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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스럽게

준비하신

식사를

함께

나누며

교제하였으며, 식사 후에는 서로의 기도제목을 나누며
서로를 위해 기도해주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몸은 비록
떨어져 있지만 주 안에서 하나로 묶어주시는 성령님을

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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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험하였습니다.
이번 집회에서도 많은 믿음의 형제 자매들과 귀한
만남의 축복을 풍성히 부어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HSGM 자원봉사자 수련회

애청자 편지

지난 8월 6일과 7일 이틀에 걸쳐 본 선교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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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봉사자들과

Heart and Seoul Gospel Ministries

그

가족들이

함께

Prescott에

안녕하세요. 저는 Grand Rapids, Michigan에

위치한 Chapel Rock Camp에서 봉사자 수련회를

사는 조현희 입니다.

가졌습니다.

매주 보내주시는 CD를 통해 저의 신앙에 새로운

시카고 핸즈 찬양집회

첫째날은 여러가지 게임을 하며 서로 친밀해지는

도전을

시간을 가졌으며, 저녁 식사 후에는 조별 모임을

말씀들을

깨닫게

지난 6월 18일과 19일, 일리노이주 시카고에 위치한

통해 각자를 부르신 하나님을 증거하고 각사람에게

분이신지

더

시카고 한인 연합 장로교회에서 핸즈 찬양팀의 찬양집회가

맡겨주신 사명을 점검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을 갈망하고 은혜를 사모하고

있었습니다.

둘째날 오전에는 자연 속에서 함께 찬양과 예배를

있을 때에 어느 권사님으로부터 이 CD를 전해 받게

첫날에는 ‘능력의 찬양’ 이라는 주제로 찬양과 경배에

드렸으며, 강승규 국장이 로마서 14장 7절에서 9절의

되어 너무 기쁘고 감사했습니다.

대한 성경적 의미를 함께 나누며 삼위일체 하나님을

말씀을 중심으로,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Heart and Seoul 복음 선교회에 하나님의 크신

찬양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위해' 라는 제목의 말씀을 전해주었습니다.

능력이 함께 하셔서, 더 많은 영혼들을 살리며,

이튿날에는 ‘복음의 진보’ 라는 제목으로 예수님이

이번 자원봉사자 수련회를 통해 우리 각 사람을

상처받고 절망 가운데 고통받고 있는 영혼들에게

말씀하시는 큰 믿음의 사람들이 될 것을 나누고 다짐하는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시고, 소명을 주신 하나님께

새로운 꿈과 희망을 주며, 잠자는 영혼들을 깨우며,

시간을 가졌습니다.

감사를

그리스도의

미지근한 신앙이 다시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게 되고,

특별히 이번 시카고 방문 중에는 시카고 그레이스 교회에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끝까지 생명 바쳐 다하기를

더 나아가 주님을 위해 삶을 드릴 수 있게 인도하는

있는 소그룹 ‘핸즈 목장’과의 귀한 만남의 시간도

다짐하였습니다.

살아 역사하는 선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있었습니다. ‘핸즈 목장’은

이 일을 위해 주안에 하나됨을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께

사역하시는

모든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선교회를

시카고 그레이스 교회의

소그룹 중 하나로 본 선교회를 선교지로 삼고 기도와 물질로
후원해 주고 계시는 동역팀입니다. 핸즈 목장 식구들이

드리며,

주신

소명인

예수

받습니다.

방송을
해

알아가게

모든

분들께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통해

주시며,

하나님의
하나님이

해주시는

진심으로

주님께

귀한
어떠한
먼저

감사드리며

<조용식, 조현희>

www.heartandseoul.org / heartandseoul.org@gmail.com / Phone 602-866-8999 / Fax 602-866-56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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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nancial support. After having a wonderful dinner prepared
by the Hands Prayer group both teams spent the time
praying for each other. Even though there is a physical
distance between the two groups, we will always be

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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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nected through the Holy Spirit.
We thank God for providing us with the opportunity
to come together with many of our fellow Christians and
blessing all of our lives.

HSGM Volunteers Retreat

A Letter from Our Listen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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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ndS Praise Worship
On June 18th and 19th, HandS worship team traveled
to Chicago, Illinois for the HandS Praise Worship in Korean
United Presbyterian Church of Chicago.

On August 6th and 7th our ministry volunteers and

Hello.

their families spent two days at the Chapel Rock Camp

My name is Hyun Cho and I am from Grand Rapids,

in Prescott. We spent the first day playing games which

Michigan.

gave us the opportunity to get to know each other. After

We are always challenged and growing in faith by

dinner, we split into groups and gave our testimonies on

listening to your CD every week. I thank God for allowing

how God called us to Heart and Seoul and our purpose

me to learn His Words and to learn more about Him

for volunteering.

every day. I am very thankful and full of joy that I was

On the second day, as we had services and sang our

introduced to your CD by one of the elders when I was

The first day was spent giving praise and worship which was

praises to the Lord while enjoying the beauty of his

long for God’s grace and His Words.

titled, “Power of Praise”, to our God of Trinity. The second

creation. Director Sean Kang gave us a message titled,

I pray that Heart and Seoul Ministry, with God’s Strength

day was spent discussing the commitment of being people

“Live for Jesus, Die for Jesus” from Romans chapter 14

and power, is able to save the souls of many, give hope and

of great faith through a sermon titled, the “Advancement of

verses 7 to 9.

dreams to the ones going through trouble and despair,

This volunteer’s retreat gave us time to reflect on

wake the souls of those that are sleeping, strengthen

The trip to Chicago was special because it gave the HandS

God’s creations and it gave us the opportunity to thank

the faith and love of people, and move forward to guide

worship team the chance to meet up with the Chicago Grace

God for our calling and the promise to continue our

many to surrender their lives to Jesus.

Church’s HandS Prayer group. HandS Prayer Group is one

mission in spreading the Gospel of Jesus Christ until the

I thank all of you that are volunteering and will be praying

of the small groups in Chicago Grace Church and is actively

end. We give thanks and glory to God for allowing all of

for God’s great blessing for the whole ministry.

involved in supporting our ministries with prayer and

us to come together as one to fulfill His work.

the Gosp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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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oung Sik Cho, Hyun Hee Ch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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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