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5년부터 뉴스레터는 짝수 달에 제작됩니다.   

한사람 한사람 불러주시고 귀히 사용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피크닉을 

통해 맛있는 것으로 먹여주시고 즐거운 교제의 

시간을 통해 다시 한번 하나됨을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께 모든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HandS 애틀란타 찬양집회

본 선교회의 핸즈 찬양팀이 3월 28일과 29일 양일에 

걸쳐 조지아 주 애틀란타에 위치한 한비젼 교회와 

조지아 크리스쳔 유니버시티 두 곳에서 찬양집회를 

인도했습니다. 애틀란타에 도착하면서 부터 

하나님께서는 찬양팀에게 찬양 한곡을 생각나게 

하시고 사역 내내 묵상하게 하셨는데, ‘Here I 

am to Worship’이라는 찬양곡입니다.  찬양팀을 

있게 하신 것도 하나님이시고 찬양팀의 발걸음을 

인도하시고 입을 열어 말씀을 나누고 간증을 나누고 

찬양을 하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이심을 다시 한 번 

경험하며, 우리의 할 일은 오직 그 분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며 전하는 것 뿐임을 다시 한번 겸손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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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새기게 되었습니다. 이번에도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고 전할 수 있도록 하여주신 하나님께 모든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핸즈 
찬양팀을 계속하여 사용하시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영적으로 교만하지 않고 성령 충만함으로 
늘 깨어 있어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함을 닮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같이 기도에 동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원 봉사자 피크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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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eart and Seoul Gospel Ministries

피오리아에 위치한 리오비스타 커뮤니티 공원에서 3

월 21일 토요일 오후 1시, 본 선교회의 자원봉사자들과 

그 가족들이 모였습니다. 매년 봄마다 연중행사로 

갖는 피크닉은 해마다 그래왔듯이 정성스럽게 

준비한 음식을 함께 나누며 봉사자들간의 친목을 

다지는 귀중한 시간입니다.

올해도, 봉사자들이 함께 모여 음식을 나누며 

반가운 얼굴들과 그동안의 안부도 물어가면서 

서로의 기도 제목도 나누었습니다.  또한 그 동안 

함께 기도해왔던 제목들에 대한 중간 점검과 기도 

속에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기회가 

되기도 했습니다.  특별히 부쩍 커가는 자녀들과 

젊은 청년 봉사자들 그리고 새로운 봉사자들을 보며 

필요한 일손을 채워가시는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확인하기도 했습니다. 팀을 나누어 게임을 하는 

동안에는 서로 간의 결속력과 단합을 더욱 돈독히 

하게 되는 경험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번 자원봉사자 피크닉을 통해 저희는 Heart and 

Seoul 복음선교회라는 또 다른 공동체 안에서 



Starting 2015, the newsletter will be distributed on                          
even months.

with a humble heart and to spread the gospel.
With no exception this time as well, we give thanks 
to God who allowed us to share His love throughout 
this trip.  Please join us in prayer that we will keep 
ourselves humble, ready to serve, and be spiritually 
awake so that we may follow Jesus’ footsteps.

Volunteer Family Picnic

The volunteers and their families of Heart and 
Seoul Gospel Ministries gathered together at Rio 
Vista Community Park in Peoria, AZ at 1 PM on 
Saturday, March 21st.  This spring-time annual 
event is to not only enjoy wonderfully prepared 
food but to have time of fellowship in Christ Jesus.  
Many exchanged greetings and even prayer matters 
as the families enjoyed the meal time.  There were 
times to share our testimonies of how God has been 
leading us in our prayers as well as stories of how 
faithfully God has been leading us through our daily 
lives.  We encouraged each other and expressed how 
joyful it was to witness our children growing up in the 
love and grace of our Lord.  By meeting new faces and 
a growing numbers of young adults, we witnessed 
how God has been providing volunteers in the needed 
areas.  After the meal, we divided into small groups 
to play games.  Through these team-building games, 
we further learned teamwork and built team spirit.
We were reminded that it was by God’s grace 
that He called each one of us as volunteers, and 
He continued using us in the body of HSGM.  

Praise Worship in Atlanta, 
Georgia 

On March 28th and 29th, Heart and Seoul Gospel 
Ministries praise team, HandS, visited One Vision 
Church and Georgia Christian University in 
Atlanta, Georgia, to lead times of praise worship.  
From the moment we arrived in Atlanta, God 
placed in our heart and minds to meditate on the 
praise music, “Here I am to Worship.”  This trip to 
Atlanta reminded us, once again, that it was God 
who started HandS and led us this far and took us 
to places to share God’s Word, testimonies, and 
give praises to The Lord.  We were also reminded 
that we were to obey and follow God’s provision

We gave thanks to The Lord who blessed us 
with good food and allowed us to experience 
becoming one through fellowship through H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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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