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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을 사용하시는 분들은 방송사 홈페이지

감사합니다!

www.heartandseoul.org에 접속하셔서

언제나 감사한다는 말을 표현할 길이 없는 저에게

'2018 애청자 설문조사'를 클릭하시면 참여 하실 수

변함없이 생명의 말씀이 실려있는 CD를 보내주심

있습니다. 스마트 폰 앱을 사용하시는 분들도 앱에서

감사드립니다. 언제나 도전받고 있습니다. 실천하고자

직접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노력하고

또한 영어와 일본어 청취자들을 위한 설문도 준비되어

노력하며 증거하고 있습니다. 수고하시는 손길 위에

있습니다. 개인사정으로 참여하시기 어려우신 분들은

하나님의 은총이 있기를 기도드립니다. 사랑합니다!

602-866-8999으로 전화하셔서 직접 의견을 주셔도

OH에서 종희 드림

있습니다.

전하고자,

증인이

되고자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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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 한분 한분의 의견이 영혼을 살리고 세우는 데에

Heart and Seoul 선교회 수고하시는 모든분께

큰 역할을 하는 것을 기억하시며... 2018년 애청자

귀한 CD를 매주 보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설문조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주시기를 다시 한번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은혜를 받고 새로운 도전을

부탁드립니다.

받으며 하루 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기를 소원하며
선교회에서 수고하시는 모든 분들의 노력이 하나님

2018 애청자 설문조사

애청자 편지

매년 실시하고 있는 애청자 설문조사가

할렐루야!

올해도 10월 1일에서 11월 15일까지 있습니다.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지 않는 자에게는 복음을, 믿는 자에게는 영적

는 주님의 지상명령이 방송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에

성장을" 이라는 목적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저는 자주가는 마켓을 통하여

복음을 전하는 하트앤 서울 복음 방송에서는 애청자

CD를 얻게 되었고, CD를 통해 좋은 말씀을 듣고,

여러분들의 소중한 의견을 듣기 원합니다.

너무 감사가 넘쳤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를 타고

안에서 귀한 열매들로 맺혀지기를 기도드립니다.
다시 한 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지에 까지 전하여져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또한
설문조사 참여방법은 보내드린 설문지에 여러분들의

기쁨이 되는 복된 방송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의견을 쓰신 후 동봉해 드린 봉투에 넣어 우표를 붙여

주님의 이름으로 승리하십시오!

보내주시면 됩니다.

KS에서 문라헬 드림

MI에서 조현희 드림
Heart and Seoul 봉사자 여러분들께
항상 감사합니다. 광야 같은 이민 생활 속에 힘들고
지칠 때 방송을 통하여 은혜를 얻게 하시고, 세상을
이길 힘을 주셔서요.
호흡이 다하는 날까지 주님이 주시는 은혜에 감사하며
살기 원합니다. 그동안 브라질에 CD를 보내주신
것에도 감사드립니다.
필라델피아 한인연합교회 섬기는 안세준 올림

www.heartandseoul.org / heartandseoul.org@gmail.com / Phone 602-866-8999 / Fax 602-866-56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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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ank you! There are no word that can exppress
how thankful I am for receiving your CDs, full
of words of life. I am always being challenged. I
am always working hard to live up to the words
of life. I'm trying my best to spread and witness
the Words. I hope that God blesses all of you for
your hard work for Him.
With love, Jong Hee from O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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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tters from Listeners
Hallelujah!
I am filled with joy to see that our Lord's command
to “go into all the world and preach the gospel to all
creation” is being fulfilled through your ministry's
programs. I was able to acquire your CDs at the market
I often visit, and I am so thankful for the valuable words
that were given through it. I hope that the ministry will
continue to spread God's words to all remote areas
through its programs, and be the joy to all, fulfilling
God's will. I hope that you will succeed in Jesus name!
Moon from K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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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o all the hardworking volunteers at Heart
and Seoul Gospel Ministry, I truly thank you
for sending such cherished CDs every week.
Listening to the variety of programs, I am being
filled with grace and challenged by the word
of God. I hope to live a life that will please the
Lord, and I pray that all the hard work of all the
volunteers in the ministry will bear good fruit
within God. Once again, I thank you with all my
heart. Hyun Hee Cho from MI

2018 Listener's Survey
We at Heart and Seoul Gospel Ministries are
currently conducting our 2018 surveys.
Heart and Seoul Gospel Ministries, with the purpose of
spreading the gospel to those that do not believe and
instilling spiritual growth to the believers, are looking
forward to our listeners’ thoughts. You can fill out the
survey by following the directions on the survey itself
and send it back to us in the envelopes provided. Or
if you would like to fill out the survey online, you may
do so on our website at www.heartandseoul.org by
clicking on the 2018 survey link.
You can also fill out the survey through the
smart phone apps as well. Surveys are also available in
English and Japanese.

To the volunteers of Heart and Seoul Gospel
Ministry, I am always thankful. While living a life
as an immigrant seems like living a life in the
wilderness, your programs have made it possible
for me to gain strength to live the world, and
allowed me to receive grace. I want to live my
life being thankful for God’s grace, until the very
last bit of my breath. I also wanted to thank you
for sending your CDs to Brazil.
Sae Joon Ahn from Korean United Church of
Philadelphia

If you experience any difficulties in filling out
the survey, you can call our office at 602-866-8999.
Hope that all of you will take the time to participate in
this survey, and remember that all your comments are
a big help in fulfilling our purpose at Heart and Seoul
Gospel Ministr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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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