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애청자 편지  

복음방송에서 수고하시는 모든 봉사자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그동안 마음으로만 감사하고 있던 것을 이제야 

지면을 통하여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풍성한 

내용으로 영혼의 안식과 충만함을 경험하게 하시는 

여러분들의 수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10여년 간 

복음방송을 통하여 많은 것을 배우고 영적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수고가 헛되지 않고 

많은 열매를 맺고 있다는 것을 의심하지 않습니다.  

순수한 복음만을 지키려는 복음 방송의 모습이 

참으로 아름답습니다.

수고하시는 모든 봉사자 여러분들께 다시한번 

감사를 드리며, 복음방송이 더 많은 분들께 다가 

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들의 사역과 가정, 

교회위에 하나님의 평강이 늘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콜로라도에서 보내온 박춘화 애청자의 편지)

IT 관련 안내
복음 선교회의 홈페이지가 새로 단장 되었습니다.   

1. 홈페이지(www.heartandseould.org) 상단에 

보이는‘방송듣기’메뉴를 누르면 1부에서 6부까지 

모든 방송을 청취할 수 있으며 방송을 다운받아 

저장 후 원하는 시간에 청취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지난 방송과 소프로그램도 다시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 

7월 실행 위원회 모임

매월 첫번째 주일 저녁에는 Heart and Seoul 복음 선교회의 

대표를 중심으로 국장과 각 부서의 부장들이 실행위원회로 

모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찬양으로 시작하여 한달간 각 

부서별로 있었던 실시사항들을 나누고, 앞으로 있을 예정사항을 

점검하며 대표보고, 국장보고, 기도로 끝을 맺습니다.  특별히 

지난 7월 4일에 있었던 실행 위원회는 본 선교회의 사무실이 

아닌 이 성환 대표의 집에서 가족들이 모두 초대받는 풀파티

(Pool Party)로 모였습니다. 정성스럽게 준비해온 음식들을 

나누고, 실행위원회가 열리고, 가족들은 친교를 나누고, 

자녀들은 풀에서 시원한 물놀이로 화목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독립기념일을 맞아 화려한 불꽃놀이로 하루를 마치며, 어두운 

밤하늘을 예쁘게 수놓는 하늘을 바라보는 자녀들의 반짝이는 

눈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복음선교회의 

사명이 우리 자녀들에게도 그대로 전해져 공동체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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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홈페이지 하단의‘방송 CD 신청’을 클릭하여 본인  

또는 CD를 받기 원하는 분의 정보를 입력하여 전송해 

주시면 방송CD를 원하시는 주소로 우송해 드립니다.  

3. 본 선교회의 복음 사역에 동참을 원하시는 분들은    

홈페이지 상단의‘참여하기’를 클릭해 주세요.  자원봉사와 

물품후원에 대한 안내와 더불어 온라인을 통한 후원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시대에 발맞추어 CD가 아닌 스마트폰으로도 

방송을 청취할 수 있도록 스마트폰 앱을  런칭하였습니다.   

사용하고 있는 휴대폰이나 테플렛으로 ‘Heart and 

Seoul 복음방송’을 검색하여  App을 다운 받은 후, 

휴대폰 바탕화면에 설치된 본 선교회의 로고를 클릭하여 

원하는 방송을 클릭하여 들을 수 있습니다 (iPhone은 App 

Store 에서 Android Phone 은 Play Store에서 검색).  

애청자 여러분들의 많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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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eart and Seoul Gospel Ministries



July Executive Committee 
Meeting
There is an executive committee meeting at the Heart and 

Seoul Gospel Ministries offi  ce on fi rst Sunday evening of each 

month. After sharing Bible verse(s) of the month and praise, 

representatives from each department provide status from the 

previous month’s activities and plans for the next month, followed 

by briefi ng from the President and the Director of the Operations 

of HSGM, and the meeting concludes with a prayer.  On July 4th, 

the President of HSGM, Sung-Hwan Lee, hosted the meeting at 

his home and also invited the committee members’ families for 

a pool party.  Well prepared food and fellowship were enjoyed, 

and the children had so much fun at the pool, and afterwards 

fi reworks were set off .  As we watched children’s sparkling eyes 

gaze at the sky for the beautiful fi reworks, we sincerely hoped our 

mission of spreading God’s Word passes on to them so that they 

can also manage our mission statement as one body in Chri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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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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eart and Seoul Gospel Ministries

A Letter from the Listener  
Hello, all volunteers at Heart and Seoul Gospel 
Ministries~
I finally get to write you a letter to express 
my appreciation.  Thank you for making rich 
broadcast programs that helped me to experience 
the spiritual abundance and resting of my soul in 
God.  While listening to your gospel broadcast 
for the past 10 years or so, I’ve learned a lot, and 
I’m growing spiritually.  So, I am very certain that 
your services are in God’s good use and bearing 
many fruits.  It is wonderful to have noticed how 
your ministry kept your focus on the God-center 
Gospel.
Thank you all again who serve at HSGM.  I pray 
for your gospel broadcast programs to reach out 
to many more souls and for the peace from God 
be with your ministries, families, and churches.  
Thank you.  

              (A letter from Choon-Hwa Park in Colorado)

IT Related Information
The home page of Heart and Seoul Gospel 
Ministries was newly updated.
1. You can listen to all six hours of broadcast 
programs, and also special programs can be 
listened to by clicking ‘Listen’ on the upper 
right hand corner of the homepage (www.
heartandseoul.org).  You can even download and 
listen to them at your convenience. 

2. If you would like to receive our weekly broadcast CD by 
mail, you can now request through the web.  Please click 
‘Request CD’ on the bottom of the homepage and submit 
the form.  
3. You can also participate in our ministries by volunteering 
your services or donating items that are in need.  The online 
donation feature is available.  Please click ‘Support Us’ on 
the upper right hand corner of the homepage for more 
information.  
We’ve launched a smartphone app, so you can now listen to 
our broadcast programs on your smartphone as well.  Please 
search ‘Heart and Seoul ’ on your cell phone or tablet (Apple 
App Store or Google Play Store) to download the app and 
click our logo on your home screen.  We look forward to 
further ministering to you 
through the ap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