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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eart and Seoul Gospel Ministries

일본어 방송 기도회

있었습니다. 방송에 참여하고 있는 일본인 봉사자들과

맡아서 해주시고 계십니다.

한국인 봉사자들이 함께 모여 이 일을 시작하게 하신

본 선교회에서는 3개월 한번씩 방송편성부

하나님께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봉사자 모임을 갖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번 예배는 과거에 핸즈찬양팀에서 함께

지난 3개월간 봉사 한 것에 대해 서로 나누고

동역하다 텍사스로 이사를 간 일본인 찬양사역자

더 나은 방송을 위해 함께 고심하며 다시 한번

케이타

편집봉사에 대한 마음을 다잡는 시간을 갖고

오누마

형제가

일본

찬양팀과

이곳을

방문하여 함께 찬양과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있습니다.

1시간 가량 드려진 예배는 일본어와 한국어 그리고

이번 모임은 지난 1월 20일에 선교회 사무실에서

영어로 찬양과 기도가 이어졌으며 성령님 안에서

있었습니다.

두 민족이 하나가 되어 드려지는 감격적인 예배가

애청자분들이 보내주신 격려의 편지도 함께

되었습니다.

나누었고,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맡겨주신 이

새롭게 시작된 일본어 방송을 위해 애청자 여러분들의

일이 얼마나 귀한 일인지 다시 생각하는 귀한

기도를 부탁드리며, 일본 땅에도 예수님의 영광이

모임이었습니다.

시작하여

또한 일본어 방송 CD가 필요하신 분들은 본 선교회
602-866-8999로 연락 주시면 필요하신 만큼 보내

'선교사들의 무덤'이라고 불리는 일본, 그러나 그 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송을 이곳 Heart and Seoul 복음선교회에서

찬양으로

드러나기를 간구합니다.

복음화율이 1%가 채 되지 않아 '복음의 불모지'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일본어

기도와

방송 편성부 봉사자 모임

제작하게 하셔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을
시작하신 것입니다.

Heart and Seoul 복음선교회가 매주 8시간의

본 Heart and Seoul 복음선교회는 지난 2016

방송을 만들어 낼 수 있는 이유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년 12월 31일 방송부터 일본어 방송을 시작 하게

수고하시는 많은 봉사자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중

되었습니다. 그리고 방송에 앞서 일본어 방송을 위한

방송 편성 봉사자들은 매주 방송을 녹음하고, 녹음된

기도회가 지난 12월 26일에 선교회 행사장에서

방송 파일을 편집하고, 마지막으로 검토하는 일을

"복음방송 스마트폰 App"
스마트폰에서 "Heart and Seoul 복음방송"
을 검색하세요

www.heartandseoul.org / heartandseoul.org@gmail.com / Phone 602-866-8999 / Fax 602-866-56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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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cember 26 2016, and began its Japanese program

volunteers every 3 months.

During these

on December 31, 2016.

meetings we discuss what the volunteers did

The Japanese and Korean volunteers came together

the past 3 months, and how we can improve

to give thanks to God for beginning this program in

our program, and our hearts, as we continue

prayer and worship. Keita Onuma, a former member

to volunteer for the ministry.

of the HandS Praise team attended the prayer worship

The last meeting was held on January 20th at

with his Japanese praise team all the way from Texas,

our ministry facility. The meeting began with

and was able to give us worship and praise together.

prayer, praise, and reading of a letter from

The worship lasted for about an hour and was filled

one of our listeners. We were able to think

with Japanese, Korean, and English praise songs and

about and discuss how important each of our

prayers. It was moving to see how two nationalities

jobs are in spreading the Gospel.

came together and worshiped through the Holy Spirit.
I ask for all of our listeners to pray for our new

Japanese Program Prayer
Meeting

Japanese program so that the glory of God can spread
throughout the country of Japan.
If you need more Japanese program CD, please contact

There are less than 1% of Christians who live

us at 602-866-8999.

in Japan, and the country is known as one of the
hardest countries to share the Gospel of Jesus Christ.

Editing Volunteer Meeting

However, the love that God has for this country
does not stop. God has allowed Heart and Seoul

With all our volunteers helping behind the scenes,

Gospel Ministries to start a Japanese program, and

we are able to create an 8 hour long CD every week. Our

it has begun the work of spreading the Gospel to

volunteers record programs, edit the recordings, and

the Japanese. Heart and Seoul Gospel Ministries

make a final review before the CD is completed.

had a prayer meeting for the Japanese program on

Ou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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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inistry

holds

a

meeting

with

these

"HSGM App"
Search "Heart and Seoul Gospel
Ministries" at Play store or App
st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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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