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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MBC, SBS 2016년 3/4분기 드라마스페셜 현황

KBS 
구분 프로그램명 구분 회차

드라마

광개토태왕 3년 경과 10~71

동네변호사 조들호
재방 9~20

삼방 9~18 / 사방 12

드라마스페셜 심야 1편

마스터 국수의 신
재방 3~20

삼방 2~20 / 사방 1, 4, 5

백희가 돌아왔다 재방 1~4 / 삼방 1~4

별난가족 재방 1~5, 9, 10, 14, 15

뷰티풀마인드
재방 1~12

삼방 1~10 / 사방 1, 3, 5

아이가 다섯 재방 20~47

여자의 비밀 재방 1~3, 5~8, 10~13, 15~18, 20~23

장영실 재방 12 / 삼방 1~11

천상의 약속 재방 68~71, 73~76, 78~81, 83~90, 94~100

함부로 애틋하게
재방 1~8 / 삼방 1~6

사방 1~5 / 사방이후 1, 3

해외드라마_닥터후 시즌8 재방 8~12

해외드라마_닥터후 포스터 재방 1~5

순수코미디 개그콘서트
재방 844~856

삼방 844

시사/교양

2TV 생생정보
재방 17편

심야 25, 43, 48, 58

6시 내고향 심야

5939, 5942~5944, 5947~5949, 5952~5955, 

5957~5959, 5962~5964, 5968, 5969, 5973, 

5974, 5978~5980, 5983~5985, 5987~5989, 

5992~5994, 5997, 5998, 6000

KBS 걸작다큐멘터리
3년 경과 9편

심야 1편

KBS 스페셜 재방 8편 / 심야 2편

KBS 파노라마 재방 1편 / 삼방 2편

TV 책
재방 116, 119

심야 102, 110~112

TV 책을 보다 심야 102, 104, 106~109

VJ특공대 재방 807~819

구분 프로그램명 구분 회차

시사/교양

걸어서 세계속으로 3년 경과
307~309, 311, 312, 344, 349~351, 355, 

358, 359, 363

넥스트 휴먼 사방 이후 4편

다큐1 삼방 1편

다큐공감
재방 146, 152~159 / 사방 120

심야 134, 136, 138, 139, 142~144, 146

다큐멘터리 3일 재방 426, 452, 454, 456~458, 460, 462

도전K-스타트업 2016 재방 3

동물의 왕국 및 동물의 세계 재방 12편 / 삼방 2편 / 3년경과 12편

러브인 스리랑카 재방 1편

먼바당 거믄땅
사방 2편 / 사방이후 1편

심야 1~2

명견만리 재방 1편 / 심야 1편

사람과 사람들
재방 28, 31, 33, 36, 38, 41

삼방 28, 31, 33

사랑의 가족 심야 2627

생로병사의 비밀

재방 572, 580~587, 589

삼방 579, 581~583, 585~587

심야 568~574, 578

세상의 모든 다큐 및 글로벌다큐멘터리
재방 26편

삼방 3편

시니어 토크쇼 황금연못 재방 67~71, 73~78

시사기획 창 재방 1편

시청자칼럼 우리 사는 세상 재방 45편

신입 리얼 도전기 루키 재방 1

알약톡톡 재방 2편

역사저널 그날
재방 128, 132

심야 118, 121

영상앨범 산
3년 경과 266

심야 428, 510, 511

우리말 겨루기 재방 617, 618, 620, 622~625

코리언 지오그래픽
삼방 1편 / 사방 1편 / 사방이후 6편

심야 6편

KBS, MBC, SBS 2016년 3/4분기 재방송 현황

※ 압축물 : 원드라마의 사용율이 70%이상 압축하여 방송한 프로그램    

※ 비압축물 : 원드라마의 사용율이 70%미만으로 압축하여 방송한 프로그램

◆ KBS

구분 프로그램명 부제 회차

압축물
뷰티풀 마인드 1~2

아이가 다섯 1~32

압축물
_개인별 누락분

태양의 후예 1부 또 만나요 스페셜1 이수지(1), 무술연기자(1~3, 5~8)

압축물
_개인별 누락분

태양의 후예 2부 또 만나요 스페셜2 이수지(1), 무술연기자(9~16)

압축물(재방)
_개인별 누락분

태양의 후예 1부 또 만나요 스페셜1 이수지(1), 무술연기자(1~3, 5~8)

태양의 후예 2부 또 만나요 스페셜2 이수지(1), 무술연기자(9~16)

압축물(삼방)
_개인별 누락분

태양의 후예 1부 또 만나요 스페셜1 이수지(1), 무술연기자(1~3, 5~8)

◆ SBS

구분 프로그램명  부제 회차

압축물 끝에서 두번째 사랑 스페셜 1~4

비압축물 달의연인 보보경심 려 스페셜 1~4 

비압축물(재방) 달의연인 보보경심 려 스페셜 1~4 

압축물
_개인별누락분 

육룡이 나르샤 조은주(1), 함혜영(1) 

비압축물
_개인별 누락분 

대박 미리보기 이채경(3) 

육룡이 나르샤 조은주(1), 함혜영(1) 

◆ MBC

구분 프로그램명  부제 회차

압축물 

W 특집방송회 W 완전정복 1~7 

몬스터 몬스터 한 번에 몰아보기 1~20 

옥중화 옥중화 한 번에 몰아보기 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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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프로그램명 구분 회차

시사/교양

코리언 지오그래픽 플러스
삼방 1편 / 사방이후 8편

심야 10편

특집
재방 18편 / 삼방 2편

심야 6편

한국인의 밥상

재방 266~276, 278, 279

삼방 266~268, 271~274

사방 263

심야 160, 161, 204~216, 250~257, 262, 263

쇼/오락

1대 100 재방 433~437

1박 2일
재방 590~603

삼방 582~585, 588~590

가요무대 재방 1466, 1468, 1469

대국민 토크쇼 안녕하세요
재방 272~285

삼방 270, 283, 284

동네스타 전국 방송 내보내기
재방 6~12

삼방 5

배틀트립
재방 1~14

삼방 10, 11

불후의 명곡 재방 251

비타민 재방 627~638

수상한 휴가
재방 1~11

삼방 9~11

슈퍼맨이 돌아왔다 재방 579~603

안녕 우리말

재방 6~16

삼방 6~16

사방 6~16

사방 이후 5, 7~16

어느날 갑자기 외.개.인.
재방 1~4

삼방 1~2

어서옵 쇼 재방 1~12

언니들의 슬램덩크 재방 5~17

연예가중계 재방 1622~1635

영화가 좋다 재방 490, 491, 496, 499, 501, 502

우리동네 예체능

재방 154~158, 162, 163

삼방 162, 163

심야 153

우리들의 공교시 재방 6편

위기탈출 넘버원 플러스 심야 7편

이웃사이다 재방 1, 4, 5, 7

이웃집 찰스

재방 64~75

삼방 61, 62, 67, 69, 71, 72

사방 60

구분 프로그램명 구분 회차

쇼/오락

이웃집 찰스 심야 49~53, 55~58, 60

출발 드림팀 시즌2 재방 334~336

태양의 후예 재방 에필로그

해피투게더
재방 447~459

삼방 442

영화 명화극장 재방 1편

만화

감성애니 하루

재방 1~16

삼방 1~14, 16

사방 1~7, 14

사방 이후 2, 5

두리둥실 뭉게공항3
재방 12~15

삼방 11, 13

로보텍스 재방 6~17

별별가족

재방 68, 78, 83

삼방 63, 65~67, 69~77, 79~82

사방 64

좀비덤 재방 4~6

후토스 잃어버린 숲 3년 경과 10편

누락분
_드라마

부탁해요 엄마 재방 하주은(18, 20, 21, 24~28, 30)

장사의 신 객주 2015
재방 이지현(13~35)

삼방 이지현(13~16, 18~25, 28~31, 34, 35)

태양의 후예

재방 이수지(1), 무술연기자 22명(1~3, 5~16)

삼방 이수지(1), 무술연기자 22명(1~3, 5~16)

사방 이수지(1), 무술연기자 14명(3, 5, 12)

누락분
_비드라마

6시 내고향 심야 누락자 4명(21편)

글로벌 남편 백서 내편 남편 재방 박지윤(10~25), 정준하(10~25)

다큐공감 심야 윤주상(110), 전영미(100)

대단한레시피 재방 문희준(1~3)

마녀와 야수 재방 유상무(5)

시니어 토크쇼 황금연못
재방 남상일(17편), 안지환(16)

심야 남상일(36)

코리언 지오그래픽 사방 장민혁(눈과 바람의 땅 대관령)

한식 세계를 품다 재방 박수홍(추석특집)

해피투게더
재방 김정환(418~433), 박산다라(429), 임윤택(417)

삼방 김정환(424~426, 428)

라디오

KBS 1라디오 1분 캠페인 우리는

재방 2편

삼방 2편

사방 2편

KBS 무대
삼방 1편

사방 11편

가요코리아 심야 30편

세월따라 노래따라 심야 88편

MBC
구분 프로그램명 구분 회차

드라마

W

재방 1~11

삼방 1~5, 9~11

사방 2, 10

심야 1~4

가화만사성
재방 27~40, 43~51

삼방 32, 40, 46, 49

다시 시작해 재방 9, 14

몬스터
재방 21~42

삼방 35

불어라 미풍아 재방 1

옥중화
재방 9~30

삼방 16, 18, 20

운빨로맨스

재방 3~14, 16

삼방 2~10, 12, 14, 16

사방 1

심야 15

워킹 맘 육아 대디 재방 48편

구분 프로그램명 구분 프로그램명

드라마 워킹 맘 육아 대디
삼방 65~68

사방 68

예능

나 혼자 산다 재방 160, 166~168

능력자들 재방 34

듀엣가요제 재방 10, 16

무한도전 재방 482~494

복면가왕 재방 61~67, 69, 72~73

신비한 TV 서프라이즈 재방 682, 705~706

우리결혼했어요 재방 323, 327~328

익스트림 서프라이즈
재방 705

심야 11편

진짜사나이 재방 159~160

출발 비디오 여행 심야 1143~1144

황금어장 라디오스타
재방 480~488, 490

삼방 483, 486

교양 MBC다큐스페셜
재방 1편

심야 1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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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구분 프로그램명 구분 회차

드라마

대박 
재방 19~22, 24 

삼방 20 

닥터스 
재방 1~17, 19~20 

삼방 1~4 

질투의 화신 
재방 1~2 

삼방 1~2 

그래그런거야 재방 33~34 

우리갑순이 
재방 1 

삼방 1 

미녀 공심이 
재방 6~11, 13~19 

삼방 5, 7~8 

끝에서 두 번째 사랑 

재방 1~5 

삼방 1~5 

사방 1 / 사방이후 1 

딴따라 재방 13~14, 16, 18 

원티드 

재방 1~12, 14 

삼방 1~12 

사방 8 

달의 연인 보보경심 려 재방 1~3 

사랑이 오네요 재방 34 

당신은 선물 
재방 1~5 

삼방 1~5 

순수코미디 웃음을 찾는 사람들 
재방 154~157 

삼방 154~156 

쇼/오락

백종원의 3대 천왕 재방 39~47, 49, 51 

꽃놀이패 (파일럿) 재방 1 

동상이몽, 괜찮아 괜찮아 재방 54~55, 58~59 

런닝맨 재방 433~441, 443~444 

미운우리새끼 재방 파일럿, 1 / 삼방 파일럿 

불타는청춘 

재방 60~61, 65~69, 베스트

삼방 64, 66~68 

심야 64 

신의목소리 

재방 8, 10~15 

삼방 8~9, 12, 14 

심야 9 

자기야 백년손님 
재방 329~338, 340 

삼방 330, 334~335, 337~338 

정글의법칙 
재방 216~217, 219~228 

삼방 216 

투자자들 재방 4~5, 7~8 

구분 프로그램명 구분 회차

쇼/오락 판타스틱듀오 재방 7~19 

시사/교양

TV 동물농장 재방 12편 / 심야 10편 

굿모닝510 - 사람사는 세상 심야 11편 

굿모닝510 - 생활의 발견 심야 23편 

굿모닝510 - 특별한 오늘 심야 8편 

딱 좋은 나이 재방 13~21, 25 

잘먹고 잘사는 법-식사하셨어요 재방 109~118 / 심야 117

생활의 달인 
재방 525, 527~538 

삼방 536 / 심야 535, 538 

궁금한 이야기 Y 재방 314, 316~317, 319~326 

맨 인 블랙박스 
재방 1편 

심야 2편 

블랙박스로 본 세상 심야 9편 

인생게임 상속자 재방 1 

순간포착 세상에 이런일이 
재방 889~898, 베스트 

심야 887~888, 890~896, 898 

영재 발굴단 

재방 59~64, 66~69 

삼방 68 / 사방 68 

심야 58, 60~67, 70 

일요특선 다큐멘터리 심야 9편 

만화

꼬마해녀몽이와 해녀특공대 재방 6, 8 

고롤라즈 재방 2~3 

라디오 이숙영의 러브 FM <코너:내안의그대> 재방 13편 

누락분
_드라마

용팔이 재방 민진웅(17~18) 

너를사랑한시간 재방 박은영(11) 

육룡이나르샤 

재방 조은주(1), 함혜영(1) 

삼방 조은주(1), 함혜영(1) 

사방 조은주(1), 함혜영(1) 

사방 이후 조은주(1), 함혜영(1) 

돌아와요아저씨 

재방 누락자 5명(1~8,10,12,14) 

삼방 누락자 4명(1~4) 

사방 누락자 4명(1~2) 

대박 

 

재방 이채경(3) 

삼방 이채경(3) 

미녀공심이 
재방 이상훈(1~2), 성창훈(1) 

삼방 이상훈(1), 성창훈(1) 

누락분
_비드라마

K팝스타 시즌5 

재방 2~3, 15~18 

삼방 3 

심야 5~6 

2016 서울 디지털 포럼 특집다큐 재방 하석진(1편) 

구분 프로그램명 구분 프로그램명

교양

MBC다큐프라임 재방 2편

MBC특별기획 심야 1편

MBC파워매거진 심야 268, 270~277

건강플러스 심야 3편

경제매거진M 심야 497, 500, 502~506

나누면 행복 심야 273~275, 277~278, 280

내 품에 라바와 친구들 재방 25~30

드림주니어 재방 9~20, 22, 24, 27, 34

리얼스토리 눈 재방 509, 526, 536 / 심야 2편

휴먼다큐 사람이 좋다

재방 179, 182, 185

삼방 185

사방 185

심야 182

만화 텔레몬스터
재방 14 / 삼방 1편

사방 3편 / 사방이후 11편

구분 프로그램명 구분 프로그램명

누락분
_드라마

가화만사성 재방 이정호:재방(4편), 삼방(3편), 사방(1편)

몬스터
재방 누락자 7명(17편)

삼방 누락자 6명(8편)

워킹 맘 육아 대디 재방 누락자 4명(1~13, 15~16)

한번 더 해피엔딩

재방 박성균(13~14)

삼방 박성균(13~14)

심야 김미향(16)

누락분
_비드라마

MBC 스페셜 재방 정혜옥(1편)

건강플러스 심야 누락자 23명(26편)

리얼스토리 눈 재방 김재원(9편), 심야(16편)

세상의 모든여행 심야 박용우(41~44)

소통 한글아 부탁해 심야 박남정, 양지원, 윤유선, 윤철형(1편)

텔레몬스터 재방
누락자 4명(13편), 삼방(12편), 

사방(10편), 사방이후(8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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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MBC, SBS 2015년 하반기 복제 현황

◆ KBS드라마

프로그램명 회차

개그콘서트
804~817, 
820~824

가족끼리 왜이래 1~50

가족을 지켜라 36~123

그래도 푸른 날에 81~129

너를 기억해 1~8, 11~16

넝쿨째 굴러온 당신 1~23

다 잘될 거야
1~17, 20~23, 

26~80

발칙하게 고고 1~6

별난 며느리 1~12

별이 되어 빛나리 1~88

복면검사 1~16

부탁해요 엄마 1~39

프로그램명 회차

사랑과 전쟁 2

1~4, 8, 9, 11, 18, 20, 21, 24, 
30, 32, 35~37, 39, 40, 43~45, 
47, 48, 50, 51, 53, 54, 57, 61, 
70, 80, 82, 85, 90, 94, 98, 

100~108, 111~124

어셈블리 1~18

오늘부터 사랑해 61~90, 92~101

오렌지 마말레이드 9~11

오 마이 비너스 1~12

우리집 꿀단지 1~30, 32~35, 37~40

장사의 신 객주 2015 1~27

징비록 38~50

착하지 않은 여자들 1~24

파랑새의 집 38~50

프로듀사 3~12

◆ KBS드라마

 프로그램명  회차 

1박 2일 544~561, 563~571 

글로벌 남편 백서 내편 남편 3 

나를 돌아봐 1~4, 6~10, 12~20 

네 멋대로 해라 추석특집 

대국민 토크쇼 안녕하세요 254 

불후의 명곡 전설을 노래하다 207~210, 212~230 

사랑의 가족 2582~2585 

속이 보이는 라디오 여우사이 추석특집 

프로그램명 회차

슈퍼맨이 돌아왔다 523~571, 573 

슈퍼맨이 돌아왔다-귀엽둥이 쌍둥이 17~22 

슈퍼맨이 돌아왔다-쌍둥이 5, 13~16 

유희열의 스케치북 300 

인간의 조건 시즌3 8~9 

전무후무 전현무쇼 추석특집 

해피투게더 403~429 

후계자 2 

◆ 기타채널

프로그램명 회차

개그콘서트 730~742, 794~821

TV 문학관 19세

광개토태왕 1~92

구미호 여우누이뎐 1~16

굿닥터 1~20

그들이 사는 세상 1~16

내 딸 서영이 1~50

너는 내운명 1~178

닥터 후 시즌5 1~13

드라마스페셜
걱정마세요 귀신입니다

끈질긴 기쁨

프로그램명 회차

드라마스페셜

나에게로와서 별이 되었다

내가 가장 예뻤을 때

내 친구는 아직 살아있다

또 한번의 웨딩

아빠는 변태중

연우의 여름

태권도를 아십니까

해피로즈데이

발칙하게 고고 1~12

사랑과 전쟁 1 408~452, 454~479

사랑과 전쟁 2 45~50, 52~85, 108

프로그램명 회차

솔약국집 아들들 1~54

어셈블리 1~20

엄마가 뿔났다 1~66

오렌지 마말레이드 1~12

전설의 고향 2008 1~8

징비록 1~50

참 좋은 시절 1~50

추노 1~24

파랑새의 집 1~50

프로듀사 스페셜 1~12

학교 2013 1~16

◆ KBS조이

 프로그램명  회차 

1박 2일 
495~504, 507, 509~510,  

541~543, 545~561, 563~572

TOP밴드3 1~11 

개그콘서트 799~826 

개그콘서트 미니 144~149, 151~153 

글로벌 남편 백서 내편 남편 파일럿 1~2, 1~17 

나는 남자다 10, 11, 15~17 

나를 돌아봐 1~22 

네 멋대로 해라 추석특집, 1 

대국민 토크쇼 안녕하세요 231~254 

대국민 토크쇼 안녕하세요 베스트 96, 101, 106, 121 

불후의 명곡 전설을 노래하다 205~229, 231 

사랑의 가족 2587~2589 

속이 보이는 라디오 여우사이 추석특집 

프로그램명 회차

슈퍼맨이 돌아왔다 496~510, 512~572 

슈퍼맨이 돌아왔다 스페셜 4~5 

슈퍼맨이 돌아왔다-귀엽둥이 쌍둥이 9, 13~22 

슈퍼맨이 돌아왔다-러블리 추사랑 7~28 

슈퍼맨이 돌아왔다-쌍둥이 9, 12~16 

슈퍼맨이 돌아왔다-추사랑 1~6 

시간을 달리는 TV 1~20 

아이돌 전국 노래자랑 추석특집 

엄마의 탄생 9~11 

연예가 중계 1581~1604 

영화가 좋다 452~460 

용감한 가족 1~3, 6, 7 

우리동네 예체능 111~137 

우리말 겨루기 577~579 

프로그램명 회차

유희열의 스케치북 280~300 

이웃집 찰스 
23~26, 29~31, 33~35, 

37~40, 44

인간의 조건-도시농부 5~25 

인간의 조건-집으로 1~2 

전무후무 전현무쇼 추석특집 

조이 레전드 1~44, 47, 48 

청춘 FC 헝그리 일레븐 1~7 

한국인의 밥상 
117, 128, 137, 148, 149, 156, 

159, 160, 225~235

해피선데이 546~561, 563~572 

해피투게더 403~429 

해피투게더 추석특집 6 

후계자 1~2 

  KBS (드라마·순수코미디)

  KBS (연예·오락·교양·다큐)

◆ KBS스포츠

프로그램명 회차

개그콘서트 771~798

개그콘서트 달인 1~4, 7~21

◆ KBS스포츠

 프로그램명  회차 

개그콘서트 
771, 774, 775, 777, 780, 782, 

786, 789, 792, 794, 796~822 

개그콘서트 달인 1~4, 7~21 

스포츠 이야기 운동화 2.0 21편 

우리동네 예체능 82, 83, 87~96, 100, 103~134 

청춘 FC 헝그리 일레븐 1~16 

출발 드림팀 시즌2 
258, 261, 263, 267, 268, 278, 

283~312 

프로그램명 회차

프로듀사 스페셜 1~12

후아유 7~16

◆ KBS조이

프로그램명 회차

발칙하게 고고 1~8

오렌지 마말레이드 9~12



2016.11 no.52 한국방송실연자협회보   5

◆ 기타채널

 프로그램명  회차 

6시 내고향 5829 

KBS 다큐1 16 

가요무대 934, 994, 1000, 1002 

걸어서 세계속으로 
130, 139, 154, 220, 223, 224 

226~228, 234, 238, 244 

다큐공감 40, 57, 76, 84, 86, 91 

다큐멘터리 3일 

37~44, 46, 47, 50, 51, 54~56, 
60~64, 66~72, 75~84, 295, 
305, 307, 315, 320, 322~325, 
341, 343, 344, 350, 352, 355, 
361, 362, 369, 370, 372, 373, 

377, 378, 383, 389, 394 

대국민 토크쇼 안녕하세요 
155~196, 201~218, 220, 

221~236

러브인 아시아 415~424, 426~434 

리얼 체험 세상을 품다 19~27, 30~36, 38~43 

프로그램명 회차

백년의 가게 

1, 4, 6, 9, 10, 12~14, 18, 
22~24, 26~29, 32, 36, 
37, 42~45, 48, 51~53, 

55, 56, 60 

불후의 명곡 전설을 노래하다 1~20, 84~86, 88~92 

비타민 507~516, 518~527, 529~533 

사랑의 가족 
2505, 2506, 2509, 2519, 2526, 

2531, 2532, 2535, 2544, 2545

상상력이 경쟁력이다 1~2 

생로병사의 비밀 

100세 시대 신인류의 조건 
1~2부,  445, 456~458, 460, 
462, 466, 468, 469, 473, 475, 
503, 514, 516, 517, 522, 524, 
526, 528, 530, 531, 536, 546 

스타일 포 유 1~12 

역사저널 그날 51~56, 59~74, 76~79 

우리동네 예체능 109~132 

프로그램명 회차

유희열의 스케치북 10~14, 16~25, 27~52 

윤도현의 러브레터 
271~277, 279~288, 290~293  

295, 297~300, 302~313, 315

자동공부책상위키 시즌1 52편 

전국노래자랑 19편 

차마고도 

마지막 마방 1부 

순례의 길 2부 

생명의 차 3부 

천년 염정 4부 

히말라야 카라반 5부 

신비의 구게 왕국 6부 

콘서트7080 200 

한국인의 밥상 51~62, 97~108 

해피투게더 375~412, 414~418 

황금의 펜타곤 시즌2 1~10 

◆ 드라마넷

프로그램명 회차

그녀는 예뻤다 1~16

내 딸 금사월 1~34

내일도 승리 1~44

달콤살벌 패밀리 1~12

드라마페스티벌 내 인생의 혹

딱 너같은 딸 30~120

맨도롱또 13~16

메이퀸 1~35

밤을 걷는 선비 1~20

백년의 유산 39~50

아름다운 당신 1~33

엄마 1~32

프로그램명 회차

여왕의 꽃 29~50

여자를 울려 20~40

오자룡이 간다 40~129

위대한 조강지처 11~121

이브의 사랑 30~120

전설의 마녀 1~40

최고의 연인 1~18

퐁당퐁당 러브 1~2

한뼘드라마 3편

화려한 유혹 1~24

화정 23~50

◆ 기타채널

프로그램명 회차

60분드라마 10편

그녀는 예뻤다 1~16

내 딸 금사월 1~50

달콤살벌 패밀리 1~16

대장금 1~54

동이 1~60

마의 21~50

맨도롱또 15~16

밤을 걷는 선비 1~20

최고의 사랑 9~16

해를 품은 달 1~20

화정 21~50

◆ 에브리원

프로그램명 회차

거침없이 하이킥 1~3, 6~62

그녀는 예뻤다 1~16

지붕뚫고 하이킥 118~121, 125~126

◆ 퀸

프로그램명 회차

MBC일요드라마극장 나야 할머니

대장금 1~54

딱 너같은 딸 32~120

마의 1~8

선덕여왕 19~22

이산 1~77

주몽 5~81

허준 8~64

  MBC (드라마)

  MBC (연예·오락·교양·다큐)

◆ 드라마넷

프로그램명 회차

2015 DMC페스티벌
여러분의 선택 

복면가왕

2015 MBC 연기대상 1편

경찰청 사람들 2015 12~15

나 혼자 산다 111~136

능력자들
2015년 추석특집, 

1~7

듀엣가요제 8+ 2015년 추석특집

리얼스토리 눈 324

마이리틀텔레비전 1~3, 9~34

마이리틀텔레비전_백종원 편 1~10, 파일럿 1~2

무한도전 39편

세바퀴 316

섹션TV 연예통신 807

아이돌스타육상농구풋살

양궁선수권대회
2015년 추석특집

프로그램명 회차

어게인 인기가요 베스트 

95~96
2015년 추석특집

옆집의 CEO들 1

우리 결혼했어요 277~278, 288~299

위대한 유산
2015년 추석특집, 

2~3

일밤_복면가왕
2015년 추석특집, 

11~38

일밤_진짜 사나이 73, 112~137

자원봉사 희망프로젝트 

나누면 행복
15편

해피타임 524

해피타임_명작극장 13편

해피타임_스타열전 497, 526, 528~529

황금어장 라디오스타 391, 432~457

휴먼다큐 사람이 좋다 133

◆ 뮤직

프로그램명 회차

2015 DMC페스티벌 4편

2015 신한류시대 1~2

듀엣가요제 8+ 2015년 추석특집

마이리틀텔레비전 25~26, 29~34

무한도전 433~444

쇼 음악중심 461~479, 484

아이돌스타육상농구풋살양궁

선수권대회
2015년 추석특집

어게인 인기가요 베스트 

95~96
2015년 추석특집

우리 결혼했어요 277~279

위대한 유산 2~3

일밤_복면가왕 12~38

일밤_진짜사나이 125~133, 135~137

황금어장 라디오스타 22편

휴먼다큐 사람이 좋다 7편

◆ 기타채널

프로그램명 회차

MBC다큐스페셜 6편

MBC다큐프라임 1편

TV특종 놀라운 세상
583~599, 
601~613

나 혼자 산다 109~138

남극의 눈물 1편

MBC네트워크특선 2편

마이리틀텔레비전 1~45

무한도전
343~357, 382~411, 

422~466

신비한 TV 서프라이즈 529~596

일밤_복면가왕 1~30

일밤_진짜 사나이 121~135

해피타임 372~431

황금어장 라디오스타 64편



6   2016년 3/4분기 재사용 현황 2016.11 no.52

  SBS (드라마·순수코미디)

  SBS (연예·오락·교양·다큐)

◆ 기타채널

프로그램명 회차

기분 좋은 날 1~44

냄새를 보는 소녀 1~13

너의 목소리가 들려 1~18

돈의 화신 1~24

마을 1~16

미남이시네요 1~16

미세스 캅 1~18

발리에서 생긴 일 1~16, 20

뿌리깊은 나무 1~24

세 번 결혼하는 여자 1~40

시크릿가든 1~20

아내의 유혹 1~129

프로그램명 회차

여인의 향기 1~16

연애시대 1~16

옥탑방 왕세자 1~20

용팔이 1~18

유령 1~20

육룡이 나르샤 1~50

이웃집 웬수 1~65

자이언트 1~60

주군의 태양 1~17

청담동 앨리스 1~16

파리의 연인 1~20

피노키오 1~20

◆ 기타채널

프로그램명 회차

K팝스타5 1~21

TV동물농장 308편

김병만의 정글의 법칙 1~11, 13~40, 138~193

도전 1000곡 66~99 

동상이몽 괜찮아 괜찮아 1~28

런닝맨
179~191, 194~214, 

224~279

백종원의 3대천왕 1~17

생활의 달인 90편

프로그램명 회차

순간포착 세상에 이런 일이
470~503, 673~694, 

707~739

아빠를 부탁해 1~28

오 마이 베이비 42~45

일요특선다큐멘터리

토종약초 
백수오의 재발견

청혈 밥상 
발효콩을 주목하라

자기야-백년손님 272~308

◆ MTV

프로그램명 회차

18초 1~2

2013 SBS 가요대전 1~2

2014 SBS 가요대전 1~2

2015 SAF 가요대전 1~2

2015 희망TV SBS 8

K팝스타3 1~21

K팝스타4 1~21

K팝스타5 1~5, D-DAY

프로그램명 회차

NEW~ 스타킹 추석특집

SBS 인기가요 100편

동상이몽 괜찮아 괜찮아 1~30

심폐소생송 추석특집

썸남썸녀 9~14

질주본능 더 레이서 1~7

한밤의 TV연예 513~526

힐링캠프 195~199

◆ 드라마플러스

프로그램명 회차

가면 9~20

너를 사랑한 시간 1~16

돌아온 황금복 15~125

리멤버 아들의 전쟁 1~6, 모아보기

마녀의 성 1~13

마을 - 아치아라의 비밀 1~16

프로그램명 회차

미세스 캅 1~18

상류사회 6~16

애인 있어요 1~33

어머님은 내 며느리 5~136

용팔이 1~18

육룡이 나르샤 1~24, 육룡은 누구인가

◆ 펀e

프로그램명 회차

너를 사랑한 시간 2~9

용팔이 1~18

프로그램명 회차

특집 드라마 설련화 1~2

웃음을 찾는 사람들 102~128

◆ 퀸

프로그램명 회차

2015 DMC페스티벌 여러분의 선택 복면가왕

MBC다큐스페셜 55편

MBC파워매거진 242~246

경제매거진 M 457

경찰청 사람들 2015 2~6, 8~15, 18, 20~22

그린실버 고향이 좋다 343

기분 좋은 날 126편

나 혼자 산다 110~136

나 혼자 산다_스페셜 7편

나는 가수다 1100~1101, 1107~1117, 1120

능력자들 2015년 추석특집, 1~7

듀엣가요제 8+ 2015년 추석특집

리얼스토리 눈 120편

마이리틀텔레비전 8~34

마이리틀텔레비전_백종원 편 1, 7~9, 파일럿 1~2

프로그램명 회차

무한도전 63, 270, 432, 434~459

빅프렌드 1~2

생방송 오늘아침 102편

생방송 오늘저녁 185~187

세바퀴 303~306, 310

섹션TV 연예통신 782~789, 791~807

신비한 TV 서프라이즈 669~694

신비한 TV 서프라이즈

_익스트림서프라이즈
518, 578, 623

어게인 인기가요 베스트 95~96 2015년 추석특집

어게인 파일럿 1~2

옆집의 CEO들 1~2

우리 결혼했어요 277~300

우리 결혼했어요_스페셜
277~283, 285~290, 

293, 296

프로그램명 회차

위대한 유산 2015년 추석특집, 1~5

일밤_복면가왕 2015년 추석특집, 12~38

일밤_진짜 사나이 33편

잉여들의 히치하이킹 2015년 추석특집

지구를 사랑한 남자 

아직 못다한 이야기
1편

찾아라 맛있는 TV
680~682, 693~694, 

696~700

해피타임 537~543

해피타임_명작극장 16편

해피타임_스타열전 526, 528~529

현장기록 형사 41편

황금어장 라디오스타 454~458

휴먼다큐 사람이 좋다 27편

휴먼다큐 사랑 8편

◆ 에브리원

프로그램명 회차

2015 DMC페스티벌 3편

나 혼자 산다 35편

능력자들 2015년 추석특집, 1~7

듀엣가요제 8+ 2015년 추석특집

마이리틀텔레비전 1, 5~34

마이리틀텔레비전_백종원 편 1~10

프로그램명 회차

무한도전 166편

세바퀴 310, 314~317

어게인 인기가요 베스트 

95~96
2015년 추석특집

우리 결혼했어요_소연&시양 편 288~289

우리 결혼했어요_조이&성재 편 289

프로그램명 회차

위대한 유산 2015년 추석특집, 1~2

일밤_복면가왕
2015년 추석특집, 

7~38

일밤_진짜 사나이 91~92, 120~124

잉여들의 히치하이킹 2015년 추석특집

황금어장 라디오스타 440~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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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BLE PP 2014~2016년도 재방송·복제·전송료

◆ 아이에이치큐 미디어부문 2016 상반기 재방송료

채널명 구분  프로그램명 회차

코미디TV 비드라마  맛있는 녀석들  45~70 

K-STAR 비드라마

 리폼쇼 리얼하게 폼나게  1~9 

 생방송 스타뉴스  570~595 

 식신로드2 LIVE  1~13 

 이루어드림  1~2 

 진짜 뷰티  2~25 

 함부로 배우하게  1~3 

큐브TV 비드라마  오디션 트럭  1~13 

◆ SBS플러스 2015년 상한액 인상 재방송료 소급

채널명 구분 프로그램명 회차

SBS PLUS 비드라마

강호대결 중화대반점 1~11

글로벌 연애의 정석 99 1~4

김구라 전현무 필살기쇼 1~3

날씬한 도시락 1~6

날씬한 도시락 시즌2 1~7

모델하우스 - 룸 오브 텐 1~8

보내줄 때 떠나라 남자끼리 1~3

스타그램 1~4

패션왕 - 비밀의 상자 1~10

SBS funE 비드라마

SBS Awards Festival 12일간의 축제 1

더 쇼 시즌4 11~56

더스테이지 빅플레저
46, 49~53, 57, 59, 

61~63

소나무의 펫하우스 1~4

이정의 마이 베이비 1~6

◆ MBC플러스 2016년 1분기 재방송료

채널명 구분 프로그램명 회차

에브리원

드라마 상상고양이 7~8

비드라마

마담들의 은밀한 레시피 1~7

서유리의 아주 사적인 동화 1~2

쇼타임 인피니트 5~12

아주 사적인 TV 1~2

웹툰히어로 툰드라쇼 시즌2 꽃가족 1~10

웹툰히어로 툰드라쇼 시즌2 조선왕조실톡 1~10

인간탐구스토리, 와일드썰 1~7

주간아이돌 232~244

뮤직 비드라마

가요계전망 1

쇼챔피언 170~180

슈퍼아이돌2 1~4

◆ CJ E&M 2015년 연간 재방송료(누락분)

채널명 구분 프로그램명 회차

온스타일

드라마

달콤청춘 1~3

우리헤어졌어요 1~3

비드라마 효연의 백만라이크 1~2

tvN 드라마 위대한 이야기 1~9

◆ SBS플러스 2014년~2015년 미니드라마 재방송료 및 복제·전송료

채널명 구분 프로그램명 회차

SBS Plus 드라마

당신을 주문합니다 1~8

도도하라 1~4

여자만화구두 1~2

◆ 드라마플러스

프로그램명 회차

18초 1~2

2015 희망TV SBS 2

K팝스타 5 1~5

NEW 스타킹 추석특집

TV 동물농장 738~746, 베스트 4편

동상이몽 괜찮아 괜찮아 7~34

프로그램명 회차

백종원의 3대천왕
1~17, 추석특집, 

겨울철별미 BEST 3

불타는 청춘 15~19

심폐소생송 추석특집

아빠를 부탁해 14~33

오 마이 베이비 67~94

프로그램명 회차

자기야 백년손님
280~308, 

추석특집 사위열전

접속 무비월드
408~416, 424~426, 

428, 429

정글의 법칙 164~193

주먹쥐고 소림사 1~5

프로그램명 회차

질주본능 더 레이서 1~7

힐링캠프 191~194

◆ 펀e

프로그램명 회차

18초 1~2

K팝 스타 어머니가 누구니 추석특집

K팝스타 5
1~5, D-day, 
히든스테이지

NEW~스타킹 추석특집

TV동물농장 725~746

TV동물농장 

- 동물에게 뭉클
추석특집

김병만의 정글의 법칙 164~193

동상이몽 괜찮아 괜찮아 7~34

런닝맨 215편

백종원의 3대천왕
1~17, 추석특집, 

겨울철별미 BEST 3

불타는 청춘 15~40

생활의 달인 298, 467, 494~505

프로그램명 회차

순간포착 세상에 이런일이 864~865

스타킹 427~431

심폐소생송 추석특집

썸남썸녀 9~13

아빠를 부탁해 13~33

영재발굴단 11~32

오 마이 베이비 67~94

자기야 백년손님
256~259, 280~308, 

추석특집 사위열전

접속 무비월드 404~430

주먹쥐고 소림사 1~9

질주본능 더 레이서 1~7

한밤의 TV연예 513~537

희망TV 2

힐링캠프 500인 186~211

◆ CNBC

프로그램명 회차

미래한국리포트 

특집다큐
정부, 

전환기 함정을 넘어

백종원의 3대천왕 1~9, 14~17

백종원의 사대천왕 

명가의 비밀
1

블랙박스로 본 세상 72~98

창업스타 1~9

일요특선 다큐멘터리

요우커 전성시대, 
콘텐츠로 승부하라

장이 무너지면 
건강도 무너진다

SBS 스페셜

가족끼리 왜 이래

걷기의 시크릿

마지막 만찬

발칙한 그녀들

프로그램명 회차

SBS 스페셜

소금을 대하는 
우리의 자세

아파트, 
혼란의 시장 1~2

요리, 남자를 바꾸다

항생제의 두 얼굴 1~2

중국, 富의 비밀 1~3

특선 다큐멘터리

글로벌 청춘 보고서 
결혼의 조건

셰프의 길

소상공인 열정보고서

어떤 동네에 
살고 싶으세요

옛그림, 인생을 말하다

지혜로운 물마시기

◆ 스포츠

프로그램명 회차

정글의 법칙 142~1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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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BLE PP 만화채널 2016년 재방송·복제·전송료

◆ JTBC2 2016 상반기 복제료

채널명 구분 프로그램명 복제 전송

JTBC2 비드라마

20세기 미소년 시즌2 - 14~26

B2ST on QTV - 1~2

I`m Real - 송중기 1~2 1~2

I`m Real - 이지아 in USA - 1~2

I`m Real - 이태성, 호주 케언즈 가다 - 1~2

I`m Real - 조윤희 - 1~2

Real Mate in 호주 계상,세인 시드니 가다 1~2 -

Real Mate in 안영미,강유미 1~2 -

Real Mate in 토론토 최정원,최정민 1~2 -

Real Mate in 호주 골드코스트 김영광, 홍종현 1~2 1~2

채널명 구분 프로그램명 복제 전송

JTBC2 비드라마

Real Mate in 호주 옥세자 3인방 멜번가다 1~2 -

Real Mate in 호주 케언즈 이종석, 김종현 1~2 1~2

강예빈의 불나방 - 1~8

미소년 통신: 은희 상담소 - 1~5

신동엽과 순위정하는 여자 시즌2 - 19~30

어럽쇼 - 1~12

옷장의 요정 - 1~6

죽 쑤는 여자 죽지않는 남자(시즌2) - 13~26

포미닛의 Travel Maker - 2~3

◆ 투니버스 2016년 2분기 재방송료

방송사 프로그램명 회차

투니버스

내일은 실험왕 1~9

막이래쇼 무작정여행단 1~40

막이래쇼7 1~4

베이블레이드 버스트 1~4

보이즈앤걸즈(정규) 1~10

보이즈앤걸즈:파일럿 1~4

빙글빙글 미밀루 나라의 케이트와 밈밈 16~26

새로운아따맘마 9~13

시크릿타운 1~8

방송사 프로그램명 회차

투니버스

아이엠스타 극장판 : 꿈의오디션 1~4

아이엠스타 시즌3 part1 1~2

요괴워치2 5~14

캐릭아일랜드2 5~8

캐릭아일랜드3 1~9

캐릭아일랜드4 1~8

코난극장판 : 화염의 해바라기 1~4

파파독 10~13

* 명탐정 코난 (극장판) - 베이커가의망령 1~4

방송사 프로그램명 회차

투니버스

* 명탐정 코난7기 15~45

* 명탐정 코난9 1~44

* 명탐정 코난 극장판 : 14번째표적 1~4

* 명탐정 코난 극장판 
: 시한장치의마천루

1~4

* 스켓댄스2 1~24

* 짱구는 못말려8 1~19

* 짱구는 못말려9 1~14

* 3년 재사용 프로그램

◆ 월트디즈니 2016년 2분기 재방송료

방송사 프로그램명 회차

월트
디즈니

꼬마의사 맥스터핀스 74~75, 77~80, 83

놀라벙가한 동물의 세계 1~8

라이온 수호대 1, 3~12

리틀 프린세스 소피아
59~60, 

65~67, 76

방송사 프로그램명 회차

월트
디즈니

보안관 칼리의 서부 모험 27, 29~30

스타워즈 반란군 31~37

완다가 간다 20~29

제이크 선장과 네버랜드 해적들 106~107, 110

투모로우 나라의 마일스 21~24

◆ 터너코리아(유) 2016년 2분기 재방송료

채널명 프로그램명 회차

카툰
네트워크

뉴 꾸러기 닌자 토리 66~78

스티븐 유니버스 27~39

엉클 그랜파 35~42

부메랑 미스터빈 1~26

채널명 프로그램명 회차

부메랑

안젤로가 최고야! 2 1~26

웨빗 1~9

침착해 스쿠비 두 1~13

형사 가제트 1~26

◆ 디즈니채널코리아 2016년 2분기 재방송료

채널명 프로그램명 회차

디즈니
채널코리아 출동! 파자마 삼총사 1~26

◆ 니켈로디언 2016년 2분기 재방송료

채널명 프로그램명 회차

니켈로디언

리듬파워 빵오리 시즌 2 13~20

피그 고트 바나나 크리켓 시즌 1 1~20

◆ 터너코리아(유) 2016년 상반기 3년 재사용료

채널명 프로그램명 회차

카툰 
네트워크 레귤러 쇼 1~20

◆ 투니버스 2016년 상반기 복제, 전송료

방송사 프로그램명 복제 전송

투니버스

나루토 5 209~220 -

나루토질풍전5 - 243~275

놓지마정신줄1 1~26 -

매일엄마3 1~38 -

명탐정 코난6 - 1~52

명탐정 코난7 - 1~52

명탐정 코난8 - 1~52

명탐정 코난9 - 1~44

아스타를 향해 차구차구 1~26 -

안녕자두야1 1~10 -

캐릭캐릭 체인지 - 1~51

캐릭캐릭 체인지 두근두근 - 1~50

파파독 1~13 -

◆ 재능방송 2016년 상반기 전송료

채널명 프로그램명 회차

재능

경계의 린네 1~25

무민 27~52

문구계의 슈퍼 아이돌 
지우개군

1~16

배틀스피리츠 히어로즈 1~50

브링큰 1~26

세인트 세이야 오메가 1~51

수퍼 꼬마 퍼맨 1기 1~52

수퍼 꼬마 퍼맨 2,3기 1~52

썬더일레븐 Go 1~47

썬더일레븐 Go 갤럭시 1~43

썬더일레븐 Go 크로노스톤 1~51

출동 레스큐포스 1~51

채널명 프로그램명 회차

재능

카드파이트 뱅가드
-아시아서킷

1~39

캐스퍼와 친구들 1~52

트리푸톰 1~26

포요포요 관찰일기 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