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간 본 방 재 방 설  교 신규 편성변경 순환 신규편성 VER.2022.1.7 10:00 시간
로컬 1/10(월) 1/11(화) 1/12(수) 1/13(목) 1/14(금) 1/15(토) 1/16(주일) 로컬

오정현목사의 비전묵상 3분 미라클(재) 113회 ACTS | 사도행전(본) 194회

이태원의 I LOVE JESUS'(본)      TETELESTAI | 다 이루었다'(본) 예루살렘 데이트라인(본)

381회49회 50회 5화 하나님의 율법

<교회행전> 나의 고백 10minutes'(재)

2022 CTS기독교TV 주간편성표

*본 편성표는 방송사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2022년 1월 10일 - 2022년 1월 16일

4:00 자판기(재) 김병삼 목사의 매일만나365 <주님은 나의 최고봉>(재) 4:00

8:00

매일 생명양식(본) 상동감리 / 이성조

5:30 진주초대(이경은)(재) 지구촌(최성은)(본) 한소망(류영모)(본) 수원중앙(고명진)(본)

5:00 김병삼 목사의 매일만나365 <주님은 나의 최고봉>(본)
5:00

CTS경건예배(본) 5:20

성락성결(지형은)(본)

321회 322회 323회 324회 325회

4:30

옥한흠 목사 박조준 목사 서임중 목사 김선도 감독 박종순 목사

오늘의 양식(본) 4:20

6:45

6:30
예수사랑(이강평)(본) 성령의새바람(김승욱)(본) 동안(김형준)(본)

4:30 클래식 생명의 말씀'(본) 서울진주초대

(전태식)(재) 김양재 목사의

공동체고백(재)

4:20

5:20

영락(김운성)(재) 대구범어(장영일)(본) 성은(장재효)(본) 초량(김대훈) 분당우리(이찬수)(재)
6:00

성령의능력(김재선)(본)
광은(김한배)(본)

6:30

CTS헌신예배Praise'(본) 6:40

곽선희 목사의

예수소망의 삶(본)
금란(김홍도/김정민)(재)

5:30

7:00

7:20 CTS아침찬양'(본)

7:30
대구동부(김서택)(본) 대전한빛(백용현)(본)

주성민 목사의 주담길(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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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산제일(권오규)(재)

6:00
용인비전(신용수)(재) 강남중앙침례(최병락)(본)

김진홍목사의

새벽을 깨우리로다(본)

8:00

선한친구(성백송)(본)

8:00
용인기쁨의(정의호)(본) 영광제일(이기웅)(본) 창원 상남(이창교)(본)

계산제일(권오규)(본) 한국중앙(임석순)(본) 순복음대구(이건호)(본) 청주상당(안광복)(본) 7:30

중문의 시간(장경동)(본)

9:10

326회 327회 328회 329회 330회

자판기(본) Message(본) 한홍목사 새에덴(소강석)(재)
8:30

내가 매일 기쁘게(본) 다함께 찬찬찬(재) 16회
9:00

 열방을 향하여 땅끝으로 예수사랑여기에 스페셜

9:30 3130회 김성복  목사

/ 꽃재교회

3131회 전광수 목사

/ 풍암제일교회

4인 4색 송태근 목사의

예수가 복음이다'(본)1강

10:00 7000미라클(삼)

예수가 오시는 대로'(본)

1강

8:30

9:00

10:50 매일 생명양식(재) 오정현목사의 비전묵상 3분 미라클(사) 113회 10:50
안산꿈의(김학중)(본)

10:30
우크라이나 / 장종일 선교사 일산 섬김의 교회 / 구인수 목사 하반신 마비 / 김나영 땅끝- 하늘씨앗교회 / 예사-뇌병변 1급

[생방송]CTS대담

한국교회를 논하다(본) 379회
만나의 시간(김병삼)(본)

충정(옥성석)(본)
10:00

11:00
[생방송] CTS뉴스(본) 믿음의 성수기(재) 3회

[생방송]광림의 시간(본)

11:00

존 리 대표 4강

3편 4편

11:30 대한민국 미래를 세우다'(본) 바이블코치'(본)

1강
청년백서(재) 42회

11:30

임용한 박사 4강 한재권 교수 4강 이춘근 교수 8강 11:50

12:00 다시 만나는 이어령의 토크에세이'(본)
CTS선교방송

아주 특별한 찬양(삼)

36회

12:00

1편 2편

12:30
검단비전(박종민)(본) 군포제일(권태진)(본) 하늘중앙(유영완)(본) 안양성산(오범열)(본) 대치순복음(한별)(본)

생명의 말씀(본)

김장환 목사

12:30

1:00
경산중앙(김종원)(본)

주성민 목사의 주담길(재)
반야월(이승희)(본)

1:15 주성민 목사의 주의 길(재)

1:30 에스라 성경학교'(본) 찰스스탠리 목사의

주님의 손길(본)
새중앙(황덕영)(본) 소망(김경진)(본)

1:30

풍성한(김성곤)(본) 대구동신(권성수)(본) 광명(최남수)(본) 오륜(김은호)(본)
1:00

홍순화 목사 16강 정현구 목사 7강 류모세 목사 22강 김윤희 교수 36강
1:50 인생을 바꾸는 7분-예수가 길이다'(본) 38회 오정현목사의 비전묵상 3분 미라클(본)114회 인생을 바꾸는 7분-예수가 길이다'(재) 58회 인생을 바꾸는 7분-예수가 길이다(재) 38회

신앙의 유산을 찾아서'(본) 2:40
2:50 주성민 목사의 찬양의 기도(본) 주성민 목사의 찬양의 기도(재) 박종순 목사의 행복산책(본) 299회 2:50

2:00

 Calling GOD'(본)

이영훈 목사의

성령님과 함께(본) 사랑의 시간(오정현)(본)

2:00

3:00 7000미라클(사) CTS선교방송

아주 특별한 찬양(재)

36회

영락(김운성)(본)
3:00

열방을 향하여

3:50                                               신앙 에세이(본) 3:55

땅끝으로     예수사랑여기에 스페셜

세종꿈의(안희묵)(본)
3:30

4:00 하잉RTA 어린이영어예배(본) 10회
3D애니메이션 히즈쇼 바이블'(본)

SeaKids(씨키즈)(본) 8회 홀리키즈'(본) 2회 한성 하키우키TV(본) 10회

우크라이나 / 장종일 선교사 일산 섬김의 교회 / 구인수 목사 하반신 마비 / 김나영 땅끝- 하늘씨앗교회 / 예사-뇌병변 1급

SeaKids(씨키즈)(재) 1회

하잉RTA 어린이영어예배(재) 1회

4:30

찬양의 샘'(본) 4:50

5:00

서울진주초대(전태식)(본) 수영로의시간(이규현)(본) 사랑의 시간(오정현)(재)

4:30
분당가나안(장경덕)(본) 신애(황웅식)(본) 한밀(심수명)(본) 신촌성결(박노훈)(본)

빛의자녀(김형민)(본)

4:00
15회

4:25 신앙에세이(본) 은혜로운 찬송이야기(본) 4:20

서남(장승권)(본)

(터키)'(본) 14회5:50 빛으로 소금으로(본) 은혜로운 찬송이야기(재) 388회 빛으로 소금으로(본)

새에덴(소강석)(본)
 정필도 목사의

CTS성령집회(본)

사랑과 구원의 발자취
목포사랑의(백동조)(본)

5:00

(이스라엘)'(본) 14회

사랑과 구원의 발자취
대전한빛(백용현)(재)

5:30

6:00

6:30
CTS부흥집회 오직예수(삼)

191회

CTS선교방송

아주 특별한 찬양(사)

35회

내가 매일 기쁘게(재)
고민있수다'(본)

주성민 목사의 주의 길(본)

6:00
진주성남(양대식)(본) 순복음원당(고경환)(본) 당진동일(이수훈)(본)

6:30
주성민 목사의 주담길(본) 6:456:50

3130회 김성복  목사

/ 꽃재교회

3131회 전광수 목사

/ 풍암제일교회
7:00

스모크 타운'(본) 3회    안산제일(고훈/허요환)(본)
7:00

7:30

7:50 성지를 달리다

(Drive Thru History)'(재) 17회 Again K-가스펠'(본)

8:30

9:00
믿음의 성수기(본) 3회 다함께 찬찬찬(본) 16회 이천순복음(김명현)(본) 오병이어(권영구)(본)

TV부흥회'(본)

1회

TV부흥회'(재)

1회

제1회 찬송가

경연대회'(본)

양곡(지용수)(본)

7:30 CTS요리특선-주님의 식탁'(본) 16회

광림의 시간(재)

(김선도/김정석)

8:20

금란(김정민)(본)8:30

9:30

10:00
CTS뉴스(재)

차영아 목사의

상처, 별이 되기까지(본)
진주초대(이경은)(본)

영안(양병희)(본)

조용기 목사의 명설교'(본)

9:00

9:30 조셉프린스 목사의

뉴크리에이션(재) 103회
순복음평택중앙(박형준)(본)

성지를 달리다

(Drive Thru History)'(본)

10:00

은평성결(유승대)(본) 종교(최이우)(본)

10:30

윤호균 목사의

CTS금요철야예배(본) 844회

CTS 119 기도회(본)
11:00

11:50 신앙에세이(본) 은혜로운 찬송이야기(본) 388회

CTS부흥집회 오직예수(재)

192회

11:10

11:30
CTS 연세중앙교회 찬양예배'(본)

11:30

제1회 CTS 대한민국 K-가스펠'(본)
제1회 CTS 대한민국 K-가스펠

'(본)

CTS스페셜(사)

 개혁주의생명신학

-신학은 학문이 아닙니다-

장종현 총장

청년백서(본) 42회
주성민 목사의 주담길(오)

분당우리(이찬수)(본)
10:30

이애라 목사와 찬양율동을(본) 10:50

1:00

(터키)'(재) 2회

12:30

0:50  어린이찬양 우.찬.소. 한 곡 감상하기(재) 인생을 바꾸는 7분-예수가 길이다'(본) 58회  어린이찬양 우.찬.소. 한 곡 감상하기(재) 인생을 바꾸는 7분-예수가 길이다(삼) 58회 인생을 바꾸는 7분-예수가 길이다(삼) 38회 박종순 목사의 행복산책(재) 298회

12:00

Calling GOD(재)
소강석목사의

CTS철야예배(본)

12:00

0:50

임용한 박사 1강 한재권 교수 1강 이춘근 교수 2강 송해덕 교수 4강

1:50

CTS대담

한국교회를 논하다(재) 379회

김문훈 목사의

영웅'(본)

2:00

2:30

예수를 만난

우물가의 여인들'(재) 2화

오정현목사의 비전묵상 3분 미라클(오)113회

2:20 에스라 성경학교'(재) 오정현목사의 비전묵상3분미라클(삼) 113회 2:20

이애라 목사와 찬양율동을(재)

1:30

2:00

홍순화 목사 16강 정현구 목사 7강 류모세 목사 22강 김윤희 교수 36강
나도 CTS 영상선교사(재) 2회

2:40 빛으로 소금으로(재)

2:50 #클립CCM 시즌2'(본) 2:50

3:30 예루살렘 데이트라인(재)

381회

3:00 CTS 낭만 레코드 워십 코리아'(본)  CTS특선다큐(본) 3:00

42회 43회 44회 45회 46회
문성모 목사의

은혜로운 찬송이야기(재)

신나는 성경여행'(본)

14회 사울

찰스스탠리 목사의

주님의 손길(재)

삶이 변하는 시간25분'(본)

김인중 목사 7강

토크멘터리, 챔피언 리턴즈
5G 예정된 미래,

차이나는 차이나 3부

주성민 목사의 주담길(사)

CTS두란노 성경교실'(재)

김진홍 목사/ 출애굽기 2강

찬양의 샘'(재)

<교회행전> 나의 고백 10minutes'(본)

CTS두란노 성경교실'(본)

김진홍 목사/ 출애굽기 2강

찬양의 샘'(재)

소명중앙(김대성)(본) 수원순복음(이요한)(본)

 여의도침례(국명호)(본)

문성모 목사의

5편

CTS선교방송

아주 특별한 찬양(본)

36회

생명의말씀

김양재 목사의

공동체 고백(본)

수지 기쁨의(김원태)(본) 용인비전(신용수)(본)
조셉프린스 목사의

뉴크리에이션(본) 104회

스모크 타운'(본) 4회  화광(윤호균)(본)

글로벌 신앙에세이(본) 글로벌 신앙에세이(본)

송도가나안(김의철)(본)

1:00

만나의 시간(김병삼)(재)

일산광림(박동찬)(본)

하늘비전(오영택)(본)

신길(이기용)(본)

   사랑과 구원의 발자취

대한민국 미래를 세우다'(재)    사랑과 구원의 발자취
고민있수다 BEST'(본)

2회

(이스라엘)'(재) 2회

7:20

세한(주진)(본) 전주바울(신현모)(본) 영등포비전(윤차복)(본)

윤석전목사의

영혼의 때를 위하여(본)

(수)

(수)

(수)

(수)

(수)

(수)

S

(수)

(수)

(수)

(수)

(수)

수

(수)

(수)

(수)

(수)

(수)

(수)

(수)

(수)

(수)(수) (수)(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