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간 본 방 재 방 설  교 특집 조정

로컬 5/20(월) 5/21(화) 5/22(수) 5/23(목) 5/24(금) 5/25(토) 5/26(주일) 로컬

CTS애니메이션'(사)

예수님의 비유

CTS애니메이션'(사)

구약 시리즈

오늘의 양식(재)
CTS특선영화(삼)

Never the Same

9:30

9:40

빛으로소금으로(재)

스페셜
예수사랑여기에

스페셜

은평성결(유승대)(본)

CTS애니메이션'(사)  파리보다 똑똑하게

CTS특선영화'(본)

그물이 찢어지다

1:00

1:20

3:00 그렉로리 목사의 뉴 비기닝(삼)

27회

찰스스탠리 목사의

주님의 손길(재)

사랑과 구원의 발자취'(본)

11회

예루살렘 데이트라인(재)

248회

글로벌다큐드라마 예수를 만난

우물가의 여인들(재) 10회

TV찬양예배 Sing Sing Sing(본)

수영로교회 한소망교회 용인기쁨의교회 반야월교회

Let's Talk in English(본)

6회

혜성(정명호)(본)

CTS요리특선 주님의 식탁3(본)

풍성한(김성곤)(본) 대구동신(권성수)(본)

영광(윤보환)(본)

4회 5회 7회 8회
이애라 목사와 찬양율동을(재)

291회 292회 293회 294회

서울진주초대

(전태식)(재)
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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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0

김문훈 목사 41회 김병삼 목사 41회 김홍도 목사 13회 23회 24회

박종순 목사의 행복산책(삼) 2:50

3:00

고민있수다 BEST'(재)

28회

이애라 목사와 찬양율동을(재) 1:50

교회행전(재)

성남제일교회

2:00

이정훈 교수

/ 부산 부전교회

양영자 선교사

/ 몽골선교사, 전탁구국가대표

양남규 권사, 양현지

/ 로고스교회

이연숙 선교사

/ 인천 영광의교회

CTS대담

한국교회를 논하다'(재)

252회2:10 더 바이블 프로젝트'(재)

최규명 목사 4회 오성한 목사 BEST 조대현 목사 BEST 신언혁 교수 BEST

1:20 내가 매일 기쁘게(삼)

290회

12:00

0:50

만나의 시간(김병삼)(재)CTS애니메이션'(사)

'예수님과 제자들

844회 845회 846회 847회 848회

4인 4색(재) 사랑과 구원의 발자취(삼)

18회

CTS특집다큐'(재)

필리핀 딸락에 미래를 세우다

0:50

1:40

12:00
Calling GOD(재) 소강석목사의

CTS철야예배(본)
CTS특선영화(재)

The Life Of Jesus 3부

10:50 신앙에세이(본) 이애라 목사와 찬양율동을(본)

분당우리(이찬수)(본)

10:50

11:00 7000미라클(삼)
윤호균 목사의

CTS금요철야예배(본) 707회

영안(양병희)(본)
11:00

11:30이상준 선교사 / 태국 방콕 라은경 집사 / 유방암 말기

11:50 은혜로운 찬송이야기'(본) 은혜로운 찬송이야기(본) 251회

열방을 향하여

CTS 연세중앙교회 찬양예배

(본) 318회
CTS부흥집회 오직예수'(재)

종교(최이우)(본)
9:30

10:00

CTS뉴스(재)
CTS특선영화(본)

The Life Of Jesus 4부

진주초대(이경은)(본)
10:00

TV찬양예배 Sing Sing Sing(삼) 10:30
경산중앙교회

8:30

9:00
김성혜총장의 비전투데이(본) 진해웅천(오성한)(본) 포도나무(여주봉)(본) 오병이어(권영구)(본) 큰기쁨(김성훈)(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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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esssage(본) 한홍목사

기적의 행군 (66) 행복으로의 초대(본)
(조용기목사)

9:00

순복음평택중앙(박형준)(본) 신길(이기용)(재)

일산광림(박동찬)(본)
8:00그렉로리 목사의

뉴 비기닝(본) 31회8:20

금란(김홍도/김정민)(본)

CTS칼럼(재)

7:30
전국교회는 지금(사)

9회

고민있수다 Best'(본)

28회
광림의 시간(재)

(김선도/김정석)

어린이 찬양

우.찬.소(본) 20회

CTS특강(본)

제87차 초교파

중·고등부성회 2부

안산제일(허요환)(본)
7:00

21회 22회

윤석전목사의

영혼의 때를 위하여(본)

 화광(윤호균)(본)

하늘비전(오영택)(본)

7:30

6:30

6:50 신앙에세이(본)

7:00 이영훈 목사 초청

대만 파이어 콘퍼런스(본)

예루살렘 데이트라인(본)

248회

글로벌다큐드라마 예수를 만난

우물가의 여인들(본) 10회

신길(이기용)(본)
6:00

2806회 방영진 목사, 반연희 사모 부

부와 자녀 7명 / 거제 고현교회

2807회 노장덕 목사

/ 엘드림특성화학교 교장

2808회 임분녀 장로, 이정달

권사 부부와 5남매

2809회 방미연 선교사, 염예은

선교사, 이웅희 선교사 사랑과 구원의 발자취(재)

20회

김진홍목사의

새벽을 깨우리로다(재)

5:50 빛으로 소금으로(본) 박종순 목사의 행복산책(본) 161회

6:00 내가 매일 기쁘게(재)
교회행전(삼)

송내사랑의교회

CTS스페셜(재)

제38회 카이캄 독립교단 목사 안수식

대구동신(권성수)(재)
5:00

세계비전(김성현)(본)
5:30

오늘의 양식(재) 4:50

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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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TS성령집회(본)

4:30
분당가나안(장경덕)(본) 신애(황웅식)(본) 순복음대구(이건호)(본) 신촌성결(박노훈)(본) 서남(장승권)(본)  여의도침례(국명호)(본)

4:30

김문훈 목사

전도서 베스트

이기용 목사

역대상하 베스트

CTS스페셜(본)

제38회 카이캄 독립교단 목사 안수식

어린이찬양

우리찬양팀을소개합니다(재) 20회 빛의자녀(김형민)(본)

4:00

성령의 새바람(본)

김승욱 목사

2:50 오늘의 양식(재) 바이블 펀 키즈모아'(본) 5회

[생방송] 전국교회는 지금(본)

11회

슈퍼북 시즌2'(본)

4회 라합과 여리고성
영락(김운성)(본)

3:00

2:00

슈퍼북 시즌2'(본)

5회 기드온
클래식생명의말씀(박종순)(재)

3:30
3:40 두란노 성경교실(재) 글로벌 신앙에세이(본)

김진홍 목사

마태복음 베스트

김운성 목사

요나 베스트

2:00

844회 845회 846회 847회 848회 하나님의 아이들'(본) 10회 2:40

이영훈 목사의

성령님과 함께(본) 사랑의 시간(오정현)(본)

[특별 방송] CTSWEEK(재)

'보혈로 새사람을 입으라'

[생방송] Calling GOD(본)

1:30

오성한 목사 BEST 조대현 목사 BEST 신언혁 교수 BEST 최규명 목사 BEST

1:30 4인 4색(본) 사랑과 구원의 발자취(본)

20회
새중앙(황덕영)(본) 소망(김경진)(본)

광명(최남수)(본) 오륜(김은호)(본)
1:00

대치순복음(한별)(본) 포항장성(박석진)(본)
생명의 말씀(본)

김장환 목사

12:30

1:00
혜성(정명호)(재) 진주기도원(김진홍)(본) 반야월(이승희)(본)

12:30
제주중문(오공익)(본) 군포제일(권태진)(본) 하늘중앙(유영완)(본)

경산중앙교회12:00
CTS부흥집회 오직예수'(본)

12:00
더 바이블 프로젝트'(본)

14회 15회 17회 18회

11:30

11:50 글로벌신앙에세이(본) 11:50

은혜로운 찬송이야기(재) 250회 10:50

11:00

[생방송] CTS뉴스 (본)
전국교회는 지금(재)

11회
[생방송]광림의시간(본)

11:00

10:10
[생방송] CTS대담

한국교회를 논하다(본) 251회

12:10
16회 CTS 칼럼(본) 12:20

생명의말씀

김양재 목사의

공동체 고백(본)

중문의 시간'(장경동)(본)

9:00

9:20 내가 매일 기쁘게'(재)
교회행전(본)

성남제일교회임현수 목사 1부

  / 캐나다 큰빛교회 원로목사

임현수 목사, 임금영 사모 2부

/ 캐나다 큰빛교회 원로목사

호시노마코토

/ 동경신애교회 음악감독

소진영 간사

/ 마커스워십, 주내힘교회
박종순목사의 행복산책(재) 9:50

만나의 시간(김병삼)(본)
충정(옥성석)(본)

10:00

꿈의(김학중)(본)
10:30

[특별 방송] CTSWEEK(본)

'보혈로 새사람을 입으라'

수원순복음(이요한)(본)
찰스스탠리 목사의

주님의 손길(본)

김진홍목사의

새벽을 깨우리로다(본)

8:00

8:30 두란노 성경교실(본) CTS특집다큐'(본)

필리핀 딸락에 미래를 세우다
새계명(차영아)(본)

8:00
용인기쁨의(정의호)(본) 영광제일(이기웅)(본) 분당횃불(이재희)(본) 수지기쁨의(김원태)(본)

새에덴(소강석)(재)
8:30

김진홍 목사

마태복음 12강

김운성 목사

요나 12강

김문훈 목사

에스더 3강

이기용 목사

역대상하 12강 CTS스페셜Praise'(본)

계산제일(권오규)(본) 한국중앙(임석순)(본) 클래식생명의말씀(김선도)(재) 청주상당(안광복)(본) 7:30

7:20 신앙 에세이(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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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TS스페셜Praise'(본) 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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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00

6:30
충무(장준환)(본) 예수사랑(이강평)(본) 대구중앙(박병욱)(본) 동안(김형준)(본)

성락성결(지형은)(본)
곽선희 목사의

예수소망의 삶(본)
금란(김홍도/김정민)(재)

5:30

6:00
대구동일(오현기)(본) 울산서현(이성택)(재) 송도주사랑(장상길)(본)

5:30
진주초대(이경은)(재) 지구촌(진재혁)(본) 새중앙(황덕영)(재) 수원중앙(고명진)(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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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누리(허남길)(본) 은평성결(유승대)(재)

4:20 오늘의 양식(본) 4:20

4:30 CTS새벽예배(본) Message(재) 한홍목사

기적의 행군 (66) 김양재 목사의

공동체고백(재)5:00 클래식 생명의 말씀(본) CTS경건예배(본)
하현선 목사/ 수지갈릴리교회김진홍 목사 박조준 목사' 곽선희 목사 김선도 감독' 박종순 목사

2019 CTS기독교TV 주간편성표

*이 편성표는 방송사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2019년 5월 20일 - 2019년 5월 26일
VER.2019.5.17 15:00

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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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00 TV찬양예배 Sing Sing Sing(순/본) TV찬양예배 Sing Sing Sing(재) 4:00
한성교회 오륜교회 수영로교회 한소망 교회 용인기쁨의교회 반야월교회 경산중앙교회

S

(수)

(수)

(수)

(수)

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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