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방 재방 삼방/사방 설교 변경 예정 조정 순환

시간 RT 3월 19일 3월 20일 3월 21일 3월 22일 3월 23일 3월 24일 3월 25일 시간

4:00

4:10

4:20 영성원(장덕봉 목사)(138회)(재)
4:30

일산광림<박동찬>(30')(150회) 동두천두레<김진홍>(30')(109회) 지구촌<진재혁>(30')(148회) 빛의자녀들<김형민>(30')(75회) 오륜<김은호>(30')(119회)
4:30

5:00

265 266 267 268 269 5:20

5:30 5:30

5:40

6:00
6:10

6:30 6:30

6:40 6:40

6:50 6:50

7:00 7:00

7:10 7:10

7:30 7:30

7:50

8:00

8:10

영성원(장덕봉 목사)(138회) 김옥엽 사모(84회) 사랑과평안의교회_박상혁 목사(83회) 비젼교회_윤여재 목사(97회) 분당새순교회_김대광 목사(36회)

9:00
동두천두레<김진홍>(30')(110회)

9:00

9:30
더 줌人 시즌2(30')(76회)(재) 말씀의 폭포수(30')(29회)(재)

9:30

10:00
주일엔 찬송(30')(34회)

10:00

10:30
지구촌<진재혁>(30')(147회)

10:30

11:00 아름다운 만남(30')(39회)

아름다운 만남(30')(39회)(재)
12:10

12:40

13:30

13:40

13:50

14:00 14:00

14:30 14:30

15:00

신고톡(30')(2회) 최종원의 꿈꾸는 여행자(30')(83회) 송우진의 무비드립(30')(165회) 더 줌人 시즌2(30')(76회) 문화산책 시즌 2 (30')(29회) 김도영의 나누기(30')(52회)
15:00

15:30
일산광림<박동찬>(30')(152회) 동두천두레<김진홍>(30')(111회) 지구촌<진재혁>(30')(150회) 빛의자녀들<김형민>(30')(77회) 오륜<김은호>(30')(121회) 말씀의 폭포수(30')(29회)

15:30

16:00

16:30 16:30

17:00
사이다 복음(30')(2회) 문화산책 시즌 2 (30')(29회)(재) We are Worshiper(30')(55회)(재)

17:00

17:30 찬양예배(20')(재) 찬양예배(20')(재) 17:30

17:50 한성의 리셉션(10')(95회)(재) 복음 에세이 (10') (105회)(재) 17:50

18:00
사이다 복음(30')(3회)(재)

18:00

18:30

18:50
19:00

19:30

19:40

19:50 한성의 리셉션(10')(95회) 복음 에세이 (10') (105회)

20:00 20:00

20:30 20:30

21:00 21:00

21:30 21:30

22:00

23:00 청사막<청년사역자의 막장토크>

(30')(55회)
러브레터(30')(2회)

23:30

23:50

0:00 0:00

0:30 0:30

1:00

1:20

1:30

1:40

2:00 2:00

2:30 2:30

3:00

3:30

3:00

힐링 지저스(10') (41회~45회)

16:10

1:00

정혜민의 비빔톡(60')(92회)

인치엘로의 놀이터(60')(224회)

We are Worshiper(30')(55회)

기도합니다 (60')(697회~701회)

러브레터(30')(2회)(재)

2시엔 찬양(60')(166회~170회)(재)
박찬미의 Happy Day(60')(100

회)(재)

프레이그라운드(60')(3회)(재) 톡톡포유(60')(12회)(재)

조이 예루살렘(60')(99회)(재)

기도합니다 (60')(697회~701회)(재)

박소연의 만만한 클래식

(60')(132회)
공민영의 프리스타일(60)(50회)

양기준의 신인찬양사역자를 소개합

니다(60')(223회)
박찬미의 Happy Day(60')(99회)

정신호의

Day by day(60')(58회)

양아치

<잃어버린 양들의 아픔을 치유하는

사람들>

(60')(82회)(재)

김세진의 인사이드 재팬(30')

(187회)(재)

만나<김병삼>(40')(150회)

정혜민의 비빔톡(60')(92회)(재)

전도사닷컴(60')(53회)재)

오한나의 사랑스럽군(60')(104회)

새로운<한홍>(40')(148회) 삼일<송태근>(40')(150회) 분당우리<이찬수>(40')(151회) 선한목자<유기성>(40')(150회)

BBQ SHOW(20') (35~39회)

최미의 회복(456회)

(50')

김석균의 동행(462회)

(50')

강현정의 힐링CCM(60')(106회)(재)

김세진의 인사이드 재팬(30')

(188회)
한진만의 힘 인 클래식

(50')(139회)

백소라의 예수로 옷입고

(50')(75회)

13:00

8:50

오디오북 <예배자가 알아야 할 60가지 메시지>(10')(61회~63회)

12:00

16:00

 성경이야기(10') (51~55회)

오한나의 사랑스럽군(60')(104

회)(재)

모해프로젝트의 오늘 모해

(60')(95회)(재)

하얀의 청춘얼쑤(60')(137회)공민영의 프리스타일(60)(51회)
모해프로젝트의 오늘 모해

(60')(94회)
십대공화국(60')(25회)

전용대 목사의

갓택시(60')(29회)(재)

싸가지 청년(60')(27회)

청사막<청년사역자의 막장토크>

(30')(55회)(재)

정신호의

Day by day(60')(59회)
번개탄(60')(1025회)라디오그램(60')(2회)

박소연의 만만한 클래식

(60')(133회)

김승한의 놀.자.PK(60')(74회)(재)

소울터치(60')(3회)(재)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시즌2(50')(71회~75회)(재)

23:00

19:00

톡톡포유(60')(12회)
18:30

인치엘로의 놀이터(60')(224회)(재)

장종택의 예배일기(60')(96회)

22:00

크톡쇼(60')(3회)(재)

황은혜의 두비두밥(30')(53회)

Worship time (60')(11~15회)(재)

전용대 목사의

갓택시(60')(29회)(재)

양기준의 신인찬양사역자를 소개합

니다(60')(224회)
송우진의 무비드립(30')(165회)(재)

김승한의 놀.자.PK(60')(72회)

강현정의 힐링CCM(60')(106회) 소울터치(60')(3회)

청춘극장(60')(3회)(재)

양아치

<잃어버린 양들의 아픔을 치유하는 사람들>

(60')(82회)

박찬미의 Happy Day(60')(100회)
공민영의 프리스타일(60)

(51회)(재)

조이 월드 리포트(30')(391회~395회)(재)

10min english with song(10')(50회~54회)(재)
정신호의

Day by day(60')(59회)(재)

크톡쇼(60')(3회)

2시엔 찬양(60')(166회~170회)

소나기<소망있는 나그네의 기도>(10')(201회~205회)

분당우리<이찬수>(40')(151

회)(재)

권혁성 원장의

한방톡(60')(38회)(재)

11:00

빛의자녀들<김형민>(30')(77회)

11:40

 장애영 사모의 엄마마음 아이마음(30') 19~23회)

이단까톡(30')(132회)

8:30

12:40

조이 월드 리포트(30')(391회~395회)

정애리의 축복(30')

(24~28회)

13:10

장종택의 예배일기(60')(96회) 프레이그라운드(60')(3회)

백소라의 예수로 옷입고

(50')(76회)(재)

싸가지 청년(60')(27회)(재)

전용대 목사의

갓택시(60')(29회)

권혁성 원장의

한방톡(60')(38회)
청춘극장(60')(3회)

Worship time (60')(11~15회)

오디오북 <예배자가 알아야 할 60가지 메시지>(10') (7회~12회)

오늘의 찬송(10')(재)(252회~256회)

힐링 지저스(10') (41회~45회)

사이다 복음(30')(3회)

4:00

황은혜의 두비두밥(30')(53회)(재)
BBQ SHOW(20') (56~60회)

삼일<송태근>(40')(150회)

5:00
박소연의 만만한 클래식

(60')(133회)(재)

윤호균 목사의 은혜를 긷다(10')(251회~255회)

김석균의 동행(462회)

(50')(재)

한진만의 힘 인 클래식

(50')(139회)(재)

최승남의 행복(29회)

(50')(재)

6:00

최종원의 꿈꾸는 여행자(30')

(83회)(재)

새로운<한홍>(40')(148회)

시편 산책(10')(136회~140회)(재)

만나<김병삼>(40')(150회)선한목자<유기성>(40')(150회)

5분 칼럼(10') - 마케팅팀

11:30

최승남의 행복(29회)

(50')

라디오Joy 주간 편성표

조이 예루살렘(60')(99회)

시편 산책(10')(136회~140회)

김도영의 나누기(30')(52회)(재)

윤호균 목사의 은혜를 긷다(10')(251회~255회)

번개탄(60')(1025회)(재)

분당우리<이찬수>(40')(151회) 광림<김정석>(40')(149회)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시즌2(50')(71회~75회)

전기철 목사의 성경 꿰뚫어 읽기(30')(265회~269회)

JOY 성가(30')

오늘의 찬송(10')(265회~270회)

 JOY 성가(30')

이성민, 이성조 목사의

리뉴말씀(30') (54회)

소나기<소망있는 나그네의 기도>(10')(196회~200회)
일산광림<박동찬>(30')(151회)

최미의 회복(456회)

(50')(재)

이단까톡(30')(133회)(재)

8:00

청춘극장(60')(2회)프레이그라운드(60')(2회)크톡쇼(60')(2회)소울터치(60')(2회)

러브레터(30')(1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