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요한복음 강해  

5월 4일과 5일, 실크로드 커넥션 선교회에서 사역하고 

계신 김경환 선교사님께서 본 방송사 행사장에서 

양일에 걸쳐 오후 6시부터 10시까지 8시간동안 

요한복음 강해를 해주셨습니다. 요한복음 전체를 

공부하기에는 무척 짧은 시간이었지만, 요한복음 전체에 

흐르는 주제를 살펴보며 요한 사도가 말씀하려는 것이 

무엇이었는지 나누었습니다. 사도요한은 예수님이 

누구이신가를, 그리고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에 강조를 두고 기록해 갔다는 것, 그렇기에 요한 

복음을 읽는 우리들이 예수님을 알게 되기를 바라는 

간절한 사도 요한의 시선으로 요한복음을 볼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셨습니다.  또한 요한복음서가 

예수님에 대해 무엇을 증거하고 있는지도 함께 나누어 

보았습니다.  총 21장으로 된 요한복음의 큰 숲을 

바라볼 수 있게 에피소드별, 중요한 주제별로 나누어 

주시며 강해해 주셨기에 요한복음의 큰 흐름을 따라 

공부할 수 있었습니다.  요한복음이 어떤 목적으로 어떤 

의도로 쓰여졌는지, 예수 그리스도를 어떤 관점에서  

바라보고 있었는지 배울 수 있는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HandS 찬양집회
지난 4월 18일과 19일에는 오하이오 주, 데이튼 인근 

센터빌시에 위치한 임마누엘 장로교회에서 핸즈 찬양팀의 

집회가 있었습니다. 오하이오주 콜롬버스와 씬시내티는 

물론 인디애나 주와 미네소타주에서 부터 집회에 참여하기 

위해 오신 애청자들과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였습니다. 

첫날‘능력의 찬양’집회에서는 찬양과 경배에 대한 성경적 

의미를 함께 나누며 삼위일체 하나님을 찬양하였습니다. 

이튿날‘복음의 진보’집회에서는 우리 각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이 복음이 왜 계속해서 

전해져야 하는지 함께 생각하고, 또한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기로 결단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특별히 19

일 임마누엘 장로교회 주일 예배에서는 강승규 국장이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의미에 대해 다시 생각해 

보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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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30일과 31일에는 뉴저지 주, 체리힐에 위치한 체리힐 

제일 교회에서도 핸즈 찬양팀의 집회가 있었습니다.      

5시간이나 비행기가 연착됨에 따라 원래의 예배시간 

보다 훨씬 늦게 시작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 

끝까지 핸즈 찬양팀을 위해 기도하며 기다려 주셨고, 

하나님의 은혜속에 잘 마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집회를 통해 많은 힐링과 새로운 신앙의 전환점을 

맞게 되셨다는 분들의 간증을 듣게 되었습니다. 이번 

집회에서도 많은 믿음의 형제 자매들과 연결해 주시고 

그 속에서 만남의 축복 또한 풍성히 부어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성경공부 (요한계시록 편)
1월 26일부터 4월 6일까지 있었던 자원봉사자 

성경공부‘함께 읽는 요한계시록’에 참석했습니다. 

과거에 여러번 요한계시록을 공부했었지만, 그때마다 

나의 촛점은 마지막 때에 믿는자들이 환난을 받을 

것인가?  그리고, 언제 휴거를 맞을 것인가? 그런 

것에 더 관심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성경 공부는 

달랐습니다.  마지막 때에 있을 하나님의 그 무서운 심판 

중에서도 마지막까지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시기 위해 

끝까지 기다리시며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신 

사랑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안에 거하며 

끝까지 인내하여 구원을 이루어 가라는 하나님의 

영원하신 자비하심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나의 죄성을 

깊숙이 성찰하여 회개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감사드리며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 어떠한 환난과 

고난도 능히 이길 수 있다는 작은 믿음이 생겨났습니다.  

때에 따라 말씀으로 먹여주시고 은혜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성경공부 참가자의 간증) 

S
G
M

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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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eart and Seoul Gospel Ministr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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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n May 30th and 31st, HandS visited First Korean United 
Methodist Church of Cherry Hill in New Jersey.  The fl ight 
was delayed for 5 hours, so the praise team arrived much 
later at church than the scheduled worship time.  Despite 
the delay, our listeners waited in prayers, and we were 
able to hold the worship by God’s grace.  Later, we heard 
that there were physical and spiritual healings and many 
realized a turning point in their walk with Christ.  With 
no exception this time, God blessed His people in His 
marvelous ways and connected us with many faithful 
brothers and sisters in Christ to have the abundant 
blessing through this gathering of fellow believers. 

Bible Study – Revelation
The Bible study of Book of Revelation started on January 
26th and came to an end on April 6th.  The Revelation was 
written by the Apostle John to let us know what will happen 
at the end of the world.  In the past, my focus has been on 
persecution and how Christians would be exempted from it, 
and the rapture when we would be lifted up to the heaven.  
However, my focus and views have been shifted by realizing 
how much God loves us, endures through our sins, and His 
desire for us to repent and come back to Him.  His sovereign 
plan is not to miss anyone but to save all of His people 
before the day of fi nal judgment.  I also learned that God 
always has an eternal mercy for us and that the salvation 
is only through Him.  Praising The Lord who leads me in 
to a deeper understanding of my sinful nature to repent, I 
now have a faith that will enable me to endure persecution 
and hardship because God is with me.  I truly give thanks to 
God who feeds and blesses my soul with His Word and in 
His perfect time.  (Testimony from a Bible study attendee)

HandS Praise Worship

On April 18th and 19th, Heart and Seoul Gospel Ministries’ 
praise team, HandS, visited Immanuel Presbyterian 
Church located in Centerville, Ohio.  Many of our beloved 
listeners came to worship together from nearby cities 
such as Columbus and Cincinnati, throughout Ohio, and 
even from Indiana and Minnesota.  The theme of the 
worship on the fi rst day was ‘Power of Praise’ - to know 
the biblical meaning of praising and worshiping God 
in the Trinity.  The theme for second day of worship was 
‘Advancement of the Gospel’.  By understanding of the 
meaning of salvation through Jesus Christ, people were 
able to ask and rededicate themselves why the Gospel 
needed to be spread.  On the 19th, Sean Kang, the director  
of operations at HSGM, shared the sermon, ‘If you want to 
follow Me,’ on the true meaning of following Jesus Christ. 

Exposition of
The Gospel of John
On May 4th and 5th, Kyung-Hwan Kim, pastor and 
missionary in Tibet, visited us to give the exposition of 
the Gospel of John from 6 P.M. to 10 P.M. each night at 
the HSGM offi  ce.  It was not enough time to read and 
study the entire book, but his expository preaching 
was very clear.  We focused on the main theme of 
the Apostle John.  Simply,  it was for us to know 
that Jesus was God the Son.  That was the Apostle 
John’s desperate and passionate message to us.  By 
starting to understand ‘John’ from this perspective, 
we were able to grasp the big picture as we studied 
each episode and major topics from the 21 chapters 
in Gospel of John.  It was such a precious ti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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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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vol. 3

S
G
M

H

Heart and Seoul Gospel Ministrie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