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롭게 개편된 프로그램을 통해 주안에서 지속적인 

영적인 성장이 있기를 기도합니다.

특별방송 모음집  
 

본 선교회에서는 방송된 지난 프로그램을 다시 

듣기 원하시는 분들을 위해 프로그램별로 모음집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지난 방송 모음집은 본 방송사 홈페이지에서 

청취하실 수 있으십니다. www.heartandseoul.

org에 가셔서 ‘방송듣기’ 메뉴를 클릭하시고 

왼쪽에 있는 ‘특별방송 모음’을 선택하시면 지난 

방송 모음이 프로그램별로 준비되어 들으실 수 있게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인터넷 사용이 불편하신 분들을 위해 특별방송 

모음집을 CD로도 준비하였으니 필요하신 분들은 

본 방송사 사무실로 연락주시면 보내드리겠습니다. 

연락하실 전화번호는 602-866-8999입니다.

연말 CD 파손  
 
매년 크리스마스를 전후로 하여 우체국의 우편량이 

많아지면서 배송지연, CD파손과 함께 CD가 

분실되는 경우가 자주 발생합니다. 

올해에도 연말에 배송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 예상됩니다, 이런 일이 발생하면 본 방송사 

사무실로 바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해당 CD를 

다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월 새프로그램
2016년 10월을 맞아 새로운 방송 프로그램들이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모든 물질과 소유를 어디에 

어떻게 사용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것인지를 

함께 생각해 보는 프로그램, “청지기의 삶 시즌 2” 

가 주안에 하나 3부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또한 무분별한 은사론이 사람들을 미혹하는 이 

시대에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 성령의 은사에 

대해 성경을 찾아 함께 공부하며 성경적인 은사론을 

정립해 나가는 시간 ‘카리스마’도 주안에 하나 5

부에서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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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eart and Seoul Gospel Ministries

HandS 찬양집회 후기

‘언제 오시려나’ 마음에 품고 

기도했는데 꿈결같이 지나갔군요. 첫 

찬양 ‘임재’부터 제 갈망했던 마음이 

은혜 속에 녹아내리고,‘당신의 하나님’

이 아닌 ‘나의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느끼는 시간이었습니다. ‘복음은 생명’

이라는 말씀에 다시 도전 받으며 내 속에 

있는 생명이 살아 역동력있게 전파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어린시절 ‘아골 

골짝 빈들에도 복음들고 가오리다’하는 

찬양에서 감당 할 자신이 없어 감히 찬양을 

올려드리지 못하고 있었던 어린시절의 

고민에도 답이 되었답니다. 복음방송에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축복하고 다시 만날 

수 있는 날을 기대합니다. 

- 한 사모 / 몬트레이 사랑의 교회 - 

  



New Programs for October 

       There will be new programs beginning the month 

of October.  “The Life of Steward Season 2” will be 

starting in Part 3 of our program. In this new season, 

we will be discussing God’s way to use our assets in 

accordance with God’s will.  In Part 5 of our program, 

we will be introducing a segment called “Charisma”. 

In this program, we will discern the meaning of 

“charisma” or “spiritual gift” and how we can use it to 

build the body of Christ.  

We pray that we continue to experience spiritual 

growth by utilizing the newly arranged progra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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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llection of Special 
Programs

    Our ministry has put a collection of past programs 

together for those of you listeners that would like 

to listen to them again. These past programs can be 

found on our website. www.heartandseoul.org. After 

opening the page,  click on “Listen” and locate the 

section entitled “special programs.”  Our previously 

archived programs can be selected and listens to in 

this section. We also prepared many of the previous 

programs on CDs. If you would rather have the CD 

version of these programs, instead of listening through 

our website, please contact us at our main offi  ce and 

we will mail programs to you. Our phone number is 

602-866-8999.

Holiday Delivery of CDs

     There are many cases of delivery delays, lost, or 

damaged CDs right before or after Christmas due 

to the increase in packages during the holidays.  

We predict that deliveries during that time may 

not go as smooth as non-holiday season.  If you did 

not receive your CD, please contact our office right 

away to receive a replacement copy.  

HandS Praise Team
        

       We have been praying about the HandS 

Praise team visiting our church, but their time 

spent here with us has gone by too quickly.  

Our longing hearts melted with the fi rst hymn, 

“Presence”, and we were able to feel the love of 

“Our God” instead of “Your God.”   After hearing 

the message, “Gospel is life”, I found a new 

inspiration and began to pray for spreading 

the Gospel.  I was able to receive the answer to 

my questions and worries about not being able 

to sing “Going to the diffi  cult Valley of Achor” 

because of my burdens. I look forward to 

meeting all of you again soon.  It is a blessing to 

do God’s work with Heart and Seoul Ministry.

-  Han / Monterey Sarang Church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