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CD 배치 봉사를 하며..
      안녕하세요. 2015년부터 신시내티 지역에 CD

를 배포하고 관리하고 있는 봉사자 이 강국 입니다. 

CD 관리 봉사를 하며 겪은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이렇게 연락을 드립니다. 매주 한인마켓 2곳과 한인 

식당 1곳에 복음방송 CD를 배치하고 있는데요. 어느 

날 한인식당에 비치된 CD 스탠드가 파손된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식당 관계자분께서 손님이 술에 취해 

스탠드를 부수었다고 전해주셨습니다. 마음이 많이 

아팠습니다. 그런 일 외에도 CD 스탠드가 사라지는 

경우도 여러번 있었지요. 그럴때면 제 마음에 이런 

일을 한 그 누군가를 원망하고자 하는 마음이 강하게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예수님이 생각 

났었습니다. 무거운 십자가를 지시고, 온갖 멸시와 

핍박을 받으시면서도 저들을 용서하시고 아버지의 뜻을 

따라 끝까지 순종하신 예수님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그러자 오히려 하나님께서 이 지역의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복음을… 믿는 자들에게는 영적 성장을 위한 

이 사역에 부족하고 죄 많은 저 같은 사람을 부르시고 

일을 맡겨주신 것이 큰 은혜로 려 왔습니다. 감히 

제가 주님의 그 사랑을 전할 수 있다니요. 그래서 

부서진 스탠드를 수리하고 사라진 스탠드는 제가 다시 

만들었습니다. 저같은 사람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은 

계속하여 복음이 전해지도록 역사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앞으로도 스탠드의 분실이나 파손이 없이 보내주시는

CD를 통해 복음이 끊임없이 전파될수 있도록 계속적인 

앱, 팟케스트 & 홈페이지
  지난 2000년 Heart and Seoul 복음방송은 

라디오로 방송을 시작하여 방송 내용을 카세트에 담아 

전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 후  카세트에서 일반 CD로 

변환하였으며, 또한 일반 CD에서 MP3 CD로, 이제는 

스마트폰으로도 청취할 수 있게 앱과 팟케스트,  그리고 

홈페이지로 변화되고 있습니다. 이와함께 영어와 일본어 

방송뿐 아니라 자녀들을 위한 Children’s Program도 

제작하여 방송 중에 있습니다.  스마트폰 앱이 필요하신 

분들은 앱스토어나 구글 플레이에서 Heart and Seoul’

을 검색하시면 무료로 다운 받으실 수 있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방송국 사무실로 연락을 주시면 

도와드리겠습니다. (602-866-8999 / heartandseoul.

org@gmail.com)

2017 vol. 4

S
G
M

H

www.heartandseoul.org / heartandseoul.org@gmail.com / Phone 602-866-8999 / Fax 602-866-5689

Heart and Seoul Gospel Ministries

기도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신시내티에서 이강국 봉사자       

CD 발송 봉사를 하며..
  2010년 10월 어느날, 아리조나에 있는  

한인마켓에서 우연찮게 이 복음방송 CD를 픽업하여 

듣게 되었습니다. 방송 CD를 듣고 은혜를 받아, 

'나도 이런 사역에 함께 봉사하고 싶다’라는 마음이 

들어 복음방송에 직접 전화를 하여, 그 주부터 CD를 

포장하고 우체국으로 보내는, 발송부에서 봉사를 시작 

하게 되었습니다. 

나도 무언가 하나님의 일에 동참할 수 있고, 

봉사자분들하고 교제를 나눌 수 있어서 지금까지 너무 

즐거운 마음으로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우연같지만 하나님께서 정하셨던 그 때에 제가 이 

씨디를 들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때에 들어야 할 

자들에게 이 씨디가 전해지는 것을 믿습니다. 이렇게 

보내는 일에, 전달하는 일에 더 충실히 하고 싶습니다.

덧붙여, 이 곳에 봉사를 하면서 복음방송 직원들과 

다른 봉사자분들의 모습을 보고 정말 많은 감동을 

받으며, 도전도 받습니다. 이들과 함께 봉사할 수 

있어서 정말 기쁩니다.  

건강이 허락될 때까지 하나님과의 교제 안에서 많은 

일을 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흔들림 없이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에 행복하고 감사합니다. 

이 씨디가 전해지는 모든 곳에 주님의 은혜가 있기를 

소망하며… 

- 발송부 부장 김명옥



App, Podcast & Homepage 
    In 2000, Heart and Seoul Gospel Ministries began 

recording and sharing the good news of the gospel using 

cassette tapes. Since then, we have moved from cassette 

tapes to CDs and MP3. 

Today, you are able, on your smartphone, to 

download our App, Podcast or go to the Homepage.

There have been many changes and upgrades over the years. 

We have also introduced  Japanese, and Children’s programs 

as well.  Recently, we updated our website to make it easier 

for you to listen to past programs.  If you would like to listen 

to our programs on your smart phone, all you have to do is 

download our App, “Heart and Seoul” through the App store 

or Google Player for free.  If any of you need help, please don’t 

hesitate to call or email our offi  ce, and someone will be happy 

to help you.  (602-866-8999/ heartandseoul.org@gmail.com) 

Letter from the Volunteer 

www.heartandseoul.org  / e-mail : heartandseoul.org@gmail.com  /  Phone 602-866-8999  /  Fax 602-866-56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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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eart and Seoul Gospel Ministries started from a small group Bible 
study in 1995 and was eventually established as a nonprofi t Christian 
Service Corporation. Ever since the fi rst Gospel Radio Broadcast 
on March 5, 2000 Heart & Seoul has been operated by volunteer 
Christian workers and supported fi nancially and spiritually by its 
listeners and sponsors. 501(C)3 not-for-profi t minis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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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ello.  My name is Kang Kug Lee and I am a 

Heart and Seoul volunteer from Cincinnati, Ohio.

I have been volunteering since 2015 delivering CDs to 

local markets on Cincinnati.  I am reaching out to all of 

you to share with you the grace that I have received 

from volunteering.  I am currently delivering the CDs 

to two Korean markets and a Korean restaurant every 

week.  One day, I noticed that the CD stand located 

in the restaurant was destroyed.  The restaurant 

employee told me that one of their customers 

destroyed the stand while they were drunk.  I was sad 

by this news.  There were also many instances where the 

CD stands just disappear.  I began to feel resentment 

towards those that destroyed or stole the stands. 

But, that’s when I began to think about Jesus Christ.  

About Jesus who carried the weight of the cross, 

being despised and persecuted by all, but loving 

us enough to go through with God’s plan to forgive 

us all.  That’s when I began to feel the grace of God.  

How He sent someone unworthy like me to deliver 

the CDs to “evangelize to the lost…and to encourage 

the believers to mature in faith.”  It’s through the 

grace of God that I can spread the Love of Jesus. 

That’s why I fixed the broken stands and replaced 

the missing ones with ones that I made on my own.   

God was able to use someone like me to spread 

the gospel to others.  Hallelujah! I ask for all 

your prayers so that all the CDs will be used 

to spread the gospel. Thank you very much. 

- Kang Kug Lee (Cincinnati, OH)

       One day in October 2010, by chance, I happened 

to pick up the Heart and Seoul Gospel Ministries CD at 

a local Korean market in Arizona.  I was so filled with 

grace after listening to the CD that I thought I would like 

to volunteer at a ministry like this.  I called the Heart and 

Seoul office and began volunteering that same week.  

I volunteer my time at the ministry packing the CDs 

for mailing and distribution in the wrapping/package 

department. I volunteer with joy knowing that I am 

able to participate in doing God’s work and also have 

fellowship with the other volunteers.  I know that it 

seemed like it was ‘by chance’ that I picked up that first 

CD, but I believe that it was all in God’s plan and in His 

time. And, I believe that those we are sending out will 

reach other people in the time that God has planned 

for them as well.  This belief drives me to continue 

volunteering faithfully at the ministry. 

I would like to add that I have been moved and also 

challenged by observing all the volunteers and staff 

members at the ministry.  It is a joy to be able to 

volunteer alongside these faithful believers. I want to 

continue to walk with God and do His works until I can 

no longer do so.  I am so thankful and happy that I can 

continue to do God’s work without wavering.  I hope 

that the CD’s will bring grace to all our listeners.  

- Myung Ok Brucker (Peoria, AZ)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