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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게임 동영상 소개

★생방송 게임통신

(MBC 게임 30일 오

후5돟00)=한 주간의 e

돥스포츠 소식과 주요

게임 동영상을 소개하고, 한 주간의

게임 순위를 정리해준다. 특히 e돥스

포츠, 온라인, PC, 모바일 등 한 주

간의 게임계 주요 소식을 각 패널들

이 취재 형식으로 전달하고 돳공략돴

코너를 통해 신작 게임을 분석, 소개

한다.

미술박물관 습격 받아

★트리플캅(CNTV 30일 오후9돟00)=

돳목격자돴. 명품 오토바이를 몰고 빠

른 스피드로 맹활약하는 경찰 톰, 카

이, 써니. 이들은 시내의한 미술박물

관이 습격 당하는 사건이 발생하자

현장에 가장 빨리 도착한다. 사건 현

장의 유일한 목격자인 어린 핀은 충

격으로 사건 당시를 제대로 말하지

못한다.

해리, 다락방 갇혔다 탈출

★해리포터와 비밀의 방(SBS TV 3

0일오후11돟15)=이모부가 집으로손

님을 초대한 날, 요정이 해리를 찾아

와호그와트 마법학교에가지말라며

소란을 피우고 결국 손님 접대는 엉

망으로 끝난다. 이 일로 인해 해리는

다시 다락방에 갇힌다. 어느날 론이

하늘을 나는 자동차를 타고 와 해리

를 구출해내고, 그들은 우여 곡절 끝

에 학교로 돌아간다. 학교에서는 머

글을 부모로 둔 학생들이 의식을 잃

는 사건이 일어나고, 학교 분위기가

뒤숭숭하다. 크리스 콜럼버스 감독,

대니얼 래드클리프, 루퍼트 그린트

출연.

박수홍돚정려원 진행 맡아

★2005 MBC 연기대상(MBC TV 30

일 오후9돟55)=박수홍, 정려원의 진

행으로 김선아, 현빈, 다니엘 헤니,

문정혁, 한혜진 등이 한 자리에 모인

다. 신인상, 우수상, 최우수상 등의

시상과 함께 축하공연이 마련된다.

또 올 한해 MBC 드라마에서 찰떡궁

합 호흡을 맞춘 베스트 커플과 드라

마를빛낸최고의연기자에게수여되

는인기상은시청자들의투표를통해

선정하며, 그 결과를 현장에서 발표

한다.

앙드레김의 사인 공개

★신동엽의 있다! 없다?(SBS TV 30

일 오후7돟05)=요상한 모양의 앙드

레김 사인은 있는지 없는지 알아보

고, 앙드레김이 직접 자신의 사인을

공개한다. 그의 사인에 담긴 특별한

의미를 소개하고, 스타들의 별별 사

인도 살펴본다. 또 일기를 쓸 수 있는

통장과 구멍이 2개인 돼지코 모양의

연탄, 우리나라에는 4m 높이의 초대

형 우체통이 있는지 없는지 알아본

다.

돳2005년 한국영화계돴 정리

★시네마 천국(EBS TV 30일밤12돟0

0)=돳2005년을 사로잡은 한국영화돴

를 주제로 영화들의 특징과 그 의미

를되짚어보면서올한해의영화계를

정리하는 시간을 갖는다. 이와함께

돳2005 할리우드와 아시아 영화계 동

향돴에서는 세계 영화제의 관심을 받

은 아시아 영화들을 살펴보고, 올해

의두드러진경향이었던아시아합작

영화들을정리해본다.

탄광촌서 관악부 만들어

★꽃피는 봄이오면(KBS 1TV 30일

오후11돟30)=상처를 지닌 트럼펫 연

주자가 탄광촌 관악부 아이들을 가

르치면서 삶의 희망을 되찾는 이야

기. 강원도 도계 중학교 관악부 임

시 교사로 부임한 현우. 색바랜 트

로피와 상장들이 초라한 관악부는

올해 전국대회에서 우승하지 못하면

강제 해산해야만 하고, 현우는 아이

들을 데리고 가망없는 승부를 걸어

야만 한다. 현우는 아이들과 대회

준비로 바쁜 나날을 보내지만 여전

히 옛 사랑의 그림자에 가슴 아파한

다.

YTN돱김선종연구원 취재과정 부적절돲사과방송

녪황우석교수팀김선종연구원에대한미

국 동행취재 과정에서 취재윤리를 위반했

다는 비판에 시달려온 YTN이 결국 사과

방송을했다.

YTN은 29일 오후 6시15분께 사과방송을 통해 돱황우석

교수측의 논문조작 사실이 드러나면서 결과적으로 사실

보도와 진실규명에 소홀했다는 시청자들의 지적을 겸허

히 받아들인다돲며 돱미국에 있던 김선종 연구원과 황우석

교수팀의 줄기세포 분석 취재 과정에서 일부 부적절했던

점이 드러났으며 이를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돲고 밝

혔다. 이어 YTN측은 돱취재과정의문제점규명을위해노

사공동으로공정방송위원회를 가동, 조사중이며이에따

라조치할것돲이라고덧붙였다.

YTN의 취재윤리 위반문제는 낛황우석 교수측의 요청

에 따른 미국 동행 취재를 단독취재에 의한 보도로 설명

한 점 낛안규리 교수 동행 출국과정에서 1만달러를 운반

한 것 낛당초 현금지급했다고 밝힌 항공료 등이 황우석

교수팀의 사전결제후 추후 지급된 점 등이 지적됐다. 당

초 YTN은 이같은 의혹을 대부분 부인해왔으나, 미국출

장에동행한윤현수 한양대교수 등의 증언이 이어지면서

상당부분이사실로드러나자사과방송을하게됐다. 또 K

BS와 MBC 등은 정규뉴스프로그램을 통해 줄기세포 취

재과정에서도 황우석 교수팀이 YTN에 줄기세포를 제공,

자체조사결과 MBC 돳PD수첩돴팀과 동일한 분석결론을

얻었지만이를의도적으로은폐했다고보도한바있다.
이인표기자 lip@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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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돟00 스트롱메디신

20돟00 어스시의마법사

겥31일겦

07돟00 세사미스트리트

12돟00 천재물리학자스티븐호킹

EDU2 위성

17돟30 지학사클루중3과학

18돟10 에듀드림학습지중2과학

21돟40 디엠수학10돥나

23돟20 디엠이산수학

겥31일겦

06돟40 블랙박스수능수리탐구

12돟55 개념탄탄중학수학8돥나

현대홈쇼핑 케이블돚위성

16돟50 즐거운우리집

18돟30 뷰티스페셜

20돟30 쿠쿠특별전

22돟20 쇼핑특선

겥31일겦

07돟30 자신있는연출돥속옷

12돟40 아주특별한아름다움

채널(V)코리아 케이블돚위성

16돟00 Pre됀V됁iew

19돟00 Superstar됀V됁

20돟00 TurnonT됀V됁

23돟00 PopsPlanet

겥31일겦

09돟00 backtoback

12돟00 ClubV

CTS기독교TV 케이블

17돟00 장경동목사의비행기

19돟00 예수사랑여기에

20돟30 생명의말씀

23돟30 테마특강

겥31일겦

08돟00 NewsWide

12돟00 건강토크쇼웰빙라이프

YTNSTAR 케이블돚위성

18돟00 생방송스타N스타

19돟00 X파일

21돟00 스타쇼그들의무명시절

22돟00 생방송스타포커스

겥31일겦

07돟00 클로즈업!스타파일

10돟00 생방송스타뉴스

내셔널지오그래픽채널케이블돚위성

18돟00 하렘의음모

20돟00 갈슈매거진

21돟00 잔인한지구

23돟00 잠베지강의사자,카빙고

겥31일겦

07돟00 갈슈매거진

08돟00 잔인한지구

KBSKOREA 위성

17돟00 열린음악회

19돟00 가요무대

22돟00 역사스페셜

23돟00 대하드라마돥용의눈물

겥31일겦

08돟00 불멸의이순신

12돟00 베스트인간극장

보
도

영
화

홈
쇼
핑

한국경제TV 위성

17돟00 손안의TV에서안방극장…

18돟30 생방송창업정보센터

19돟30 순익1조의성공비결

22돟00 특집국민주식고충처리반

겥31일겦

05돟00 한경기업사랑송년음악회

07돟00 WOW메디컬센터

스카이HD 위성

17돟00 3인3가

19돟00 동양의무술

20돟00 세계100대발견

21돟30 HD금요극장

겥31일겦

07돟00 이홍렬의파워골프

12돟00 ER

MBC무비스 케이블

16돟00 용쟁호투

18돟00 인형사

21돟00 프리즈프레임

23돟00 스타쉽트루퍼스

겥31일겦

07돟00 비오는날의수채화2

11돟00 마이러브

카툰네트워크 케이블돚위성

17돟00 코드명이웃집아이들

19돟30 X맨이볼루션

20돟00 저스티스리그

22돟30 배트맨돥만화시리즈

겥31일겦

06돟00 타임스쿼드

12돟00 메가툰무비

바둑TV 케이블

17돟40 진기명기

19돟30 10초바둑기우회대항전

20돟00 바둑리그하이라이트

22돟30 스피드초점국

겥31일겦

09돟00 어린이바둑대회

12돟00 한국바둑리그

KM 케이블돚위성

17돟30 BigBrother

18돟30 가요본능

19돟00 연말특집2003KMA

23돟00 특종KMNEWS

겥31일겦

07돟00 Kiss theMusic

10돟00 특종KMNews

동아TV 케이블돚위성

17돟10 도전신데렐라

19돟30 20세기여성마르린먼로

21돟00 할리우드스캔들

23돟00 동아TV어워드

겥31일겦

08돟00 여성영화돥애수

12돟00 프렌드

디스커버리채널 케이블돚위성

16돟00 파워존

18돟00 야생의발견

20돟00 최고를찾아서

22돟00 집중분석돥호랑이의무는힘

겥31일겦

07돟00 특급이사대작전

11돟00 아메리칸차퍼

EBS플러스1 위성

17돟20 겨울방학특강꽭돥영어명문독해2
18돟10 〃 돥수1특강
19돟00 〃 돥수2특강
19돟50 〃 돥사회
20돟40 〃 돥과학
21돟30 고1예비과정돥국어
22돟20 〃 돥수학10
23돟10 〃 돥영어

겥31일겦
00돟00 미래특강
00돟50 오리엔탈의빛
01돟40 이땅의꾼
02돟20 겨울방학특강돥문학(종합)
06돟30 〃 돥비문학(종합)
10돟40 〃 돥영어명문독해1,2

(종합)

EBS플러스2 위성

17돟00 학습자료실돥미술
17돟20 논리가보인다
17돟50 중학1학년예비과정꽭돥영어팏
18돟30 중학2학년예비과정돥사회팋
19돟10 〃 돥사회팏
19돟50 〃 돥과학팏
20돟30 중학3학년예비과정꽭사회팋
21돟10 〃 돥사회팏
21돟50 〃 돥과학팋
22돟30 〃 돥과학팏
23돟10 EBS주니어토익꽭
23돟35 EnglishCaf뫔

겥31일겦
00돟00 주택관리사시험대비강좌
00돟30 9급공무원시험대비강좌
01돟00 캔버스의거장
05돟00 해외다큐멘터리
05돟50 EBS주니어토익(종합)
07돟05 한자야놀자(종합)
08돟05 Filler
08:10 EBSTV초등한자
08돟40 9급 기술직 공무원 시험대

비강좌(종합)
10돟10 캔버스의거장꽭
10돟40 EBS주산수리셈강좌
11돟10 서바이벌잉글리시(종합)
12돟50 중학1학년예비과정(종합)돥국어
14돟50 〃 돥영어
16돟10 〃 돥수학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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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TV 케이블돚위성

18돟30 건강보감

19돟00 RTN특강

21돟30 매물스페셜

22돟00 공인중개사기본서

겥31일겦

07돟30 세계여행

11돟00 한국의향토

시리즈TV 케이블

16돟00 스타트랙

19돟30 미녀와야수

21돟50 A특공대

22돟50 마이애미의두형사

겥31일겦

07돟00 상속녀

10돟50 시리즈TV스페셜

OCN 케이블돚위성

16돟10 도신

19돟00 코요테어글리

22돟00 범죄의재구성

겥31일겦

00돟30 가족연애사

06돟40 긴급조치19호

11돟20 몬테크리스토

투니버스 케이블

17돟50 짱구는못말려

19돟20 해머보이망치

22돟00 드래곤볼Z

23돟00 트윈스피카

겥31일겦

09돟00 이누야샤스페셜

12돟00 가면라이너드래건

KBS스카이스포츠 케이블돚위성

17돟00 한국야구100년의추억

19돟00 KBSSKY월드복싱

21돟00 2004 IDSF댄스스포츠

22돟00 택견명인전

겥31일겦

09돟00 빅피쉬

12돟00 사커플러스

MTVKOREA 케이블

18돟30 MTV비디오플렉스

20돟00 모스트원티드

21돟30 MTV라이브

23돟30 MTV비디오플렉스

겥31일겦

06돟00 논스탑히트

09돟00 MTV모닝

온스타일 케이블돚위성

18돟30 금발이너무해

20돟20 인디스타일

21돟00 클로저

22돟00 할리우드E!뉴스

겥31일겦

07돟45 앨리맥빌2

11돟00 오프라윈프리쇼

리빙TV 케이블돚위성

18돟00 행복한여행쇼핑

19돟00 TV보고떠나는세계여행

21돟00 떴다낚시광

22돟00 낚시가좋아

겥31일겦

06돟00 좌충우돌배낭여행

11돟00 와일드온

정
보

생활건강TV 케이블돚위성

18돟30 집중분석건강리포트

19돟30 암을알고이기자

21돟00 오감만족웰빙세상

23돟00 눈을떠요

겥31일겦

08돟00 의학강좌스페셜

10돟00 메디컬박스

캐치온 케이블돚위성

17돟00 우디앨런의애니씽엘스

18돟50 트로이

21돟35 현장스케치,이영화!

22돟00 해리포터와아즈카반의…

겥31일겦

07돟45 글로우

11돟40 헬보이

XTM 케이블돚위성

16돟20 나인야드

18돟20 WWERAW

21돟00 페이스오프

23돟40 프라이드남제2005스페셜

겥31일겦

08돟50 타이탄A.E.

12돟50 맨인블랙2

JEI재능방송 케이블돚위성

17돟00 요리킹조리킹

18돟00 보글보글소폰지밥

20돟30 축구왕슛돌이

23돟00 전화하세요패 리닥터

겥31일겦

08돟00 버키와투투

11돟00 캣독

MBCESPN 케이블돚위성

17돟00 무한도전

19돟00 잉글리시프리미어리그

21돟00 2005연말특집굿바이2005

22돟00 잉글리시프리미어리그

겥31일겦

06돟00 US여자오픈골프

10돟30 2005~2006NBA

Mnet 케이블

19돟00 What돴sUpStar

20돟00 M곀Story2005

21돟30 Mnet데일리프레쉬

23돟00 슈퍼바이브파티

겥31일겦

06돟00 Wakeup

10돟00 MusicMakesMeHigh

올돴리브네트워크 케이블

18돟00 변정민의리빙레시피

20돟30 로드투말레이시아

21돟30 디자인하우스

23돟00 스크럽스

겥31일겦

06돟30 보스턴리걸

12돟00 고티가족길들이기

아리랑국제방송 케이블돚위성

18돟00 HearttoHeart

19돟10 Pops InSeoul

22돟00 ArirangNews

23돟30 CompanyCloseup

겥31일겦

07돟30 BBCWorldHour

11돟00 AppleTree

한방건강TV 위성

18돟00 한방주치의365

20돟10 TV음식보감

21돟30 생생건강테크

23돟00 재밌는한방이야기

겥31일겦

06돟20 사랑의진맥

10돟00 연말특집미생물

캐치온플러스 케이블돚위성

17돟10 스타스키와허치

19돟25 프린세스다이어리2

21돟25 아이덴티티

23돟00 최고의정사신TOP20 1부

겥31일겦

06돟35 아임낫스케어드

12돟30 잠복근무

어린이TV 케이블돚위성

17돟00 쫑아는사춘기

18돟00 파워포스레인져

20돟30 팡팡사이언스

22돟40 사랑은희망입니다

겥31일겦

07돟30 데빌칠드런

11돟00 생생정보라인

DTN드라마 케이블

19돟00 그대그리고나

20돟10 웬만해선그들을막을수…

21돟20 전설의고향

23돟10 내사랑레이몬드3

겥31일겦

07돟00 한명회

09돟20 내일은맑음

SBS골프 케이블돚위성

18돟00 2005PGA/LPGA하이라이트

19돟00 서바이벌빅브레이크

20돟00 한국프로골프의새로운…

22돟00 골프투데이

겥31일겦

06돟00 SBS골프특집

11돟00 SBS골프아카데미

WAVETV 위성

18돟00 아기에게보내는음악선물

20돟00 이소라의프로포즈

21돟30 명곡명연주

23돟30 빅쇼

겥31일겦

08돟30 월드비트

09돟00 remindwave

GTV 케이블

17돟00 메디컬박스

19돟10 시트콤우피

21돟00 GTV컬렉션

22돟00 부부클리닉사랑과전쟁

겥31일겦

07돟00 앙드레김부산프레타…

12돟00 GTV컬렉션

히스토리채널 케이블돚위성

16돟00 히스토리스페셜

18돟00 논픽션시네마

20돟00 다시읽는역사,호외

22돟00 완전정복,역사를바꾼…

겥31일겦

06돟00 한민족리포트
12돟00 히스토리스페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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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C 케이블돚위성

16돟00 AsiaMarketWrap

18돟00 CNBCTonight

20돟00 USSquawkBox

23돟00 USClosingBell

겥31일겦

08돟00 CNBCTonight

12돟00 CNBCSports

채널CGV 케이블

17돟00 카멜롯의전설

19돟50 볼케이노

22돟00 바이센티니얼맨

겥31일겦

01돟00 애

07돟40 나도아내가있었으면…

10돟40 이보다더좋을순없다

디즈니 위성

18돟00 사브리나

20돟30 페어런트트랩2

22돟00 브랜디와미스터위스커스

23돟30 다람쥐구조대

겥31일겦

07돟30 우주사령관버즈라이트…

10돟00 토틀리스파이스

KBS스카이드라마 케이블돚위성

18돟20 해피투게더

19돟40 드라마시티

20돟50 상상+

23돟20 전설의고향

겥31일겦

07돟00 고향역

09돟40 스타골든벨

SBS스포츠 케이블돚위성

17돟00 월드게임돥사커

19돟00 KOMAGP

21돟00 여자프로농구겨울리그

23돟00 SBS체조

겥31일겦

05돟00 2005PGA투어뷰익오픈

09돟10 2005NFL

불교TV 케이블돚위성

17돟30 우학스님의초발심자경문

19돟30 열린마당

21돟00 송년특집좌담

23돟00 불교TV뉴스

겥31일겦

08돟20 외국인스님의영어법문

11돟20 산중대담선지식을찾아서

온게임넷 케이블

16돟30 생방송군주전국시대

18돟00 클릭!넘버5

20돟00 신한은행스타리그

22돟00 파란게임배틀로즈

겥31일겦

05돟00 더리플레이

07돟00 SKY프로리그

e채널 케이블

17돟20 여자만세

19돟30 수호천사

20돟40 개그콘서트

23돟00 진실토크머레이쇼

겥31일겦

07돟10 로즈마리

10돟30 도전!골든벨

종
교

게
임
돚
오
락

한국정책방송KTV 케이블돚위성

16돟00 특별한강의

19돟00 외신에비친한국

20돟40 혁신코리아

22돟00 정책포커스

겥31일겦

08돟30 KDI와함께하는나라경제

12돟00 공직24시

CINEON 위성

17돟10 히트맨런

19돟10 킬링타겟

21돟00 애정백서

23돟00 독행시위

겥31일겦

07돟10 러브러브

11돟10 데드온

방송대학TV 케이블돚위성

18돟00 자료구조

19돟30 영상학

21돟30 서양복식

23돟00 구비문학기행

겥31일겦

08돟30 여가와삶

10돟30 건강스페셜

MBC드라마넷 케이블돚위성

18돟15 섹션TV

20돟25 강력추천토요일

21돟30 일요일일요일밤에

23돟35 신돈

겥31일겦

08돟50 꼭한번만나고싶다

10돟45 달콤한스파이

Xports 케이블

17돟30 월드스포츠

18돟00 코리안메이저리거명승부전

20돟00 WWE월간스페셜

23돟30 UFC

겥31일겦

09돟00 코리안메이저리거명승부전

11돟30 WWE스맥다운

평화방송TV 케이블돚위성

17돟30 다함께성가를

19돟30 TV매일미사

20돟00 드라마천사의손길

23돟00 해외특선다큐멘터리

겥31일겦

07돟00 믿음의노래

12돟30 내고향맛자랑

코미디TV 케이블돚위성

17돟50 코미디하우스

18돟55 실험쇼진짜진짜

20돟35 행복주식회사

23돟00 NG스페셜해피타임

겥31일겦

07돟10 즐거운일요일해피선데이

11돟00 러브서바이벌

Q채널 케이블

18돟00 TV특종놀라운세상

19돟00 통제불능,위기의순간들

21돟00 와일드라이프다이어리

22돟00 런던하이드파크콘서트

겥31일겦

07돟00 VJ특공대

11돟00 스타정글서바이버

공
공

NATV국회방송 케이블돚위성

18돟10 테크노폴리스첨단도시…

20돟00 역사대탐험사라진문명들

22돟00 신율의Talk&Law

겥31일겦

00돟00 세계의축제

09돟00 NATV주간브리핑

12돟00 좋은세상열린토론

CNTV 케이블돚위성

18돟00 올댓시네마

19돟00 못말리는유모

21돟00 트리플캅

23돟00 ER

겥31일겦

08돟00 영화속으로

12돟00 이것이인생이다

애니원 위성

17돟55 메다로트

18돟25 피치피치핏치

20돟25 원피스

21돟55 드래곤볼

겥31일겦

08돟25 포트리스

09돟55 디지몬프론티어

SBS드라마 케이블돚위성

16돟00 백만장자와결혼하기

18돟30 솔로몬의선택

20돟40 2005SBS가요대전

23돟20 하늘이시여

겥31일겦

07돟50 여왕의조건

12돟20 들꽃

이벤트TV 케이블

18돟30 가요콘서트

20돟30 아름다운얼굴TV

21돟30 이벤트매거진

23돟00 이병원의가요교실

겥31일겦

08돟00 스포츠볼룸댄스

11돟00 라이브DJ쇼

CBSTV 케이블돚위성

18돟30 사랑의강단

20돟00 CBS뉴스

21돟00 새롭게하소서

22돟20 정범구의시사토크돥누군가

겥31일겦

07돟00 생명의삶

11돟00 파워특강

MBC게임 케이블돚위성

17돟00 생방송게임통신

18돟00 Spris스페셜포스챔피언십

20돟00 스타무한도전

22돟30 스타레볼루션No.1

겥31일겦

09돟30 히어로인카오스

12돟30 D곀DAY

RTV 케이블돚위성

16돟10 피플파워

18돟30 장호의영화읽기

19돟00 여성이쓰는문화이야기

20돟00 나의길나의인생

21돟00 심층인터뷰

22돟00 달리는대학청년을말한다

23돟00 피플파워

음
악

FM95.1㎒

굿모닝 서울

균형잡힌시각과명쾌한분석으로

출근길을여는시사프로그램

오전 6:05~7돟50

끿낁낂낃뉴스
오후 7시

서울돚경기 FM101.9㎒

뉴스 파노라마

힘있는뉴스!

깊이있는 논평!

오후 6:15~7돟00

끿낁낂낃뉴스
오전 11시

표준FM98.1㎒

유영재의 가요속으로

DJ유영재와함께하는

추억의가요여행

오후 4:00~6:00

끿낁낂낃뉴스
오후 5시30분

서울돚경기 FM104.5㎒

한영애의 문화 한페이지

연말특집

겥2005 영화계 결산겦

오전 9:00~11:00

문낁낂낃뉴스
오후 3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