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방 재 방 설  교 특집 / 신규 조정

12/10(월) 12/11(화) 12/12(수) 12/13(목) 12/14(금) 12/15(토) 12/16(주일) 로컬

CTS특선영화(본)

나의 선택-잊혀진 가방

그 못다한 이야기

CTS특선영화(재)

나의 선택-잊혀진 가방

그 못다한 이야기

2:40 Let's Talk in English(본)

190회 191회

삶이 변하는 시간 25분'(본)

김문훈 목사 18회 김병삼 목사 18회 김인중 목사 18회 박은조 목사 10회

찰스스탠리 목사의

주님의 손길(재)
그렉 로리 목사의 뉴 비기닝(삼) 존비비어 목사의 은혜'(본) 힐송처치 찬양예배'(본)

김진홍 목사 2회

4인 4색'(재)
고민있수다'(삼)

Best 8회
박창성 목사 4회 유해석 선교사 3회 이기복 교수 5회 정태기 목사 5회

0:50

10:00

2:00
2:10

CTS스페셜(재)

당진시합창단 창단연주회

2:10
39회

192회 193회 194회
3:00

예루살렘 데이트라인(재)226회

40회 41회 42회 TV찬양예배 Sing Sing Sing(재)

2:30 이애라 목사와 찬양율동을(재) 빛으로 소금으로(재)

CTS특강-이동원 목사(재)

40회

3:10
교회행전(삼)

171회 과천약수교회

서울진주초대

(전태식)(재)

3:30

2730회 이향란 목사

/ 쉴만한물가교회 CTS대담

한국교회를 논하다(재) 230회
빛으로 소금으로(재)

더 바이블 프로젝트'(재)

스페셜
CTS 연세중앙교회 찬양예배

(본) 296회

0:00
Calling GOD(재) 소강석목사의

CTS철야예배(본)
CTS특별집회(재)

다음세대를 위한 연합집회

RUN

0:00

734회 735회 736회 737회 738회

그렉 로리 목사의 뉴 비기닝(재) 1:00

1:20 내가 매일 기쁘게(삼)

찰스스탠리 목사의 주님의 손길(재)
1:30

1:40 2727회  벤 토레이 신부,

리즈 토레이 사모 / 예수원 대표

2728회 조순옥 권사

/ 일대교회
2729회 한국기독소방선교회

10:50 신앙에세이(본) 글로벌 신앙에세이(재) 이애라 목사와 찬양율동을(본)

분당우리(이찬수)(본)
10:50

11:00 7000미라클(삼)
윤호균 목사의

CTS금요철야예배(본) 684회

영안(양병희)(본)

로드가스펠(삼)

2회

11:30오은주 선교사 / 필리핀 정귀수 목사 / 오천침례교회 홍웅기 /혈관육종

11:50 원로목회자에게 듣는다'(본) 은혜로운 찬송이야기(본) 227회

열방을 향하여 땅끝으로 예수사랑여기에

 화광(윤호균)(본) 7:30

8:00
찰스스탠리 목사의 주님의 손길(사) 교인보감3(재)

십자가의 길 35회
일산광림(박동찬)(본)

8:00

8:20

금란(김홍도/김정민)(본)
양곡(지용수)(본) 하늘비전(오영택)(본)

8:30

진주초대(이경은)(본)
10:00

TV찬양예배 Sing Sing Sing(재) 10:30
반야월교회

행복으로의 초대(본)
(조용기목사)

9:00

9:30 로드가스펠(본)

2회
순복음평택중앙(박형준)(본) 영락(김운성)(본) 은평성결(유승대)(본) 혜성(정명호)(본) 종교(최이우)(본)

9:30

9:00
김성혜총장의 비전투데이'(본) 성령의능력(김재선)(본) 포도나무(여주봉)(본) 오병이어(권영구)(본) 구원의기쁨(이재영)'(본)

Message(본) 한홍목사
기적의 행군 (44)

CTS뉴스(재)
여행로드토크'(재)

쿼바디스 파스토르? 3회

16회
7:30

여행로드토크'(삼)

쿼바디스 파스토르? 2회

고민있수다'(본)

Best 8회
광림의 시간(재)

(김선도/김정석)

그렉 로리 목사의 뉴 비기닝(사)

원로목회자에게 듣는다(본)

송도가나안(김의철)(본) 용인기쁨의(정의호)(재) 전주바울(원팔연/신용수)(본) 광은(김한배)(본)8:30

윤석전목사의

영혼의 때를 위하여(본)

김진홍목사의

새벽을 깨우리로다(재)

6:30

6:50 신앙에세이(본)

7:00 CTS요리특선 주님의 식탁2(본) 로드가스펠(재)

2회
CTS요리특선 주님의 식탁2(재)

CTS특별집회(본)
다음세대를 위한 연합집회

RUN

안산제일(허요환)(본)

6:00 내가 매일 기쁘게(재)
교회행전(재)

171회 과천약수교회
CTS스페셜(본)

당진시합창단 창단연주회

신길(이기용)(본)
6:00

2728회 조순옥 권사

/ 일대교회
2729회 한국기독소방선교회

2730회 이향란 목사

/ 쉴만한물가교회

2731회  유미순 선교사

/ 필리핀 까비데 베데스다 미션센터

7:00

15회 16회 15회

빛의자녀들(김형민)(본)

4:00

2:40
2:50 7000미라클(재)

5:00

세계비전(김성현)(본)
5:30

5:50 빛으로 소금으로(본) 박종순 목사의 행복산책(본) 139회

여의도침례(국명호)(본)
4:30

5:00

서울진주초대(전태식)(본) 수영로의시간(이규현)(본) 사랑의 시간(오정현)(재) 새에덴(소강석)(본)
 정필도 목사의

CTS성령집회(본)

성령의 새바람(본)

김승욱 목사

대치성은(김인환)(본)

SuperBook(슈퍼북)'(본)
3회

오병이어(권영구)(재)

4:30
분당가나안(장경덕)(본) 신애(황웅식)(본) 순복음대구(이건호)(본) 신촌성결(박노훈)(본) 주복(서범석)(본)

고민있수다'(재)

Best 8회

바이블 펀 키즈모아(본) 8회

SuperBook(슈퍼북)'(본)
2회

교회행전(본)
171회 과천약수교회

두란노 성경교실(재)

김진홍 목사

이사야 16회

김운성 목사

요한1서 16회

조동천 목사

사무엘상·하 16회

이기용 목사

히브리서 16회

3:40

CTS특선애니메이션(재)

예수님과 제자들

파리보다 똑똑하게

영락(김운성)(재)
3:00

2:00
[생방송] Calling GOD(본) 이영훈 목사의

성령님과 함께(본) 사랑의 시간(오정현)(본)

2:00

734회 735회 736회 737회

열방을 향하여 땅끝으로 예수사랑여기에
스페셜

오은주 선교사 / 필리핀 정귀수 목사 / 오천침례교회 홍웅기 /혈관육종

738회 은혜로운 찬송이야기(재)

3:30

1:30 4인 4색'(본)
새중앙(황덕영)(본) 소망(김지철)(본)

1:30

유해석 선교사 3회 이기복 교수 5회 정태기 목사 5회 박창성 목사 5회

삶이 변하는 시간 25분(재)

김문훈 목사 7회

12:30

1:00
경산중앙(김종원)(본) 진주기도원(김진홍)(본) 반야월(이승희)(본) 풍성한(김성곤)(본) 대구동신(권성수)(본) 의정부광명(최남수)(본) 오륜(김은호)(본)

1:00

12:30
은혜(육기환)(본) 군포제일(권태진)(본) 하늘중앙(유영완)(본) 영광(윤보환)(본) 대치순복음(한별)(본) 분당가나안(장경덕)(재)

생명의 말씀(본)

김장환 목사

12:10
40회 41회 42회 43회 44회

더 바이블 프로젝트'(본)
12:00

11:00

[생방송] CTS뉴스 (본)

[생방송]광림의시간(본)

11:00

11:30

11:50 TV찬양예배 Sing Sing Sing(본) 글로벌 신앙에세이(본)

CTS칼럼(본) 12:20

10:10 7000미라클(본)
[생방송] CTS대담

한국교회를 논하다(본) 230회열방을 향하여 땅끝으로 예수사랑여기에
스페셜

수영로교회 한소망교회 용인기쁨의교회 반야월교회 바이블 펀 키즈모아(재)

만나의 시간(김병삼)(본)
충정(옥성석)(본)

10:00

꿈의(김학중)(본)
10:30

오은주 선교사 / 필리핀 정귀수 목사 / 오천침례교회 홍웅기 /혈관육종 원로목회자에게 듣는다(재) 10:50

8:30 두란노 성경교실(본)
여행로드토크'(본)

쿼바디스 파스토르? 3회

새계명(차영아)(본) 새사람(김중기)(본)
8:30

김진홍 목사

이사야 16회

김운성 목사

요한1서 16회

조동천 목사

사무엘상·하 16회

이기용 목사

히브리서 16회
생명의말씀

김양재 목사의

공동체 고백(본)

중문의 시간'(장경동)(본)

9:00

9:20 내가 매일 기쁘게(본) 교인보감3 - 십자가의 길(본)

35회

2729회 한국기독소방선교회
2730회 이향란 목사

/ 쉴만한물가교회

2731회  유미순 선교사

/ 필리핀 까비데 베데스다 미션센터

2732회 유명수 집사, 이숙자 집사

/ 인천대은교회
TV찬양예배 Sing Sing Sing(본) 박종순목사의 행복산책(재) 9:50

경산중앙교회

그렉로리 목사의 뉴 비기닝(본)

9회
청주상당(안광복)(본)

7:30

8:00
용인기쁨의(정의호)(본) 영광제일(이기웅)(본) 분당횃불(이재희)(본) 수지기쁨의(김원태)(본) 수원순복음(이요한)(본) 찰스스탠리 목사의 주님의 손길(본)

7:30
대구동부(김서택)(본) 든든한(장향희)(본) 대구동막(송기섭)(본) 계산제일(권오규)(본) 한국중앙(임석순)(본)

김진홍목사의

새벽을 깨우리로다(본)

8:00

7:00 CTS뉴스(삼)
행복으로의 초대(영어)(재) 남포(박영선/최태준)(본)

7:00

7:20 신앙 에세이(본)

CTS특강-이동원 목사(본)

40회

6:00

6:30
새에덴(소강석)(재) 예수사랑(이강평)(본) 평택성원(박충권)(본) 동안(김형준)(본) 창원가음정(제인호)(본) 예루살렘 데이트라인(본)227회

6:30

곽선희 목사의

예수소망의 삶(본)
금란(김홍도/김정민)(재)

5:30

6:00
물댐(황일구)(본) 여의도침례(국명호)(재) 송도주사랑(장상길)(본) 대구 범어(장영일)(본) 성은(장재효)(본) 초량(김대훈)(본)

5:30
진주초대(이경은)(재) 지구촌(이동원/진재혁)(본) 화광(윤호균)(재) 수원중앙(고명진)(본) 성락성결(지형은)(본)

4:30 CTS새벽예배(본) Message(재) 한홍목사
기적의 행군 (43) 김양재 목사의

공동체고백(재)

4:30

은혜샘물(박은조) 새로운(한홍) 선한목자(유기성)' 한소망(류명모) 지구촌(이동원)

5:00 클래식 생명의 말씀(본) CTS경건예배(본)
이권희 목사 / 신일교회김진홍 목사 박조준 목사 곽선희 목사 김선도 감독 박종순 목사

한성교회 오륜교회 기쁨의교회 한소망교회 반야월교회
4:20 오늘의 양식(본)

2018 CTS기독교TV 주간편성표

*이 편성표는 방송사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2018년 12월 10일 - 2018년 12월 16일
시간 VER.2018.12.07 10:00

4:00 TV찬양예배 Sing Sing Sing'(본) 4:00
동안교회 경산중앙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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