스광장

KBS2
00 신년 기획 2TV 아침

50 인간극장

25 닥터365
30 아침연속극
<청담동 스캔들>

00 TV 소설
<일편단심 민들레>
40 슈퍼맨이 돌아왔다
00 2015 신년기획 특별생방송
슈퍼맨 가족이 뽑은
광복70년 미래30년
최고의 순간
대한민국 100년의 드라마
1부

30 한영공동제작특집
디스커버링 코리안 푸드
50 앙코르
2014 MBC 방송연예대상
12부

10 좋은 아침

00 KBS 뉴스
00 대국민 토크쇼 안녕하세요
고민 자랑 그 후
10 신년기획 통일특선 앙코르
통일한국을 그리다
13부
40 신년특집
가족끼리 왜 이래
2015 가족백서
40 2014 KBS 영상실록
국내편

00 MBC 뉴스
30 주말드라마
장미빛 연인들

30 KBS 뉴스

40 채널A 뉴스특보

40 김부장의 뉴스통
50 직언직설

00 정용관의 시사병법

00 KBS 아침 뉴스타임
40 지구촌 뉴스



30 2015 신년기획 특별생방송 20 1박 2일
광복70년 미래30년
대한민국 100년의 드라마
2부

10 생방송 빛날

00 kbcjtv 공동기획
특집 호남의 힘
희망을 말하다

15 일일연속극
<소원을 말해봐>
55 MBC 뉴스데스크

20 일일드라마
<달려라 장미>

30 결혼이야기
55 신년 특집
오늘 미래를 만나다

55 MBC 일일특별기획
<압구정 백야>

00 SBS8 뉴스
35 KBC 8 뉴스
55 순간포착 세상에 이런일이

00 수목드라마
<왕의 얼굴>

00 특선영화
스파이

00 드라마 스페셜
<피노키오>

10 MBC 뉴스 24
20 세바퀴 스페셜
00 우리가락 우리문화
스페셜

35 나이트 라인
50 토크콘서트 화통(재)
50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행 스페셜

00 하종대의 쾌도난마

00 KBS 뉴스
10 신년기획
코리언 지오그래픽 스페셜

00 신년특집
창극 시트콤 옥이네
검은 선비단의 비밀 1부

00 박정훈의 뉴스 TOP10

00 6시 내고향
55 KBS 뉴스

00 KBS 글로벌24
30 신년 기획
2TV 저녁 생생정보

20 이제 만나러 갑니다(재)

50 일일드라마
00 광복70년 미래30년
<달콤한 비밀>
대한민국 100년의 드라마
3부

20 모큐 드라마
<싸인>(재)

25 일일연속극
<당신만이 내사랑>

30 채널A 종합뉴스

00 KBS 뉴스9

50 채널A 스포츠 뉴스

00 신년UHD특집 백두산

00 KBS 글로벌24
30 생생 정보통

10 생방송 빛날

20 웰텀 투 시월드(재)

50 일일드라마
<달콤한 비밀>

15 일일연속극
<소원을 말해봐>
55 MBC 뉴스데스크
55 2014 MBC 가요대제전

30 채널A 종합뉴스

00 광복70년 미래30년
대한민국 100년의 드라마
3부
25 일일연속극
<당신만이 내사랑>
00 KBS 뉴스9

50 채널A 스포츠 뉴스

00 신년UHD특집 백두산

00 수목드라마
<왕의 얼굴>

00 드라마 스페셜
<피노키오>

00 나는 몸신이다

00 KBS 뉴스라인
40 KBS특선 늙지 않는 도시
30 신년기획 미래경제특선
앙코르 KBS 파노라마
12부

10 신년 기획 해피 투게더

15 에코빌리지 즐거운 家

00 웰컴 투 시월드

00 KBS 뉴스라인
10 신년 기획 해피 투게더
40 KBS특선 늙지 않는 도시

55 송년특집
힐링캠프기쁘지아니한가
K팝스타힐링콘서트

20 카톡쇼 S
30 TV주치의
닥터 지바고(재)

30 신년기획 미래경제특선
앙코르 KBS 파노라마
12부

30 특별기부
한국기업 글로벌
전장을 가다 3부
20 신대동여지도(재)

30 드라마 스페셜

25 찾아라! 맛있는 TV
스페셜

00 SBS 8 뉴스
35 KBC 8 뉴스
55 2014 SBS 연기대상
12부

45 나 혼자 산다 스페셜

00 펀치 스페셜

00 6시 내고향
55 KBS 뉴스

30 2014 연기대상 12부

40 스포츠 하이라이트
55 걸어서 세계 속으로
40 KBS 파노라마

30 리얼스토리 눈

최고 연기상 영예의 주인공은 누구

대한민국을 빵 터뜨릴 그들의 작전이 시작된다

2014 연기대상(KBS231일 오후 8시30분)

특선영화 스파이(MBC1일 밤 10시)

올해 시청자들을 사로 잡았던 태양은 가득히 빅맨 트로트의
연인 연애의 발견 아이언맨 내일도 칸타빌레 참 좋은 시절
가족끼리 왜이래 정도전 출연자들이 총출동한다 사회는 서인
국 박민영 김상경이 맡았다
올해 KBS 연기대상은 정도전사진의 독주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특히 이성계를 연기한 유동근과 정도전을 연기한 조재
현 중 한 사람이 대상을 차지할 것이라는 기대가 높다두 사람의
젊은 시절부터 왕자의 난까지 기나긴 서사를 완벽히 그려냈다
올해 베스트커플상 강력 후보로는 연애의 발견의 에릭과 정유
미가 거론되고 있다 두 사람은 극 중 서로에 대한 감정이 남아 있

대한민국 최고의 스파이 김철수(설경구) 하지만 마누라 영희
(문소리) 앞에만 서면 쩔쩔매는 대한민국의 평범한 남편이기도
하다 아무도 모르게 나랏일을 하는 탓에 출장을 밥 먹듯이 하는
철수 하필이면 2세를 만들기 위해 받아 놓은 Dday에 의문의 테
러가 발생해 진상 파악을 위한 태국 출장 명령을 받게 된다
위험천만한 작전지를 종횡무진하는 철수 그런데 그곳에서 철
수의 레이더망에 들어온 건 다름 아닌 마누라! 심지어 그녀는 모
든 작전지마다 위험하게 잘생긴 의문의 사나이(다니엘 헤니)와
함께 나타나 철수의 애간장을 태운다
국가의 운명이 왔다갔다하는 절체절명의 상황 의문의 남자 앞

는 헤어진 연인 사이로 분해 알쏭달쏭한 멜로를 그렸다 공교롭
게도 강력한 라이벌은 남남(男男)커플인 유동근과 조재현이다

10 SBS 뉴스
25 2014 SBS 연기대상
12부(재)

40 무한도전 스페셜

00 박정훈의 뉴스 TOP10

20 관찰 카메라 24시간

10 동물농장 스페셜

50 SBS 뉴스

00 KBS 뉴스
10 신년기획
코리언 지오그래픽 스페셜



00 SBS 뉴스
10 트랜드 리포트 2015

05 MBC 뉴스
15 우리 결혼했어요 스페셜

00 하종대의 쾌도난마



00 MBC 뉴스투데이 12부 00 모닝와이드 12부

30 2015신년 특별생방송
더불어 삽니다

00 신문이야기 돌직구 쇼

30 웰컴 투 시월드(재)

KBCSBS
30 KBC 모닝와이드

25 아침마당

20 시사 인사이드

MBC
10 광주 MBC 뉴스투데이
50 MBC 아침드라
<폭풍의 여자>

00 아침 경제 골든타임






 이 프로그램은 방송사 사정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SBS12뉴스
닥터365
건강클리닉
토크콘서트 화통

제19900호

에서 마냥 좋아라 하는 영희 때문에 도대체 작전에 집중이 안 되
는 철수 과연 철수는 나라도 지키고 마누라도 지킬 수 있을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