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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앙에 도움이 될 프로그램을 선별하여 다시 방송해

집회 또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무사히 마칠 수

드리기로 결정 하였습니다. 지난 방송은 주안에 하나 3

있었습니다.

부 방송 후에 이어지는 MP3 CD인 주안에 하나 4부에서

앞으로도 영적인 싸움은 계속 될 것이지만 말씀과

들으실 수 있습니다

기도로 잘 무장하여서 하루하루를 ‘참된 예배자’로
살아갈 수 있는 참된 자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핸즈찬양팀 정다은

세인트루이스 핸즈 찬양집회를
다녀와서
매번 집회를 할 때마다 많은 깨달음이 있었지만
졸업을 앞두고 있었던 저에게 이번 집회는 조금 더 특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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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회였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집중할 수 있는,

Heart and Seoul Gospel Ministries

온전히 예배할 수 있는 그 시간들이 얼마나 귀한 시간인지
다시 한번 깨닫게 해 주셨고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소명을

지난 방송 다시듣기

되찾아 주는 시간 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부끄럽지 않게 살고 싶다고 고백

하트앤 서울 복음방송 청취자분들 중에는 지난 방송을

하면서 졸업 연주회도 준비하고 학업과 일도 열심히

다시 듣고 싶다고 문의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셨습니다. 그런

하려고 노력 했었는데 그런 주변 일들에 신경쓰느라 정작

분들을 위해 본 선교회는 지난 방송들을 프로그램별로

하나님께는 집중하지 못하고 있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모아 방송사 홈페이지에 준비해 놓았고, 또 CD로도 따로

그래서 저는 집회를 시작하면서 예배에 온전히 집중할 수

제작하여 요청하시는 분들께 전달해 드리고 있습니다.

있기를 정말 간절히 간구하면서 기도하였습니다. 하지만

애청자들에게

하지만 홈페이지에 접속하는 것이 어려우신 분들과 매번

집회를 시작하자마자 시작된 불필요한 잡음들로 집중을

‘최충희 칼럼’이 그 내용들을 모아 책으로 제작이

본 방송사에 CD를 요청하는 것이 미안하여 요청하지

할 수 없고 예배 안으로 들어가기가 너무 어려웠습니다.

되어 출간 되었습니다.

못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하지만 그 때에 제 안에서 ‘오늘은 내가 무슨 일이

한국의 홍성사에서 “희망 온 에어" 라는 제목으로

있더라도 꼭 참된 예배를 드릴 것이다’ 라는 소망이

출간된 최충희 칼럼 모음집은 인터넷 서점인 알라딘

생겼고 다시 예배에 집중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US (http://aladdinus.com)에서 구매하실 수

예배에 집중하자 예배를 방해하던 잡음들이 멈추었고

있습니다.

이런 분들과 또 새로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을 위해
본 방송사에서는 오는 7월부터 지난 방송 중에 청취자

‘최충희 칼럼’책으로 출간
지난

2013년부터
많은

2014년까지

사랑을

받았던

방송되며
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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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nds Praise Team
travels to Saint Louis

I know that I will have many spiritual battles that I will face
in the future, but I hope that I will be able to live my life
in true worshiper through prayer and the words of G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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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re is so much that I realize whenever I
attend these praise worships, but this was

Da Eun Chung, Hands Praise Team

especially important to me because of my
upcoming

graduation.

I

understood

how

precious it is to have the time to concentrate
fully on God, give my all to Him as I worsh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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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 look back on my calling as a Christian.

Heart and Seoul Gospel Ministries

Even though I confessed that I wanted to live a life
devoted to God, as a child of God, I realized that I
was not able to fully dedicate myself to God because

Listening to Past Programs

of all work in preparing for the graduation. That
is why I earnestly prayed to God before this praise

'Choi Choong Hi Column'
Published

There are many requests for previously aired programs

worship, so that I would be able to concentrate

among our Heart and Seoul Gospel Ministry listeners. That

fully and only on God. However, it was so difficult

is why we’ve made them available online at heartandseoul.

for me to concentrate on worship because of

org, search for past programs by title. We can also mail them

all

me.

The much beloved program ‘Choi Choong Hi

out to you (CDs), please contact us by email or telephone.

That is when a voice entered my heart saying, “you

Column’ which aired from 2013 to 2014 (Korean only) has

will be able to give your true worship today” giving

been turned into a book. If you would like to purchase

We will also be re-airing some of the past programs

me hope, allowing me to concentrate fully during the

a copy of the book, check out the following link :

beginning in July. For those of you who receive our

worship. That is when all the noise surrounding me

http://aladdinus.com

weekly broadcast (MP3) by mail, these programs will

began to slowly disappear and I was able to give my

be part of hour 4 of the Unity in Christ broadcast.

all to the end of the worship with the grace of God.

Heart and Seoul Gospel Ministries started from a small group Bible
study in 1995 and was eventually established as a nonprofit Christian
Service Corporation. Ever since the first Gospel Radio Broadcast
on March 5, 2000 Heart & Seoul has been operated by volunteer
Christian workers and supported financially and spiritually by its
listeners and sponsors. 501(C)3 not-for-profit ministry

the

unnecessary

noise

surrounding

Mission Statement

As empowered by the Holy Spirit of God, Heart and Seoul Gospel Ministries will
evangelize the lost, encourage believers toward maturity in faith, support the development of Christian leaders,
and promote unity in Christ among people of all nations, for the glory of our Lord Jesus Christ.
www.heartandseoul.org / e-mail : heartandseoul.org@gmail.com / Phone 602-866-8999 / Fax 602-866-568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