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M1660 방송 편성표 

시간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 일요일 

6:00 AM 아침 Classic 아침 Jazz 아침 Pop 아침 CCM 아침 K-pop 

아름다운 당신에게 (제휴) 

1,2 부 

아름다운 당신에게 (제휴) 

1,2 부 
6:30 AM 종교재방송 뉴욕새누리교회 선한목자교회 종교재방송 친구교회 

7:00 AM 
보도국-Morning News(1 부) 

7:30 AM 
8:00 AM 

보도국-Morning News(2 부) 
멘토링 코리아(제휴) 

Weekly Sports 
8:30 AM AWCA 

9:00 AM 

세상의 모든 아침 (진행: 김경주) 

종교재방송 멘토링 코리아(제휴) 

9:30 AM 종교재방송 입이 트이는 영어(한국) 

10:00 AM 물같이 바람같이(진행:김자원) (재)새롭게 하소서 

10:30 AM 명사들의 명강(제휴) (재)이강인의 잡지사 

11:00 AM 
라디오 상담 (진행: 우진숙) 

은혜와 사랑교회 
라디오상담(다시듣기) 

11:30 AM 시쿵(진행:김은자) 

12:00 PM 
보도국- 정오뉴스 

아울렛 세상 뉴욕 100 배 즐기기 
(진행:임은숙) 12:30 PM 우리교회 

1:00 PM 
김현정의 뉴스쇼 (CBS 제휴) 

입이 트이는 영어(한국) (재)아울렛세상 

1:30 PM 세종 송보감 (재)시쿵 

2:00 PM 
만남의 광장 (진행: 조  진) 

레드카드 
(진행:Daniel Choi) 만남의 광장(다시듣기) 

2:30 PM 
3:00 PM 

메트로 포커스 (진행: 임은숙) 
새롭게 하소서(제휴) 

유영석의 팝콘(제휴) 
3:30 PM 이강민의 잡지사(제휴) 

4:00 PM 
신지혜의 영화음악 (CBS 제휴) 

꿈꾸 GO 나누 GO(진행:정준영) 

4:30 PM 내 삶의 찬양(진행:이성훈) 

5:00 PM 
보도국-Evening News 

잘 먹고 삽시다 
(진행:임경아) (재)레드카드 

5:30 PM 
6:00 PM 

New York! New York! (진행: 지민리) 

한인사회 초대석 
(진행:한성용) 

추억의 골든 디스크 
(진행:이성훈) 6:30 PM 

7:00 PM Weekly sports 
(진행:찰리 안) 

신지혜의 영화음악 
(제휴) 7:30 PM 

8:00 PM 
한판승부(CBS 제휴) 

째즈 우빱슈뱁 
(진행:지민리) K-pop(제휴) 

8:30 PM 
9:00 PM 

(재) 세상의 모든 아침 (진행: 김경주) 
클래식 센스(진행:김태은) (재) 클래식 센스 

9:30 PM 
10:00 PM 

내 인생의 명작 
(진행:김하준) 

주말 한판승부(제휴) 
10:30 PM 
11:00 PM 

(재) 라디오 상담 (진행: 우진숙) (재) 라디오 상담 
11:30 PM 

시간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 일요일 월요일 

12:00 AM 
(재) 한판승부 (CBS 제휴) 

(재)아울렛세상 
(재) 뉴욕 100 배 즐기기 

12:30 AM (재)종교재방송 

1:00 AM 
(재) 김현정의 뉴스쇼 (CBS 제휴) 

(재)입이 트이는 영어 (재) 아울렛 세상 

1:30 AM (재)세종 송보감 (재) 세종 송보감 

2:00 AM 
(재) 만남의 광장 (진행: 조  진) (재)레드카드 (재) 만남의 광장 

2:30 AM 
3:00 AM 

(재) 메트로 포커스 (진행: 임은숙) 
(재)새롭게 하소서(제휴) 

(재) 유영석의 팝콘(제휴) 
3:30 AM (재)이강민의 잡지사(제휴) 

4:00 AM 
(재) 신지혜의 영화음악 (CBS 제휴) 

(재)꿈꾸 GO 나누 GO 
(재) K-Pop(제휴) 

4:30 AM (재)내 삶의 찬양 

5:00 AM 
송정미의 축복송 (CBS 제휴) (재) 잘 먹고 삽시다 (재) 레드카드 

5:30 A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