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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youtube.com에

접속하셔서

검색란에

영어로 Heart and Seoul GM을 입력하시면 해당

G
M

복음방송 애청자 설문조사 결과

페이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

지난해 2017년 10월 첫 주부터 11월 말까지 애청자

자세한 사항은 본 방송사에 문의해 주시면 자세히

설문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안내 해 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참여해주셨습니다.

놀라운 일을 행하신 하나님께 함께 감사드리는

아리조나주를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애청자들이 참여해 주셨습니다. 설문조사를 통해 새롭게

포함하여

감사하게도 그 어느 해보다

총

본 선교회가 위치한

43개주에서

455명의

CD를 신청하시게 된 분도 105분이나 되었습니다.

자원봉사자 신년 가족모임

적극적으로 설문에 참여해 주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8월 1월 7일 Heart and Seoul 선교회의

한 질문 한 질문 정성스럽게 적어 보내주신 애청자들의

자원봉사자들과

모여

답변들을 분석해 가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 복음

찬양과 말씀 그리고 친교를 나누며 2018년 새해를

전파의 사역을 진중히 그리고 겸손히 행할 것을 다짐하게

열었습니다.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특히 올해는 일본어 방송과 영어방송 봉사자들도

애청자들이

참여하여 더욱 풍성한 교제를 나눌 수 있었습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더욱 영향력 있게 전하는 방송

모임에서는 애청자 설문 조사의 결과를 나누며

프로그램을 만들기 위한 참고자료로 사용 할 것을 약속

오는 2018년 3월 3일 토요일 오후 5시, 본 선교회는 서정곤

지난 한 해동안 신실하게 사역을 인도하신 하나님께

드립니다.

목사님과 최충희 사모님을 모시고 창사 18주년 감사예배를

감사를 드렸습니다.

갖습니다. 지난 18년 동안 본 선교회를 복음 전파에

서로 다른 국적, 다양한 연령대, 삶의 모양이 다 다른

사용하여 주신 하나님께 온전히 감사드릴 귀한 예배에

봉사자들이 주 안에서 하나의 소망을 바라보며 함께

청취자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봉사를 할 수 있다는 것에 감사드리며, 주님께서

이와함께 3월 2일과 3일, 금요일과 토요일에는 서정곤

만나게 해주신 이 많은 분들과 새해를 시작할 수

목사님과

있음에 기쁨으로 모임을 마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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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주년 감사예배와 자원봉사자
세미나

최충희

사모님께서

자원봉사자들을

위한

그

가족들이

한자리에

세미나도 인도해 주십니다.

우리에게 맡겨주신 복음의 사명을 생각하며 2018

이번 세미나와 18주년 감사예배는 유튜브를 통해 실황으로

년 새해도 선교회를 신실하게 이끌어 가실 하나님을

방송될 예정입니다.

기대합니다.

보내주신

귀한

의견들은

앞으로

예수

www.heartandseoul.org / heartandseoul.org@gmail.com / Phone 602-866-8999 / Fax 602-866-56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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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ould like more information about the service,
seminars, or the live program on YouTube, please

HSGM Listener Survey
Results

contact our office directly and we will be happy to

G
M

assist you. We hope that this will be a time that we can

Last year, Heart and Seoul Gospel Ministries

come together to thank God for all His amazing work.

(HSGM) conducted a Listener Survey from end of October

New Year’s Gathering for
Volunteers and Family

through November 30th. We are thankful that we had
more participation this year than in the past. We had
433 people participate in the survey from 43 different
states including the state of Arizona where our ministry is

On January 7, 2018, the Heart and Seoul
volunteers and their family members gather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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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gether for praise and fellowship to celebrate
the New Year. This year, our fellowship felt more
abundant because of our English and Japanese

18th Anniversary Service &
Seminars for Volunteers

program volunteers. During the fellowship, we
discussed the results of the survey and thanked
God for all the work that He has done through
our ministry in the past year. We were able to

On March 3, 2018, Heart and Seoul Gospel Ministries

have this wonderful fellowship where so many

will celebrate its 18th anniversary with Pastor Jeong Gon

volunteers from different nationalities, ages, and

Suh and his wife, Chung Hee Choe. We invite our listeners to

life background came together with one hope

attend this worship service where we will be giving thanks to

in mind. And, we thanked God for providing the

our God who has used our ministry to spread His gospel for

opportunity for all of us to meet each other and

the past 18 years. There will also be a seminar led by Pastor

start the new year together. We look forward to

Suh and his wife on Friday, March 2nd and Saturday, March

the work that God will do through our ministry

3rd for our volunteers. The 18th Anniversary Service and the

and our mission to spread the gospel in the year

seminars will be available for viewing live on YouTube. If you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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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ocated. There were also 105 new people that requested
CDs for the first time because of this survey.
We want to thank all of you again that actively
participated in our survey. As we evaluate each listener’s
response to the survey questions, we humbly kneeled
down and surrendered all to God.
We promise to use all your comments and suggestions
from the survey to create more influential programs to
spread the gospel of our Lord Jesus Chri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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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