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 방송을 선도하는
글로벌 크리스천 미디어 그룹

언론(Media)
라디오와 TV를 넘어
인터넷과 모바일 등 미디어 전 영역에서
멀티미디어 콘텐츠를 공급하는
글로벌 미디어 그룹을 지향합니다.

문화(Culture)
변화와 개혁, 나부터 앞장서 실천하겠습니다.
새로워짐의 시작은 남이 아닌 나의 작은 변화로부터 비롯됩니다.
어제와 다른 오늘, 오늘과 다른 내일을 기대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 고린도후서 5:17)

고품격 음악 채널과 함께
품격과 재미를 갖춘 수준 높은
공연과 영화로 문화트렌드를 선도하는
다양한 문화콘텐츠를 제공합니다.

선교(Mission)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아
한국 교회의 변화와 갱신을 선도하며
한국교회의 부흥을 꿈꾸는
크리스천 미디어 그룹을 지향합니다.

‘듣기만 하는 라디오’에서 ‘참여하고 함께 하는 라디오로’
CBS 라디오는 손잡고, 함께,
더 좋은 세상을 꿈꾸는 라디오입니다.
시사, 뉴스와 아름다운 음악이 함께 하는 라디오!!

표준FM

CBS 음악FM은 ‘Less Talk, More Music’ 콘셉트로,
말은 줄이고 중장년층의 향수와 감성을 사로잡는
다양한 장르의 ‘명품 음악’을 더 많이 들려드리는
‘프리미엄 음악 전문채널’입니다.

음악FM

궁금한 뉴스 만나고 싶은 사람

기대해도 좋은 하루

당신이 있어 행복합니다

오늘 하루도 당신 거예요!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굿모닝뉴스 박재홍입니다

김현주의 행복한 동행

김용신의 그대와 여는 아침

저녁 6:30 ~ 8:00

아침 6:05 ~ 7:00

밤 8:00 ~ 10:00

아침 7:00 ~ 9:00

톡톡 튀는 추억의 팝

유영석의 팝콘

뉴스/시사/선교

낮 4:05 ~ 6:00

음악의 향기가 스미는 오후

생생한 현장의 소리와 진실

노을 속에 흐르는 추억의 팝송

이재웅의 아침뉴스

배미향의 저녁스케치

아침 7:00 ~ 7:30

저녁 6:00 ~ 8:00

뉴스를 만드는 인터뷰 프로그램

오후의 향기 강수지입니다
낮 2:05 ~ 4:00

내 삶의 클래식

음악

오전 9:00 ~ 11:00

상큼한 정오의 배경음악

추억과 감성이 만나는

김현정의 뉴스쇼

박승화의 가요 속으로

아침 7:30 ~ 9:00

낮 4:00 ~ 6:00

강석우의 아름다운 당신에게

김필원의 12시에 만납시다
낮 12:00 ~ 14:00

오늘도 좋은날

나른한 오후의 유쾌한 팝 퍼레이드

그대 창가에 이한철입니다

한동준의 FM POPS

오전 9:05 ~ 11:00

낮 2:00 ~ 4:00

CBS TV는 한국교회에 도움이 되고,
성도들에게 힘이 되는 방송,
한국교회의 미래 비전을 함께 만들어가는
“한국교회 대표 선교채널”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고백

1년 365일 쉽고 재미있는 성경공부

꼭 알아야 할 종교개혁의 핵심 지식

종교개혁과 한국교회에 대한 다양한 시선들

새롭게하소서

성서학당

아하! 종교개혁

95가지 시선

월~수 밤 10:10 / 화~금 오전 10:00
MC : 김학중 목사, 배우 전혜진

월~토 오전 9:00 밤 9:00
월 : 송태근 목사 / 화 : 김기석 목사 / 수 : 신우인 목사,
목 : 김윤희 교수 / 금 : 말테 리노 교수

정규
프로그램

종교개혁 500주년

특집 프로그램
크리스천 리더와의 향기로운 만남

지성과 영성의 만남, 기독교 교양의 허브

CBS 초대석

CBS 아카데미 숲

목 저녁 8:10, 토 아침 7:30

목~금 오전 10:50 / 월~화 저녁 8:10

MC : 조혜진 기자

성서 드라마

성령의 시대, 사도행전의 서막
A.D. 천국과 제국 (12부작)

성서의 은혜를 감동의 드라마로

더바이블 (42부작)

CBS <JOY4U>는
국내외 CCM과 찬송가, 경배와 찬양, 정통 가스펠,
고전 교회음악, 성가, 묵상음악 등을
모바일과 PC를 통해 인터넷망으로 방송하는
‘24시간 크리스천 음악방송’입니다.

CBS 시네마는 기독교인뿐만 아니라 비기독교인들도 공감하며
볼 수 있는 가족 친화 영화(family-friendly movie)를 제작,
수입, 배급하고 있습니다.
CBS 시네마는 극장에서 영화를 개봉할 뿐 아니라, 교회 및 단체를
찾아가 영화를 상영하는 공동체 상영도 하고 있습니다.

위대한 임무
제2차 세계대전 당시 독일 치하에서
목숨 걸고 유태인들을 지켜냈던
크리스천들의 용감한 실화 이야기.
2017년 3월 대개봉

찬양으로 여는 아침

찬양으로 시작하는 하루

정민아의 Amazing Grace

한웅재의 아침묵상

아침 6:00 ~ 7:00

아침 7:00 ~ 9:00

루터

해외 CCM과 함께하는 경배와 찬양

영혼을 위로하는 클래식

안성진의 CCM 파워

박명규의 내 영혼의 노래

저녁 8:00 ~ 10:00

아침 9:00 ~ 10:00

나른한 오후를 깨우는 찬양의 시간

찬양으로 전하는 사랑과 위로

김윤주의 찬양의 숲

송정미의 축복송

낮 4:00 ~ 6:00

낮 10:00 ~ 12:00

하루의 중심, 찬양과 함께하는 점심시간

최인혁의 사랑의 노래 평화의 노래
낮 12:00 ~ 2:00

2017년, 과연 우리의 믿음은
바로 세워져 있는가?
개혁과 변화의 시대를 이끈
위대한 지도자‘마르틴 루터’
종교개혁 500주년 기념작 <루터>!
진정한 믿음의 방향을 되돌아보다!
2017년 4월 대개봉

레터스 투 갓
소아암을 앓고 있는 한 소년이
자신의 소원을 담은 편지를
하나님에게 보내는 이야기를
다룬 감동의 영화.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편지!

순종
우간다와 레바논 오지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대한민국 선교사들의 이야기.
- 7일 연속 다양성 영화 1위
- 한국방송촬영감독연합회 베스트 촬영감독상 수상
- 한국기독언론대상 최우수상 수상

CBS는 1980년 신군부의 언론통폐합 조치로
보도 기능을 박탈당합니다.
하지만 보도 기능 정상화 서명운동 등을
통해 백방으로 노력한 결과 CBS는 마침내
1987년 10월 15일 보도 기능을 되찾게 됩니다.

대한민국 뉴스의 시작!
뉴스가 있는 현장, 역사의 현장 속에는 항상
CBS 뉴스가 있습니다.

CBS 종합뉴스
이재웅의 아침뉴스
아침 7:00 ~ 7:30

생생한 현장과 진실, 시각을 담은 뉴스가 있습니다.
평범한 이웃들의 삶과 감동까지 <이재웅의 아침뉴스>가
오전 7시에 찾아갑니다.

CBS 낮 종합뉴스
낮 12:00~12:15 박명규 Ann

CBS 저녁 종합뉴스
저녁 18:00~18:30 이지민 Ann

1. CBS 뉴스의 태동기
창사 이후 국영방송인 중앙방송 뉴스의
공유에서 자체 뉴스방송의 개시,
그리고 독자적인 CBS 뉴스의 뿌리 내리기.
1960년 3.15 부정선거 개표실황 보도와
4.19 혁명 실황중계에서 돋보인
CBS의 공정성과 헌신.

노컷뉴스

2. CBS 보도국 시대의 개막과
자유언론수호투쟁
CBS 기자 공채가 시작되고 M/W를 통한

시대정신을 담아내는 CBS 노컷뉴스

전국 동시 뉴스의 네트워크 구축.

‘사실과 진실의 추구’라는 사명감 아래 전국 기자
200여 명이 만듭니다.

유신정권 하에서의 선명성과 기자들의
자유언론수호 투쟁.

재미있고 스마트한 CBS 노컷뉴스
기사와 사진, 동영상 등 현장의 모습을 인터넷, 모바일, 라디오,
신문 등의 매체를 통해 실시간으로 전합니다.

간섭과 유혹을 거부하는 CBS 노컷뉴스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 실현’이라는 기독교적 가치에 충실해
소외된 이웃과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를 지향합니다.

공정하고 객관적인 CBS 노컷뉴스
선택과 집중을 통한 탐사보도와 보도기획물을 통해 특종 보도와
심층 보도, 사회적인 의제를 설정해 나갑니다.

3. 언론통폐합 조치로
CBS의 보도 기능 박탈
80년 언론통폐합 조치에 의한
뉴스 기능 상실에도 불구하고

4. 보도 기능 정상화와
온라인 뉴스 시대 개막

시사기획 월요특집과 CBS 심포지움,

기능 정상화 투쟁으로 보도 기능 회복,

CBS 문화강좌, 교계뉴스 등을 동원한

보도국의 부활과 정비,

진실 보도 및 민주적 언로 개척

노컷뉴스 출범으로 한국 사회에

보도국 폐쇄와 기자 강제 이송 조치,

온라인 뉴스 시대 개막.

노컷 V
이슈와 사건을 가감 없는 영상과 라이브로 전달하며,
모바일에 최적화된 스마트 콘텐츠를 제작합니다.

콕! 뉴스
타사 기자들이 ‘즐겨찾기’하고 기다린다는 동영상
콕! 뉴스입니다,

씨리얼(C-real)
젊은이들의 ‘시선’으로, 젊은이들의 ‘눈높이’에 맞추어,
‘진짜’ 세상을 바라보는 콘텐츠를 제작합니다.

5. CBS 스마트뉴스 시대 개막
PD와 기자의 콜라보를 통해 뉴스쇼를
출범시키며 아침 뉴스의 최강자로 등극,
최초의 유비쿼터스 뉴스룸 구축과
함께 스마트 시대로!

화려한 색채의 선율이 자리하는 곳...
섬세한 음악이 머무는 자리, 단 하나의 공연 그 이름을 말하다!
CBS는 국내외 유수한 아티스트를 초청해
다양한 장르의 콘서트를 관객과 함께 만들어 갑니다.

3월
CBS 갈라콘서트
‘아름다운 열정’ <오페라 카르멘>

5월
함신익과 심포니송
‘The Next Generation’

흘려보내기 쉬운 당신의 15분이 가장 보람있는
15분으로 바뀝니다. 한 사람의 인생이 농축된,
짧지만 깊이있는 강연을 통해 세상을 바라보는
깊은 눈을 떠보세요.

세상을 바꾸는 시간 15분(이하 세바시)은 우리나라 대표 강연 프로그램이다.
세바시는 15분 동안 자신의 이야기를 관객에게 전달하는 짧은 강연 콘텐츠로
지난 2011년 5월에 첫 강연회를 시작한 이후 670여 명의 강연자들이 무대에
올랐다.
세바시는 지난 6년 동안 740편의 강연 영상을 제작하여 웹과 모바일, 케이블
TV방송을 통해 4억 2천만 회의 조회수를 올렸다.
세바시는 페이스북과 카카오스토리 등 SNS를 통해 시청자와 소통한다.

소셜 채널(SNS)

온라인 동영상 채널
3월 15일(수) 예술의전당 콘서트홀
3월 16일(목) 코엑스 오디토리움

7월

세바시 앱 / 네이버TV 캐스트 / 카카오TV / 팟캐스트

텔레비전 채널
CBS TV / KT Olleh TV / Sky ICT(위성방송)

런던 첼로 오케스트라 내한공연

5월 16일(화)~17일(수) 롯데 콘서트홀

7월 18일(화) 롯데 콘서트홀
7월 19일(수) 예술의전당 콘서트홀

CBS 문화사업

9월
2017 파주포크페스티벌

CBS 바이블칼리지

영혼의 양식을 기르는 마음 밭

종교개혁 500주년 기념

통성경학교

CBS 북스

종교개혁지 순례

9월 9일(토)
임진각 평화누리 야외공연장 오후 5시

12월
CBS 창사63주년 기념콘서트
<Thank You>
12월 12일(화)~13일(수)
올림픽홀 오후 8시

CBS 성경암송 캠페인

디지털 암송성경 1189

History
·경남CBS 진주방송 개국

1954

2016

·한국 최초 민영방송 CBS AM 837KHz 개국

2015
·언론통폐합으로 CBS 뉴스 중단

1980

1986

·해외 방송선교를 위한
CBS CDN(Contents Delivery Network) 서비스 개시

2013

·CBS 기능정상화를 위한 100만인 서명운동

2012
·CBS 뉴스(보도기능) 회복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노컷뉴스/CBS TV App 개발
·Nocut V 론칭

2011

·본사 목동사옥 시대 개막

2010

1998

2009

·CBS 표준FM 98.1MHz 개국

2007

·노컷 TV 개국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위젯 개발

2000
·<데일리 노컷뉴스> 창간

2002

2006

·CBS TV 개국

2005
·인터넷 <노컷뉴스> 론칭

·크로스미디어센터 출범

1995
·라디오 팟캐스트 방송 개시

·(주)CBSi 설립

·통합 뉴스룸 SUN 오픈
·한국교회 이단 "신천지 OUT" 캠페인

1987

1992
·CBS 음악FM 93.9MHz 개국

·크리스천 음악채널 <JOY4U> 개국
·<CBS CINEMA> 론칭

2003

·CBS TV 미주 지역 송출 개시

Global
WCBA 회원사
캐나다 TV 1, R 2
미동부 TV 8, R 9
미중부 R 1
미서부 TV 3, R 5
하와이 TV 1, R 1
괌 TV 1
사이판 TV 1

유럽전역

서울

CBS Nocut
IPTV

본사

러시아
Radio 1

일본

북중미지역 TV 네트워크

북중미지역
Radio 네트워크

TV 1
Radio 1

CBS AMERICA
On Demand Korea
MCTV
WMBC-TV
Atlanta CBS
Danbi TV
Dallas Korean Radio
ALL TV

필리핀
Radio 1
CBS Nocut 1
중동

미주한인방송
CBS AMERICA
K-Radio
DK 미디어그룹

AOD

네팔
Radio 2

파라과이
Radio 1

호주
CBS Nocut
뉴질랜드
TV 2, Radio 2
CBS네트워크 : KMB TV

Networks
CBS본사

FM 98.1 / 음악FM 93.9

02)2650-7000

대전CBS

FM 91.7 / 홍성 FM 99.3

042)259-8801

대구CBS

FM 103.1 / 안동 FM 92.3

053)426-8001

울산CBS

FM 100.3

052)256-3333

부산CBS

FM 102.9 / 음악FM 102.1

051)636-0050

포항CBS

FM 91.5

054)277-5500

경남CBS

FM 106.9 / 진주 FM 94.1

055)224-5600

광주CBS

FM 103.1

062)376-8500

제주CBS

FM 93.3 / 서귀포 FM 90.9

064)748-7400

전북CBS

FM 103.7 / 남원 FM 90.7

063)256-1000

서부산 음악FM 105.3

고창 FM 96.3
청주CBS

FM 91.5

043)292-4100

강원CBS

FM 93.7 / 홍천 FM 93.7

033)255-2001

원주 FM 94.9

어음 FM 90.9
강원영동CBS FM 91.5

033)643-1000

전남CBS

061)901-1000

FM 102.1 / 순천 FM 89.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