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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사 18주년 감사예배와 말씀 세미나

서 정곤 목사님의 말씀 후에 최 충희 사모님의 인도 속에서
봉사자 서로를 돌아보며, 선교를 향한 각자의 마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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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월 3일 오후 5시, Heart and Seoul 복음 선교회

재점검해 보는 워크샵 시간도 가졌습니다.

행사장에서는 창사 18주년을 기념하는 감사 예배가

Heart and Seoul 18주년 감사예배와 자원봉사자

있었습니다. 이날 감사 예배는 HandS 찬양팀의 찬양으로

세미나는 Youtube에서 Heart and Seoul Gm을

시작하였으며, James Hughes (고 김수인 대표의 부군)

검색하시면 동영상으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의 기도로 이어졌습니다. 멀리 한국에서 방문해 주신 전

그리고 이번 뉴스레터는 서 정곤 목사님과 최 충희 사모님의

세인트루이스 한인 장로 교회 담임 목사이신 서 정곤

말씀이 담긴 MP3 CD를 함께 동봉하여 보내드립니다. 혹시

목사님께서 ‘이미와 아직 사이에서’라는 주제로 말씀

재생되지 않거나, CD가 더 필요하신 분들은 연락 주시기

전해 주셨고 헌금 시간 이후에 서 정곤 목사님의 축도로

바랍니다. 다시 보내드리겠습니다. 사무실 전화번호는

감사 예배를 마쳤습니다. 지난 18년간을 인도하시며 예수

602-866-8999입니다.

그리스도의 구원 소식을 전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맡기신 그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간구하는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타주 봉사자분들의 참여
본 선교회에 방송으로 동역하시는 분들이 점점 늘어가고
있습니다.

또한

아리조나뿐

아니라

조지아,

뉴저지,

캘리포니아, 일리노이주 등 타 주에서도 봉사자들의 참여가
활발해져 갑니다. 먼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하지만 타 주 봉사자분들은 집에서 녹음하시기 때문에 본
방송사 스튜디오에서 만들어 낸 방송과는 음질에 차이가
있습니다. 이 점을 양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타 주의
봉사자분들도 더 나은 환경에서 방송을 만들 수 있게 되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18주년 감사예배를 맞아, 서 정곤 목사님과 최 충희
사모님께서는 2일간에 걸쳐 자원봉사자 세미나도 인도해
주셨습니다. 먼저 3월 2일 금요일 저녁 서 정곤 목사님은
다니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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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씀을

본문으로

‘도대체

믿음이란

무엇인가’라는 제목으로, 최 충희 사모님은 ‘성숙으로
향하는 신앙 여정’이라는 주제로 말씀 나누어 주셨습니다.
다음 날인 3월 3일 토요일 오전에는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아나요” 라는 제목으로 서 정곤 목사님께서
전해주셨습니다. 3월 3일의 이 말씀은 모든 애청자분과 함께
나누고자 하여 지난 3월 24일 2부 설교시간에 방송으로
보내드리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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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
S

18th Anniversary Service
& Seminars for Volunte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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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n March 3, 2018 at 5pm, we held a worship at

After Pastor Suh spoke, his wife led a workshop where
all the volunteers met and reflected on their reasons for
volunteering at this ministry.

Heart and Seoul Gospel Ministries to thank God and to
commemorate our 18th year anniversary. The worship
to thank God began with the HandS praise team and
opening prayer by James Hughes, husband of Mimi Soo
In Hughes who was the founder. The sermon, between
‘Already’ and ‘Not Yet’ was given by special guest

2018 vol. 2

Heart and Seoul Gospel Ministries

Out of State Volunteers

speaker, Pastor Jung Gon Suh from St. Louis Korean

Heart and Seoul’s 18th Anniversary service and
the volunteer seminars are available on YouTube under
‘Heart and Seoul Gm”.

We are also including the audio

version of the sermon and Friday night seminars with
this newsletter. If for some reason the CD does not play,
please contact our office at 602-866-8999.

Presbyterian Church. This was an opportunity to reflect
on how thankful we are to God for allowing us to spread
the news of the salvation of Jesus Christ and to ask
God to continue to give us opportunity to continue His

First, thank you to all our volunteers including
our out of state volunteers.

The number of out of

state volunteers who are involved in our broadcast is
increasing. Our volunteers are not only from the state of
Arizona, but from Georgia, New Jersey, California, Illinois,
and many other states. First, we would like to thank God
for all our volunteers. These out of state volunteers are
recording the programs from their own home and not
in our recording studio, so the quality of the recordings
may be different. We ask for your understanding in
the discrepancy of the sound quality and ask for your
continued prayer for our broadcast and our out of state

ministry work here that He has started in us.
For this 18th anniversary service, Pastor Suh
and his wife, Choonghee Choi spent two days leading
seminars and workshops for our volunteers. On Friday,
March 2, Pastor Suh spoke on the book of Daniel, Chapter
3 titled, “What is Real Faith?” and Choonghee Choi spoke
about “The Maturation of Your Faith Journey”.
The following morning, Saturday, March 3, Pastor Suh
gave a sermon titled, “How Do You Know God’s Calling?”
This was added to the March 24th broadcast, because we
wanted all our listeners to have the opportunity to hear
this sermon as well.

volunteers who are involved in the broadca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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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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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