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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하고 정의로운 언론기관 CBS
복음의 빛을 전하는 선교기관 CBS
아름답고 선한 문화를 만들어가는 CBS

대한민국 최초의 민영방송으로 1954년 첫 방송을 시작한 CBS는
라디오, TV 프로그램과 뉴스를 통해 시대를 비추는 길라잡이 역할을 해왔고
디지털콘텐츠로 미래를 준비하는 대한민국 대표 미디어콘텐츠 방송사입니다
겨자씨만한 믿음이 자라서 하늘의 새들을 품는 나무가 되듯이
CBS는 한국 사회, 교회와 함께 자라왔고 시대를 품어왔습니다.

아름다운 콘텐츠로 진리와 신뢰의 빛을 비추는 디지털 시대의 등대, CBS

CBS 시사프로그램과 뉴스는
사건의 중심으로, 인물의 본질로
쟁점의 핵심으로, 한걸음 더 다가갑니다.

RADIO

RADIO

아름다운 세상을 꿈꾸는 CBS 라디오.
정의로운 시사, 뉴스와 아름다운 음악이 함께 합니다.

표준FM

ALL ABOUT MUSIC,
좋은 음악으로 좋은 세상을 만들어 나가는 CBS 음악FM.
여러분의 일상을 음악처럼, 음악을 일상처럼 바꿉니다.
아름다운 선율에 위로와 공감을 담는 음악전문 채널
CBS 음악FM!

음악FM

궁금한 뉴스 만나고 싶은 사람

활기찬 아침 기분 좋은 시작

음악이 별빛으로 물드는 시간

오늘 하루도 당신 거예요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굿모닝뉴스 이강민입니다

허윤희의 꿈과 음악사이에

김용신의 그대와 여는 아침

저녁 6:25 ~ 8:00

아침 6:05 ~ 7:00

밤 10:00~12:00

아침 7:00 ~ 9:00

톡톡 튀는 추억의 팝

유영석의 팝콘
오후 4:05 ~ 6:00

아침에 뉴스 한 잔 어떠세요

뉴스/시사/음악/선교

김덕기의 아침뉴스
아침 7:00 ~ 7:20

음악

오전 9:00 ~ 11:00

나른한 오후의 유쾌한 팝 퍼레이드

김현정의 뉴스쇼

배미향의 저녁스케치

한동준의 FM POPS

아침 7:20 ~ 9:00

저녁 6:00 ~ 8:00

오후 2:00 ~ 4:00

날카로운 질문, 따뜻한 시선

유지수의 해피송

음악이 햇살처럼 스미는

밤 8:00 ~ 10:00

내 삶의 클래식

강석우의 아름다운 당신에게

노을 속에 흐르는 추억의 팝송

팝이 있어 행복한 오후

오후 12:05~2:00

당신이 있어 행복합니다

김현주의 행복한 동행

추억과 감성이 만나는

그대창가에 김석훈입니다

박승화의 가요 속으로

오전 9:00 ~ 11:00

오후 4:00 ~ 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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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OY4U

해외 찬송가로 여는 아침

찬양으로 전하는 사랑과 위로

정민아의 Amazing Grace

송정미의 축복송

아침 6:00 ~ 8:00

오전 10:00 ~ 12:00

한국교회와 함께 하는

JOY4U Concert
해외 CCM과 함께하는 경배와 찬양

하루의 중심, 국내 찬양과 함께하는 점심시간

안성진의 CCM 파워

최인혁의 사랑의 노래 평화의 노래

저녁 8:00 ~ 10:00

낮 12:00 ~ 2:00

퇴근길 누구나 쉬어갈 수 있는 찬송가와 CCM

감미로운 해외 CCM과 함께하는

송정훈의 로뎀나무 아래서

최정원의 Beautiful Day

오후 6:00 ~ 8:00

낮 2:00~4:00

나른한 오후를 깨우는 국내 복음성가와 함께 하는 시간

김은영의 찬양의 숲
오후 4:00 ~ 6:00

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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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고백

성경을 쉽고 재미있게 배우는

설교로 하나 되는 시간

성경의 은혜를 감동의 영화로

새롭게하소서

성서학당

올포원

더바이블

월~수 오전 9시 10분

월~금 오전 8시 20분

목~금 오전 9시 10분

월-목 오후10시 10분

매일 아침을 여는 묵상

감동이 있는 크리스천 소셜 토크

더 콜링

CBS 특별기획

달콤한 QT

모두의 거실

부르심을 확인하는 휴먼 다큐

이단 OUT

월~금 오전 6시 30분

토 밤 9시 20분

화 오후 2시 30분

화 오전 10시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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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BS 뉴스
아침뉴스 (월~금 07:00~07:20)
뉴스와 정보, 주장이 넘치는 시대, 깨어있는 당신을 위한 뉴스.
바쁜 아침, 20분 안에 꼭 필(必)요한 뉴스만 골라 채워(Fill)드립니다.
CBS가 만드는 아침뉴스, ‘뉴스 必:Fill’

저녁뉴스 (월~금 18:00~18:25)
그날그날 발생한 뉴스를 CBS 기자들이 현장에서 생생하게 전합니다.
퇴근길, 하루의 이슈를 집중적으로 파고드는 정통 뉴스프로그램
‘CBS 저녁종합뉴스’

진실과 정의의 CBS 뉴스
CBS는 1954년 개국한 이래 진실과 정의의 길을 걸어왔습니다.
4.19 혁명을 실황 중계하는 등 독재 정권에 맞서 왔고 1980년 신군부에 의해
보도 기능을 박탈당하기도 했지만 국민들의 서명운동 등 지지에 힘입어
CBS는 1987년 보도 기능을 되찾았습니다.

5분뉴스
매 시간 시시각각 발생하는 뉴스를 신속하게 전달합니다.
AI 스피커를 통해서도 들을 수 있는 CBS 뉴스

노컷뉴스
시대정신을 담아내는 CBS 노컷뉴스
‘사실과 진실의 추구’라는 사명감 아래 전국 14개 네트워크 기자
200여 명이 만듭니다.

재미있고 스마트한 CBS 노컷뉴스
기사와 사진, 동영상 등 현장의 다양한 모습을 인터넷, 모바일,
라디오 등을 통해 실시간으로 전합니다.

따뜻하고 스마트한 CBS 뉴스
빠르게 변화하는 뉴미디어 시대, CBS뉴스는 디지털,
모바일, 소셜미디어를 활용해 청취자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있고 어두운 사회를 밝히고 약자를 감싸안는
따뜻한 뉴스입니다.

특종에 강하고 공정함을 잃지 않는 CBS 노컷뉴스
선택과 집중을 통한 탐사보도와 기획물로 의제를 주도하고
소외된 이웃과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를 지향합니다.

간섭과 유혹을 거부하는 CBS 노컷뉴스
‘사랑과 공의 실현’이라는 기독교적 가치를 토대로 권력과
자본으로부터 독립된 정통 언론입니다.

공정하고 신뢰받는 CBS 뉴스
서울과 13개 지역 네트워크를 통해 신속하고 생생한 뉴스를
전달하는 CBS뉴스는 대한민국 역사의 주요 현장에 있었고
가짜뉴스가 범람하는 시대에 가장 공정하고 신뢰할 수 있는
뉴스, 진실을 전달하는 뉴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Digital
Contents

CBS 콘텐츠는 유튜브와 크리스천 포털 앱 ‘만나’ 등
다양한 디지털 플랫폼을 통해 언제 어디서든
만나실 수 있습니다.

CBS 대표 어플리케이션

레인보우
See Real, 진짜 세상을 바라보다
우리 눈높이에서 우리 시선으로
세상을 맛있게 뭉친 콘텐츠, 씨리얼 (C-real)

스마트폰과 PC에서 CBS 라디오
방송을 고품질로 들을 수 있는
라디오 앱

기존의 인터넷 라디오 기능과 방송전파 수신이 가능한 곳
에서는 데이터 비용이 없이 ‘FM라디오’로 CBS 음악FM과
표준FM을 들을 수 있는 하이브리드 라디오 서비스를 국내
최초로 제공

삼우실

사무실에서 일어나는 밀레니얼 세대 vs 꼰대 세대 갈등,
그리고 시원한 사이다!
재미있는 격공 인스타웹툰 삼우실 (@3woosil)

만나
성경과 설교, 찬양 등 신앙생활에
꼭 필요한 모든 것이 담겨있는
크리스천 올인원(All-in-One) 앱

‘성서학당’, ‘새롭게 하소서’ 등 CBS TV 시청
24시간 찬양 방송 JOY4U 청취
‘천로역정’과 ‘바울’, ‘예수는 역사다’ 등 다양한
기독 영화 서비스
CBS 아나운서들이 녹음한 오디오 성경

김현정의 뉴스쇼 댓꿀쇼
9시에 뉴스쇼를 한 번 더 듣는다!
유튜브에서 보는 뉴스쇼 별책부록
청취자가 직접 참여하는 댓글 읽어주는 꿀같이 재미있는 쇼, 댓꿀쇼

손짓 한 번으로 접하는 진실한 가치, 시원한 이미지와
동영상 형식의 뉴스 앱
‘노컷체크’에서 확인할 수 있는 각종 이슈들의 팩트체크
‘딥뉴스’를 통한 심층보도
‘노컷브이’ 유튜브 채널과 팟캐스트를 통해 제공되는
노컷뉴스 콘텐츠

시네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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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NCERT

프리덤

레터스 투 갓

Freedom 2015

Letters to God 2016

찬송가 Amazing Grace의
위대한 감동 실화,
1856년 흑인 노예 ‘사무엘’의
목숨을 건 탈출 여정

소아암과 싸우는 소년
타일러가 절망 속에 살아가던
우체부 ‘브래디’에게 하늘의
소망을 담아 보내는 편지

순종

예수는 역사다

Obedience 2016

The Case for Christ 2017

‘우는 자와 함께 울라!’
가족을 떠나상처받은 사람들
곁을 지키며 살아가는
김은혜, 김영화 선교사의
감동 선교 스토리

무신론자 ‘리 스트로벨’은
예수님의 존재를 부정하기
위해 증거를 찾기 시작하는데….
역사를 부정하던 자,
믿음의 증인으로
세상에 서게 되다!

신은 죽지 않았다3

바울

God’s Not Dead3 2018

Paul, Apostle of Christ 2018

캠퍼스 내에 위치한
교회의 철거를 두고
학교와 대립하기 시작한
‘데이빗’ 목사.
세상과의 갈등 속에서
크리스천의 삶을 보여준 영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바울의 전도와 사명을
다룬 감동의 영화

천로역정: 천국을 찾아서

북간도의 십자가

Pilgrim’s Progress 2019

The cross in Bukgando 2019

천국도시를 향해 나아가는
‘크리스천’의 순례 여정.
기독교 최고의 고전을
애니메이션으로 만든 작품

일본 제국주의에 맞서서
모든 것을 바쳐 싸웠던
북간도 그리스도인들의
역사를 다룬 서사시

CBS는 최고의 아티스트들이 참여하는 클래식 콘서트, 오페라,
발레, 포크 페스티벌, 뮤지컬 갈라 콘서트 등 고품격 공연을 제작해
관객들에게 감동의 무대를 선사하고 있습니다.

김동규의 섬머페스티벌

케냐 지라니 어린이 합창단 내한공연

노보시비르스크 국립극장 초청 오페라 갈라쇼

뉴욕 디코다 앙상블 내한공연

파주포크페스티벌

러시아 첼랴빈스크 국립극장 초청 카르멘 콘서트 오페라

History
1954

·언론통폐합으로 CBS 뉴스 중단

·CBS 음악FM 93.9MHz 개국

·인터넷 <노컷뉴스> 론칭

·CBS 기능정상화를 위한 100만인 서명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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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사 목동사옥 시대 개막

·통합 뉴스룸 SUN 오픈
·한국교회 이단 ‘신천지 OUʼ 캠페인

·CBS 표준FM 98.1MHz 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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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2009

·라디오 팟캐스트 방송 개시

·CBS TV 개국

·노컷 TV 개국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위젯 개발

2003

2005

·CBS TV HD 송출
·창사60주년 비전선포식

2012

2011

·부산 음악FM개국

·대구 음악FM개국
·CBS뉴스부활 30주년 감사콘서트

2015

2014

2000

2002

2019

2017

1995

1998

·(주)CBSi 설립

·광주 음악FM개국

1987

1992

·CBS 크리스천 포털서비스 앱 ‘만나’ 출시

·한국 최초 민영방송 CBS AM 837KHz 개국

1980

1986

·CBS 뉴스(보도기능) 회복

2020

2007

2006
·CBS TV 미주 지역 송출 개시

·<데일리 노컷뉴스> 창간

Network
전국네트워크

미주지역 방송 송출 현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