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6부“자녀들을 위한 방송”  
 

2016년 1월부터 주안에 하나 6부, '자녀들을 

위한 방송’이 새롭게 시작되었습니다. 주안에 

하나 6부는 어린 자녀들을 둔 부모님이 

자녀들을 신앙으로 키우고, 자녀들에게 

성경적 가치관을 심어주는데 길잡이가 

되기위해 제작이 되었습니다. 이 시간에는 

아이들의 실생활 속에서 일어날 만한 일들을 

드라마로 엮어 아이들과 함께 생각해 보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한 일상 속에서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나눔으로 성경적 가치관을 

세워주는 ‘스토리 타임’과 자녀들과 함께 

성경을 읽어나가는 ‘Let’s read the 

Bible’ 프로그램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스토리타임의 드라마는 어린이 

사역을 활발히 하고 있는 미국 선교단체 

'Keys for Kids’의 도움을 받아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자녀들과의 대화가 단절되어가는 

이 시대에, 부모님과 자녀의 대화의 문을 

이 프로그램들이 다시 열어주기를 기대해 

봅니다. 

스토리 타임에 나오는 드라마의 줄거리와 

대화 포인트는 부모님들이 먼저 읽어보시고 

준비하실 수 있도록 본 선교회 홈페이지 

www.heartandseoul.org에 정리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자녀들과 함께 성경을 

읽어가는 “Let’s read the Bible’

에서는 청취자의 자녀들의 참여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원봉사자 신년 가족모임

2016월 1월 3일 Heart and Seoul 선교회의 

자원봉사자들과 그 가족들은 한자리에 모여 찬양과 말씀 

그리고 친교를 하며 2016년 새해를 열었습니다. 지난 

2015년 설문조사 결과와 방송 현황을 먼저 나누며 모든 

봉사자들은 지난 한 해동안 신실하게 사역을 이끌어오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와 찬양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함께 준비한 음식들을 나누며 교제를 나눈 후, 기도로 

모임을 마무리했습니다. 참석한 봉사자들은  2016

년 새해도 선교회를 신실하게 이끌어가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복음전파의 사명을 

끝까지 힘써 전할 것을 다짐하며 헤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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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가신청을 해 주신 후 알려드리는 성경 

본문을 집에서 스마트 폰이나 컴퓨터로 

자녀들이 읽는 음성을 녹음해 보내주시면 

됩니다. 자세한 문의는 사무실 전화 602-

866-8999로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주안에 하나 6부 ‘자녀들을 위한 방송’은 

홈페이지나 팟케스트, Heart and Seoul 

App을 통해 청취하실수 있으시며, CD로 

매주 배송받아 듣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본 

방송사 사무실로 연락주시면 보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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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eart and Seoul Gospel Ministries

 

CD 손상

2015년 12월부터 2016년 1월까지 CD배송을 

받는 분들이 파손된 CD를 받는 경우가 

많이 발생되었습니다. 연말 연초 우체국의 

배송물량이 증가하면서 우체국 업무 중에 CD

가 파손이 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파손된 

CD를 받으신 분들은 본 방송사로 연락하여 

알려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파손된 날짜의 

방송분은 다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CD

가 들어야 할 자들에게 파손없이 잘 도착할 

수 있도록 애청자 여러분들의 중보기도 또한 

부탁드립니다.

방송사 사무실로 연락주시면 보내드립니다. 



New Year’s gathering for 
volunteers and family

On January 3, 2016, the HSGM volunteers and their family 

members gathered together for praise and fellowship 

to celebrate the New Year.  The volunteers discussed the 

results of all the past works of 2015 and thanked God for 

all His grace and blessing the past year with prayer and 

praise.   Then we gathered together to have fellowship 

along with the prepared meal and games, then fi nished 

the evening with a prayer of thanksgiving.  The volunteers 

looked forward to God leading them through 2016, and 

vowed to spread the words of God with all their streng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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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art 6 – New Children’s 
Programming

Starting January 2016, there was a new 

addition to the programming schedule 

geared towards families with young children 

called “Children’s Broadcast”.   This program 

was created to help the parents raise their 

children in God’s word.  The program provides 

radio drama clips on what our children go 

through in their daily lives.  Parents can listen 

to the broadcast with their children then 

discuss with them how to handle different 

situation in a Christian way.  With programs 

like “Story Time” and “Let’s Read the Bible”, 

parents can teach their children what God 

would want us to do in every situation of our 

lives.   "Story Time" focuses on the dramas 

presented by Keys for Kids Ministry.

The synopsis and main conversation points 

for each drama in "Story Time" is laid out 

on our website, www.heartandseoul.org, 

parents can use this as a resource to discuss 

the stories with their children.  In “Let’s Read 

the Bible”, both the parents and children can 

read along each week with a featured guest.   

Your children can participate in this program 

and be the featured reader by sending us 

a recording either via your cell phone or 

computer.  You can sign up online and we will 

send you the information on the scripture they 

will need to read.  For more information please 

call our office at 602-866-8999.  

“Children's Broadcast” is available on our 

homepage or by downloading our app, Heart 

and Seoul, on your cell phone.  

Damaged CDs

Between December of 2015 and 
January of 2016, we had multiple 
instances of people receiving damaged 
CDs due to the heavy volume at the 
post offi  ce during the holiday.  If you 
have received a damaged CD please 
contact our offi  ce with the date of the 
CD, and we will send out a new one for 
you.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