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간 본 방 재 방 설  교 신규 편성변경 시간

로컬 10/7(월) 10/8(화) 10/9(수) 10/10(목) 10/11(금) 10/12(토) 10/13(주일) 로컬

4:00 TV찬양예배 Sing Sing Sing'(본) TV찬양예배 Sing Sing Sing(재) 4:00
동안교회 오륜교회 수영로교회 한소망 교회 용인기쁨의교회 반야월교회 경산중앙교회

2019 CTS기독교TV 주간편성표

*본 편성표는 방송사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2019년 10월 7일 - 2019년 10월 13일
VER.2019.10.4 14:00

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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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20 오늘의 양식(본) 4:20

4:30 CTS새벽예배(본) Message(재) 한홍목사

회복된 도망자 야곱 (9) 김양재 목사의

공동체고백(재)5:00 클래식 생명의 말씀(본) CTS경건예배(본)

곽호경 / 나사렛교회김진홍 목사 박조준 목사' 곽선희 목사 김선도 감독' 박종순 목사

성락성결(지형은)(본)
곽선희 목사의

예수소망의 삶(본)
금란(김홍도/김정민)(재)

5:30

6:00
대구 동일(오현기)(본) 광주은광(전원호)(본) 송도주사랑(장상길)(본)

5:30
진주초대(이경은)(재) 지구촌(최성은)(본) 부산초량(김대훈)(본) 수원중앙(고명진)(본)

대구범어(장영일)(본) 성은(장재효)(본) 수정동성결(조관호)(본) 분당우리(이찬수)(재)
6:00

온누리(허남길)(본) 반야월(이승희)(재) CTS스페셜Praise(본) 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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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00

6:30
원주충정(최규명)(본) 예수사랑(이강평)(본) 대구 중앙(박병욱)(본) 동안(김형준)(본)

8:00
용인기쁨의(정의호)(본) 영광제일(이기웅)(본) 한국중앙(임석순)(재)

7:20 신앙 에세이(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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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지기쁨의(김원태)(본) 수원순복음(이요한)(본)
찰스스탠리 목사의

주님의 손길(본)

김진홍목사의

새벽을 깨우리로다(본)

8:00

한국중앙(임석순)(본) 클래식생명의말씀(박종순)(재) 청주상당(안광복)(본) 7:30

이상학 목사

고린도후서 16강

박성규 목사

예레미야 애가 16강

허요환 목사

요한계시록 16강

 안희환 목사

디모데전·후서 16강 생명의말씀

김양재 목사의

공동체 고백(본)

중문의 시간'(장경동)(본)

9:00

두란노 성경교실(본) CTS특강(본)

2019기도자학교

최남수 목사 6강

새계명(차영아)(본) 새에덴(소강석)(재)

9:20 내가 매일 기쁘게(본)
교회행전(본)

203회 파주운정 순복음호수교회
2882회 김희아 집사

/ 대구 구세군명덕교회

2883회 이승현 작가

/ 서울 상암교회

2884회 신은영 전도사

(찬양사역자) / 새로운 교회

2885회 박용숙 목사

/ 주성농아인교회

8:308:30

박종순목사의 행복산책(재) 9:50

만나의 시간(김병삼)(본)
충정(옥성석)(본)

10:00

꿈의(김학중)(본)
10:30

이계향 / 다운증후군 은혜로운 찬송이야기(재) 271회 10:50

11:00

[생방송] CTS뉴스 (본)
전국교회는 지금(재)

30회
[생방송]광림의시간(본)

11:00

10:10 7000미라클(본)
[생방송] CTS대담

한국교회를 논하다(본) 271회
열방을 향하여 땅끝으로 예수사랑여기에

스페셜
심애주 선교사 / 필리핀 김동일 목사 / 송면교회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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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10 더 바이블 프로젝트'(본) 슈퍼북 명장면 베스트(본) 17회 슈퍼북 명장면 베스트(본) 19회
12:20 105회 106회 107회 슈퍼북 명장면 베스트(본) 18회

한소망교회 용인기쁨의교회 반야월교회 경산중앙교회 CTS부흥집회 오직예수(재)

105회

12:00

슈퍼북 명장면 베스트(본) 20회 CTS 칼럼(본) 12:20

12:30
상남(김명재)(본) 군포제일(권태진)(본) 하늘중앙(유영완)(본) 영광(윤보환)(본) 대치순복음(한별)(본) 영락(김운성)(재)

생명의 말씀(본)

김장환 목사

12:30

1:00

1:30 4인 4색(본) 사랑과 구원의 발자취(재)

20회
새중앙(황덕영)(본) 소망(김경진)(본)

1:30

장학일 목사 16강 김성태 목사 4강 안호성 목사 8강 이기복 교수 4강

1:00
마산동부(이용우)(본) 진주기도원(김진홍)(본) 반야월(이승희)(본) 풍성한(김성곤)(본) 대구동신(권성수)(본) 광명(최남수)(본) 오륜(김은호)(본)

2:00
[생방송] Calling GOD(본)

이영훈 목사의

성령님과 함께(본) 사랑의 시간(오정현)(본)

2:00

941회 942회 943회 944회 945회
더 바이블 프로젝트'(본) 6회 2:40

영락(김운성)(본)
3:00

열방을 향하여 땅끝으로 예수사랑여기에
스페셜

심애주 선교사 / 필리핀 김동일 목사 / 송면교회

7000미라클(재)
오늘의 양식(재)

[생방송] 전국교회는 지금(본)

30회

슈퍼북 시즌1'(본)

3회 야곱과 에서
이계향 / 다운증후군 슈퍼북 시즌1'(본)

4회 내 백성을 가게하라
클래식생명의말씀(김선도)(재)

3:30
3:40 두란노 성경교실(재)

글로벌 신앙에세이(본)

이상학 목사

고린도후서 15강

박성규 목사

예레미야 애가 15강

허요환 목사

요한계시록 15강

2:50

 안희환 목사

디모데전·후서 15강

CTS특강'(삼)

김성태 목사의 Let’s 브랜드 전도 5강

CTS요리특선 주님의 식탁2'(본)

14회 빛의자녀(김형민)(본)

4:00

서남(장승권)(본)  여의도침례(국명호)(본)
4:30

목포사랑의(백동조)(본)
5:00

세계비전(김성현)(본)
5:30

글로벌 신앙에세이(본) 4:50

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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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TS성령집회(본)

성령의 새바람(본)

김승욱 목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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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50 빛으로 소금으로(본) 박종순 목사의 행복산책(본) 181회

8:20

금란(김홍도/김정민)(본)

7:30

6:00
교회행전(삼)

202회 주님의교회

CTS특강'(본)

김성태 목사의 Let’s 브랜드 전도 6강
신길(이기용)(본)

6:00

2878회 김종원 목사, 성민경 사모

/ 경산중앙교회

2879회 이상강 목사

/ 동산중앙교회

2881회 차영애 전도사

(민요 찬양사역자) / 마산 창조교회
사랑과 구원의 발자취(본)

1회

김진홍목사의

새벽을 깨우리로다(재)

6:30

6:50 신앙에세이(본)

7:00 삶이 변하는 시간 25분'(본)

크리스티 김 선교사 2부

예루살렘 데이트라인(본)

268회

TETELESTAI | 다 이루었다(재)

5화 하나님의 율법

CTS요리특선 주님의 식탁2'(본)

전국교회는 지금(삼)

29회

TGC 컨퍼런스

예수님과의 대화(본)

5회 캐빈 드영

광림의 시간(재)

(김선도/김정석)

신나는 성경여행'(본)

6회 모세

CTS특별집회(본)

2019 성령한국 청년대회 4부

안산제일(허요환)(본)
7:00

12회 13회

윤석전목사의

영혼의 때를 위하여(본)

 화광(윤호균)(본)
7:30

TETELESTAI | 다 이루었다(본)

6화 속죄
일산광림(박동찬)(본)

8:00그렉로리 목사의

뉴 비기닝(본) 45회

하늘비전(오영택)(본)
8:30

9:00
김성혜총장의 비전투데이'(본) 진해웅천(오성한)(본) 포도나무(여주봉)(본) 오병이어(권영구)(본) 강남중앙침례(최병락)(본)

8:30
송도가나안(김의철)(본) 세한(주진)(본) 전주바울(신용수)(본) 광은(김한배)(본) 양곡(지용수)(본)

Messsage(본) 한홍목사

회복된 도망자 야곱 (10) 행복으로의 초대(본)

(조용기목사)

9:00

9:30 CTS특강'(재)

김성태 목사의 Let’s 브랜드 전도 5강
순복음평택중앙(박형준)(본) 강남중앙(장찬영)(본) 은평성결(유승대)(본) 혜성(정명호)(본) 종교(최이우)(본)

9:30

10:00

CTS뉴스(재)

CTS특강(본)

ICMC 2019 1부

마크 첵 목사

진주초대(이경은)(본)
10:00

TV찬양예배 Sing Sing Sing(삼) 10:30
경산중앙교회

10:50 신앙에세이(본) 이애라 목사와 찬양율동을(본)

분당우리(이찬수)(본)

10:50

11:00 7000미라클(삼)
윤호균 목사의

CTS금요철야예배(본) 727회

영안(양병희)(본)
11:00

열방을 향하여 땅끝으로

ACTS | 사도행전(본) 11회 ACTS | 사도행전(본) 12회 은혜로운 찬송이야기(본) 271회

예수사랑여기에
스페셜 CTS 연세중앙교회 찬양예배

(본) 339회

CTS부흥집회 오직예수(본)

106회

11:30심애주 선교사 / 필리핀 김동일 목사 / 송면교회 이계향 / 다운증후군

이기복 교수 3강 장학일 목사 16강 김성태 목사 4강 안호성 목사 8강

941회 942회 943회 944회 945회

12:00
Calling GOD(재) 소강석목사의

CTS철야예배(본)
CTS특별집회(재)

2019 성령한국 청년대회 4부

12:00

0:50 4인 4색(재) 사랑과 구원의 발자취(삼)

20회

11:50 오정현 목사의 비전묵상 3분 미라클(본) 6회 오정현 목사의 비전묵상 3분 미라클(재) 5회

1:40
이애라 목사와 찬양율동을(재) 1:50

교회행전(재)

203회 파주운정 순복음호수교회

2:00

1:20 내가 매일 기쁘게(삼)
특선다큐(본)

음식 문맹 탈출 1부

1:20

2874회 강인원 집사, 안정현 집사

/ 가수, 연주자, 온누리교회

2875회 이기범 선교사

/ 탄자니아

2876회  강건 목사

/ 생명샘 동천교회

2877회 이도훈 장로

/ 신탄제일장로교회

고민있수다 BEST'(본)

18회

0:50

만나의 시간(김병삼)(재)

1:00

박종순 목사의 행복산책(삼) 2:50

서울진주초대

(전태식)(재)
2:40 Let's Talk in English(본)

390회 391회 392회

2:10 더 바이블 프로젝트'(재) CTS스페셜Praise(삼) CTS스페셜Praise(재)
92회 93회 94회

CTS대담

한국교회를 논하다(재)

271회

393회 394회

3:30 삶이 변하는 시간 25분'(본) CTS특선영화 사복음서 시리즈'(본)

김광석 장로 2부

내가 매일 기쁘게(재)
CTS특집다큐'(본)

한글성경, 조선을 깨우다

3:00 그렉로리 목사의 뉴 비기닝(재)

44회

찰스스탠리 목사의

주님의 손길(재)

예루살렘 데이트라인(재)

268회

김병삼 목사 61회 1회 2회

TETELESTAI | 다 이루었다(삼)

5화 하나님의 율법
TGC 컨퍼런스

예수님과의 대화(재)

5회 캐빈 드영

CTS특강(재)

ICMC 2019 1부

마크 첵 목사

3:00

CTS특강(재)

2019기도자학교

최남수 목사 6강

2:30 빛으로소금으로(재)

(수)

(수)

(수)

SS

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