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1년 5월 16일제45권 20호

담임목사 방송설교 안내

■ 유아부(2-3세) / 본당 2층 영아부실, 온라인
	 	11:00AM	

■ 유치부(4-5세) / 유치부실(구식당), 온라인
	 	11:00AM	

■ 유년부(1-3학년) / 체육관, 온라인
	 	11:00AM	

■ 초등부(4-6학년) / 체육관, 온라인
	 	11:00AM	

■ 영어중등부(BYM Jr.) / 비전채플, 온라인 
	 11:00AM	

■ 영어고등부(BYM) / 비전채플, 온라인
	 	9:00AM	

■ 한어중고등부(CIM) / 샬롬채플, 온라인
	 11:00AM	

■ 소망부(장애인) / 온라인
	 11:00AM

■ BETHEL GRACE CHURCH / 비전채플, 온라인 	
	 2:00PM	

■ 日本語 礼拝 / 임마누엘채플, 온라인
	 1:00PM	

■ 케이블TV 방송 (CTS America):
	TV	DirecTV	채널	2092·us.cts.tv
	화요일/오후	8시	30분·목요일/오후	1시

■ TV 방송 (미주 CGN TV):
	TV	채널	31.9·화요일/오후	2시	

■ 라디오 방송 (GBC 미주복음방송):		
	주파수	AM	1190	KHZ·금요일/오후	1시

각 교육부 및 그 외 
주일예배 안내

 I =  Imaginative Ministry [창의적 사역] 
 M = Making Disciples [제자 양육]
 P =  Passionate Worship [열정적 예배]
 A = Action for the Gospel [복음의 실천]
 C = Community Outreach [이웃 섬김]
 T = Training Missionaries [선교사 양성] &
   Transforming the World [세상을 변화시킴]

 1부 예배Ⅰ7:00AM      2부 예배Ⅰ9:00AM      3부 예배Ⅰ11:00AM      4부(청년) 예배Ⅰ2:00PM

주  일  예  배  Lord's Day Worship Service

★ 온라인 예배는 동시통역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www.bkc.org)

★ 교회학교 예배가 온라인으로 제공됩니다. 어린 자녀를 두신 부모님들의 협조 부탁드립니다.

*예배의 부름 Call to Worship .........................................................................Presider 예배 인도자

*신앙고백 The Apostles' Creed ..................... 사도신경 ......................................All together 다같이

*찬양과 경배 Praise & Worship ................................................................ Bethel Worship 베델 워십

 영상광고 Media Announcement ..............................................................................Media 방송실

성경봉독 Scripture Reading ...............1, 2, 3부/여호수아 3:14-17 ...........................All together 다같이

4부/마태복음 6:9-15

 말씀 Message ............................................1, 2, 3부 ........................Rev. Paul S. Jeong 정승락 목사

그분을 만나는 곳 1000미터 전  

4부 .............................. Rev. Abel Kang 강문구 목사

주기도문 5 - 사로잡힌 자의 자유

 적용찬양 Song in Response .............................................................................All together 다같이

1, 2, 3부/시선

*결단찬양 및 봉헌 Song of Commitment & Offering .............................................All together 다같이

1, 2, 3부/믿음	in	'21

*축도 Benediction ...............................................................................Rev. Bryan Kim 김한요 목사

*표는 모두 일어나 주십시오.

18700 Harvard Ave., Irvine, CA 92612
Tel: 949.854.4010 ◆ Fax: 949.854.4018 ◆ www.bkc.org ◆ bethel@bkc.org

담임목사: 김한요
Rev. Bryan Kim, Lead Pastor

2021 THE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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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앙의 유산
Inheritance of Faith

정승락 목사 / Rev. Paul S. Jeong

목회자 칼럼
Pastor's Column

얼마 전 ‘유퀴즈’에 나온 한 영상이 눈에 띄었습니다. ‘독립유공자 5대손 데

이비드 린튼’ 외국인이 어떻게 독립유공자가 되었을까 궁금해서 시청하게 

되었는데, 알고 보니 130년 전 한국에 오신 선교사님의 후손이었습니다. 

미디어에서 교회에 대해 긍정적인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별로 보지 못했는

데 유명한 예능 프로에서 선교사님 가문을 소개하니 별일이다 싶었습니다.  

1895년 미국에서 오신 유진벨 선교사님의 후손들은 현재 5대째 한국에서 

살고 있습니다.  이 후손들은 학교와 병원을 짓고, 호남지역에 교회를 개척

하고, 신사참배를 거부하고 독립운동을 도왔으며, 광복 후 일본 신사가 있

던 자리에 공중화장실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심지어 자신들의 성을 ‘인’씨

로 바꾸었다고 합니다. 이 방송을 보신 분들이 “한국 사람보다 더 한국을 

사랑했다”라고 인터넷 댓글을 남긴 것을 보며 마음이 훈훈했습니다. 방송

을 보며 가장 놀란 것은 린튼 가문의 3대 선교사인 인휴(휴 린튼)선교사님

입니다. 인휴선교사님은 제가 살던 순천에서 평생 농어촌 선교와 의료사역

을 하시다 사고로 돌아가셨습니다. 희미하지만 어린 시절 미국 선교사님이 

교통사고가 났는데, 앰뷸런스가 없어 광주까지 택시로 가시다 돌아가셨다

는 이야기를 들은 기억이 있습니다. 이제서야 그분이 인휴 선교사님인 것

을 알게 된 것입니다. 

자료를 살펴보니, 제가 다녔던 중학교에 선교사님이 사역하셨던 병원이 있

고, 사택이 있었다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또한, 제가 다닌 중학교는 110

년 전 미국 남장로교회 분들이 헌금하여 설립한 학교라는 사실도 알게 되었

습니다. 이름도 들어본 적 없는 나라를 위해 오랜 세월을 후원해 주신 것입

니다. 30여 년이 지난 지금에야 선교사님 이야기를 알고 부끄러운 마음이 

가득했습니다. 그분들이 평생 헌신해서 지은 학교를 모르고 다녔던 것입니

다. 사실 학교 어디에도 자신들을 기념하기 위한 흔적은 없었습니다. 건물 

이름도 한국식으로 명명해 놓아서 외국인이 세웠다는 것조차 몰랐습니다. 

하지만 지금도 똑똑히 기억하는 것은 학교의 교훈(school motto)입니다. 

[신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매주 채

플 시간마다 예배드리고 연말에 고아원에 봉사 다니던 기억, 해마다 찬송

가 경연대회를 준비하던 추억들도 떠오릅니다. 무엇보다 제 삶에 가장 소

중하고 잊지 못할 선생님들이 생각납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린튼 선교사님과 미국 남장로교회에서 남긴 기념비

는 학교도, 역사관도 아니라 바로 이 학교를 통해 배출된 학생들이라는 것

을! 저희 자녀들과 다음 세대들에게 어떠한 믿음의 유산을 남길 수 있을까 

다시 한번 고민해 봅니다. 평생을 수고해도 넉넉한 물질의 유산은 상속하

지 못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5대째 섬기는 린튼 가문처럼 대대손손 하나

님을 사랑하고 예수만 섬기는 자녀들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무엇보다 제가 

먼저 그러한 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I was drawn to a video clip on You Quiz not too long ago. It was about “David Linton, 
5th generation of the family that received Korea’s Merit of Independence Move-
ment”. I tuned in because I was curious about how a foreigner could receive the 
Merit of Independence Movement. What I discovered was that he was a descendent 
of a missionary who came to Korea 130 years ago. I haven’t heard many positive 
things about church on TV and internet. But I was intrigued to see this popular en-
tertainment program talking about the lineage of a missionary family. Missionary 
Eugene Bell, who came to Korea from United States in 1895, has descendants still liv-
ing in Korea, currently in 5th generation. His descendants built schools and hospitals, 
planted churches in region of Honam. They refused Japanese shrine worship and 
supported Korea’s independence movement. After the liberation, they even built a 
public restroom where the shrine once stood. His descendants even changed their 
last name to “In”. As I was reading comments left by many people watching this pro-
gram that said, “They loved Korea more than the Koreans”, my heart felt warm for 
the first time in a long time. What’s even more amazing when watching this program 
is that the 3rd generation missionary of Linton family was In Hugh(Hugh Linton). 
Missionary In Hugh was doing medical missions work for farmers and fishermen in 
Soon Chun region, where I used to live as a child, all his life until he passed away from 
a car accident.  My memory is a bit faint, but I remember hearing as a child about a 
missionary who was in a car accident. Because there weren’t any ambulances in the 
area, he had to be transported to City of Kwangjoo by taxi where he died in route. I 
learned through this program that the missionary was In Hugh (Hugh Linton). 

I did some more research and learned that a hospital where he worked and the family 
residence were at my junior high school. I also learned that my junior high school was 
built 110 years ago with offerings from Southern Presbyterian Churches in US. For a 
long time, the Southern Presbyterian Churches in US had sponsored a country that 
they have never heard of before. I have now learned the story about Linton family, 
30 years later. My heart felt ashamed. Even though I attended this school, I did not 
know that it was built on life-long sacrifices of missionaries. When I think about it, 
there’s nowhere in any part of the school that celebrated these missionaries for the 
work they have done. Even the building name is in Korean obscuring the fact that 
it was built by a foreigner. However, what is clear and I still remember is the school 
motto. I remember the lesson of “Shin-Ae”, to love God and to love our neighbors. I 
have memories of weekly worship at chapel time, volunteering at orphanages at the 
end of year, and preparing for annual praise/hymn contest. Most of all, I reminisce my 
junior high school teachers who were most precious in my life and I could never forget. 

Then I realized that the monument missionary Linton and Southern Presbyterian 
Churches in US left behind are not the school, nor historical museum, but they are the 
students who learned through this school to “love God and to love our neighbors”. 
I wonder about what kind of inheritance of faith we will leave our children and the 
next generation. I don’t think we can pass on adequate inheritance even with lifetime 
of trying. However, like 5 generations of Linton family, I pray for each generation to 
love God and to serve only Jesus. Most of all, I desire to be that person fir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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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코로나 시대를 겪으며 하나님과 거리감을 느끼신 적이 있으신가요? 어떻게 극복 했는지 나누어 봅시다. 

2.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을 건너려 하는 '곡식 거두는 시기'는 언제이며 이 때의 요단강의 상태는 어떠한가요? 

 (수 3:15)

3. 16절 아담 성읍 변두리에 물이 쌓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a.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려는 지점에서 어느정도 되며 그 의미는 무엇인가요? 

 b. 16절의 "곧"의 의미에 대해 나누어 봅시다.

4. 하나님의 언약궤와 우리와의 거리가 상징하는 바는 무엇이며 어떻게 그 거리를 줄일 수 있을까요? 

5. 우리가 하나님께 담대히 나갈 수 있는 근거는 무엇입니까? 또한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기 위해 각자의 결단을 

 나누어 봅시다. 

적용하기

<적용찬양: 시선

주일 1-3부 설교노트 / 나눔교재                                                          설교자: 정승락 목사

그분을 만나는 곳 1000미터 전    여호수아 3: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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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특집 베델의 선생님을 소개합니다

초등부 5학년
Kieun Seok 교사 

유년부
신주희 교사

유년부
 Jin Jones 교사

초등부 4학년
Joshuan Kim 교사 

유년부
서정빈 교사

유년부
전승윤 팀장

초등부 5학년
Jamie Baik 교사 

유년부
임명신 교사

초등부 (찬양)
Kevin Ma 교사 

유년부
손주해 교사

유년부
Johannah Yi 교사

초등부 4학년
Jason Lee 교사 

유년부
장세영 교사

유아부
단체 사진

초등부
Jeremiah Kim Substitute

유년부
최병웅 교사

초등부 5학년
Gloria Park 교사 

유년부
이정현 교사

유아부
김회영 팀장

초등부 4학년
박영선 교사 

초등부 4학년
Diane Noh 교사 

유년부
백선정 교사

초등부 6학년
김일란 교사 

초등부 5학년
Charlotte Kim 교사 

유년부
박정현 교사

초등부 5학년
Martin Kim 교사 

초등부
노승남 팀장

유년부
Jamie Kim 교사

초등부 4학년
Ashlee Song 교사 

초등부 4학년
Chris Park 교사 

유년부
박정화 교사

초등부 6학년
Min Park 교사 

초등부 5학년
Ashley Hong 교사 

유년부
김규현 교사

초등부 4학년
Susan Chang 교사 

초등부 6학년
Boyun Kim 교사 

유년부
박성려 교사

초등부 6학년
Lauren Kim 교사 

유년부
오정선 교사

유년부
김자경 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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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특집 사랑과 헌신에 감사드립니다

BYM 고등부
김학남 팀장

CIM (새가족)
김지수 교사

유치부
김태은 교사

BYM 8학년
Sam Sohn 교사

CIM
 김도석 팀장

유치부
강다연 교사

BYM 7학년
Jiae Lee 교사

유치부
이소영 교사

BYM 8학년
Sherry Kim 교사

CIM 6-7학년
김소영 간사

유치부
김영아 교사

BYM 7학년
John Lee 교사

유치부
장지혜 교사

BYM 8학년
Rand Millar 교사

유치부
황태영 교사

BYM 7학년
김종곤 교사

유치부
이명선 교사

유치부
김병수 팀장

BYM 9-10학년
Monica Yang 교사

BYM 중등부
천승현 팀장

유치부
오윤현 교사

BYM 11-12학년
Johnny Hyun 교사

CIM (멘토링)
정우영 교사

유치부
반주현 교사

BYM 9-10학년
Dae Seok Eom 교사

CIM 8-9학년
윤기택 교사

유치부
김효순 교사

BYM 11-12학년
Mimi Byun 교사

CIM (찬양)
조수민 교사

유치부
심진희 교사

BYM
Grace Park 인턴

CIM 10-11학년
이경희 교사

유치부
김희영 교사

BYM 11-12학년
Henry Kim 교사

CIM 12-11학년
이현정 교사

유치부
박승희 교사

BYM 11-12학년
Cara Cha 교사

CIM (온라인)
석승진 교사

유치부
김현숙 교사

"스승의 은혜는 하늘 같아서 우러러 볼수록 높아만 지네~" 5월

과 함께 늘 찾아오는 스승의 주일을 맞이하여 베델 자녀들의 마

음 곳간을 지혜와 사랑으로 한가득 채우시는 선생님 한분한분

을 소개해 드립니다. 세상 지혜가 아닌 하나님의 가치관과 복

음으로 성장 할 수 있도록 맡겨진 아이들의 영혼을 위해 수고하

시고 기도하시는 베델 교회학교 교사분들이 더욱 힘과 격려를 

받으실 수 있도록 성도님들의 기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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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역탐방 QR 사역팀
1. QR팀에 대해 소개 부탁드립니다.

팬데믹으로 중단된 현장 예배를 6개월 만에 재

개하면서 새롭게 생긴 사역팀으로서, QR코드

를 발급받아 예배에 참석하시는 성도님들의 안

전하고 신속한 예배 참석 체크인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작년에 수고해 주신 팀장님을 비롯하

여 현재는 24명의 성실하고 열정 넘치는 팀원으

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일학교에서 체크인 사역

으로 수고해 주시는  교육부서 팀장님들과 함께  

매 주일 본당 앞에서 분주하지만 기쁜 마음으로 

섬기고 있습니다. 

2. QR팀 사역 중 에피소드 또는 감사의 순간을 나

눠 주시겠어요?

목숨처럼 지켜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할 예배 지

킴이로 섬길 수 있다는 사실에 가슴이 벅찼습니

다. 예배 참석 신청을 위한 생소한 QR코드 체크

인 과정, 줄을 서서 기다려야 하는 번거로움에

도 불구하고, QR코드를 발급받아 예배에 참석

할 수 있다는 감격으로  QR코드 부스를 통과하

시는 성도님들의 기쁜 표정에서, 저희도 감사의 

마음과 보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팬데믹 이후 지금까지 매주 현장 예배 QR코드 

부스에서 마스크에 가려 잘 보이지는 않지만, 항

상 미소 띤 밝은 얼굴로 성도들을 맞이하고 성실

하게 봉사해 주신  QR 팀원분들께 존경과 감사

의 마음을 전하며, 많은 성도를 맞이하는 최전방

에서 사고 없이 QR 팀원들의 안전과 건강을 지

켜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립니다.    

3. 성도님들께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나요?

성도님들의 안전하고 신속한 QR코드 체크인을 

위해, 

 ●  체크인 부스를 통과하실 때는 안전거리 

  유지와 함께 차례를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 체크인 부스에 도착하기 전에 미리 핸드

  폰을 꺼내 QR Code를 준비해 주십시요.

 ● 핸드폰을 안 가지고 오신 분은 교적 번호를 

  QR 팀원에게 말씀해 주십시요.

 ● 만약 QR코드를 받지 않고 현장 예배에 

  오시는 분은 본당 코너에 있는 "새가족팀" 

  안내 부스에서 QR코드를 새롭게 발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팬데믹 상황이 조속히 종료되어, 번거로운 QR

코드 없이도 자유롭게 현장 예배에 참석할 수 있

고, QR팀이 기쁜 마음으로 해산될 수 있도록 많

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 문의 : 안경수 집사 (949)257-3385

예삶 Family Friday 

Night(FFN)를 섬긴 

지 어느덧 3개월이 지

났습니다. 모든 예배

와 모임이 온라인으로 

대체되면서 얼굴을 맞대고 모여 

뜨겁게 예배를 드렸던 것이 아득한 추

억으로만 남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

에 아쉬웠습니다. 때로는 습관처럼, 때

로는 마치 일터에 출근하듯 섬김의 자리

로 나아갔던 주일예배 뿐 아니라, 주중예배는 특

히 저의 평범한 일과 속에서 찬양과 말씀, 또 기

도의 자리로 한 걸음 더 내딛게 해주는 촉진제

의 역할을 해주었던 것을 생각하니 더욱 아쉬움

이 컸습니다.

두어 달 전, FFN의 새로운 항해를 놓고 동역자

들과 모임에서, 이런 저런 이유로 침체되었던 예

삶 청년 공동체의 예배가 회복

되어 기도가 필요한 이 마지막 

시대에 그 역할을 다하는 FFN 

예배가 되기를 기도했습니다. 

이러한 간절한 소망에 응답하신 

하나님은 지난 4월  다

시 예배당 문을 열어 

쌓였던 먼지를 털며 

현장 예배가 진행되

도록 허락하셨습니

다. 과연 몇 명이나 

올까, 평소 온라인 

접속 수가 그리 많지 않은데 괜히 일만 만드는 

것은 아닌가 하는 정말 세속적인 걱정이 앞섰지

만, 첫 현장예배부터 생각보다 많은 청년들이 함

께 모여 드리는 예배의 감동이 저에게는 큰 파도

처럼 밀려왔습니다. 예삶 청년 공동체와 베델교

회 모든 목회진과 성도님들, 그리고 아직 복음

이 전해지지 않은 이방 나라들을 향한 뜨거운 기

도의 열기와 감동은 저의 가슴속에 지워지지 않

고 남아 있습니다. 청년들이 주일도 아닌 주중

에 교회에 나와, 그것도 소위 불금(불타는 금요

일)에 예배를 드린다는 것, 하나님을 향해 함께 

부르짖는다는 것이 얼마나 큰 기쁨이 되는지 모

릅니다. 학업 혹은 직장 생활 속에서 지치고 힘

에 겨워 쉼을 찾는 청년들이, 예배를 사모하며 

하나님 안에서 진정한 안식을 누리고자 하는 그 

마음을 분명 하나님께서는 알고 계심을 믿습니

다. 예삶 FFN 예배가 모든 청년에게 큰 격려와 

위로가 되어, 하나님의 권능을 체험하고 더 많은 

청년들이 하나님 안에서 한 가족이 되는 자리가 

되기를 위해 함께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김영재 형제(청3 목장)

예삶 채플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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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임목사: 김한요 목사

⊙목회자⊙

기획/행정: 정승락 목사

믿음 목장/예배/목회지원: 김형균 목사

소망 목장/선교: 주성필 목사

사랑 목장/훈련/베델뉴스/기도: 이충경 목사

은혜 목장/전도/이웃사랑: 김홍식 목사

화평 목장/베델워십/셀: 박경철 목사

새가족/경조: 한순고 전도사

BGC: Justin Kim 목사

BGC(Family): Dan Nam 목사 

BGC(College/Worship): Peter Lee 전도사

일본어 예배/헵시바: 손용주 목사

예삶채플(총괄): 강문구 목사 

예삶채플: 서찬석 목사 

예삶채플: 김유미 전도사 

영어고등부: 여욱제(John) 목사

영어중등부: 현호승(Daniel) 전도사

한어중고등부: 이형석 전도사

교회학교 디렉터: 이진아(Jinah) 전도사

초등부: 김은정(Jamie) 전도사 

유치부: 이승진(Sharon) 전도사

유아부: 정가영(April) 전도사

소망부: 박정민 전도사

Beyond the Blue: 이란혜 전도사

통역/제자반: 이앤드류 전도사

⊙성가대 및 찬양팀⊙

 지휘자: 박정영,차은하,이사무엘

오케스트라: 박정영

피아노: 신현진,지지영,한현미,이혜경

오르간: 이정은,이혜경,박정연

솔리스트: 최정원

뮤직디렉터: 정봉화

⊙사역 간사 및 인턴⊙

의료상담: 이강민 전도사

한어권: 정티나 간사

아기학교: 이제나(Jenna) 전도사 

유년부: 김재은 간사

한어중고등부: 김소영 간사 

영어중고등부: Grace Park 인턴

⊙교회 직원 및 간사⊙

사무장: 마현진

건물/차량관리: 김유호

사무실: 인현미, 박성혜

재정실: 이수민

방송실장: 박주남 전도사

크리에이티브 디렉터/음향: 최철기

음향: 강창위

방송실: 최종형, 장석영, 김지현

디자인: 박선경

웹: 김정아

수양관: 오춘란

[ 파송선교사]	창의적접근지역Ⅰ손승옥,	김진영(김은경),	이바나바(옥소리),	장과장(주열매),	호세아(그사랑),	Nader(Dina),	Yeshua

 루마니아Ⅰ서형렬(서정희)	조지아Ⅰ김현수(고봉주)	캄보디아Ⅰ황순현(황현주)	

[ 협력선교사]	과테말라 실버Ⅰ유한성(유영옥)	기니비사우Ⅰ유요한(글로리아)	니카라과Ⅰ박우석(이현숙)	이스라엘Ⅰ장이삭(정인나)	

	멕시코 과달라하라Ⅰ허익현(김영중)	몽골Ⅰ을지바트(민애령),	Kathy	Ribbs	베트남Ⅰ성결(양선)	온두라스Ⅰ이동철(이순미)	

	우간다Ⅰ박민수(이순영)	일본Ⅰ강민숙(변선영)	캄보디아Ⅰ김우정(박정희)	코스타리카Ⅰ금상호(김미경)	

	탄자니아Ⅰ황광인(황영숙)	태국Ⅰ박상선(신영선)	필리핀Ⅰ김숭봉(유영선)	

	창의적접근지역Ⅰ류진,	온세상,	이희숙,	차은경,	길예평(길진명)	

*선교기관Ⅰ나눔선교회,	네이버스선교회,	멕시코	장로회	신학교,	밀알선교회,	바실레이아	신학교,	한미가정상담소,	GP미주본부,	

	 Good	News	Spreaders(GNS),	JAMA,	NAUH,	New	Hope	선교	유치원,	Silk	Wave	Mission,	The	Center	for	BAM(CBAM),

	 The	Gospel	Coalition(TGC)

*특별선교Ⅰ복음방송(GBC),	CTS,	CGN	TV

*문서선교Ⅰ기독일보,	미주	크리스천	신문,	크리스천	위클리

선교후원

예배 봉사자

강단꽃(5,6월)Ⅰ5/16: 이애숙, 이충경   5/23: 임명신, 황장은   5/30: 김정윤, 윤광미, 주성필   6/6: 한동희, 황장은

이번	주일과	다음	주일,	베델의	모든	교사들과	교사를	하
시기	원하시는	분들께	활짝	열려있는	베델	교사	컨퍼런
스가	있습니다.	북가주	세계	선교침례교회를	섬기시며,	
차세대	훈련에	열정을	쏟아오신	Sean	Choi	목사님을	강
사로	모십니다.	

영어와	한국어로	따로	진행되는	이번	컨퍼런스는	5월	16
일	"익숙함에서	다시	기본으로"라는	주제로	영혼을	향한	
뜨거운	마음을	회복하는	귀한	시간이	될	것입니다.	또
한	5월	23일에는	"마음으로	사역하는	사역	도구"라는	주
제로	팬데믹	동안	Zoom	성경	공부를	통해	어떻게	아이
들의	마음을	터치할	수	있을지	구체적인	방법들을	소개
합니다.	

유아부부터	중고등부까지	핵심	주제를	가지고	진행될	이	
컨퍼런스는	다음	세대를	복음으로	세우는	데	큰	역할을	
하리라	기대합니다.	교사들의	마음이	다시	영원을	향한	
뜨거움으로	변화될	귀한	시간으로	초대합니다.

▶ 일시: 5월 16일(주일) 오후 2시(한어)와 4시(영어) 
        5월 23일(주일) 오후 2시(한어)와 4시(영어) 
▶강사: Sean Choi 목사
       (북가주 세계 선교침례교회 차세대 사역자) 
▶문의: 각 부서 전도사, 이진아 전도사 (951)454-2188 
▶참가 신청 방법: 홈페이지 bkc.org

교회학교	2021	VBS가	"Mystery	 Island"라는	주제로	열
립니다.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과	풍성한	프로그램으
로	자녀들에게	신나고	은혜가	가득한	여름이	될	것을	기
대합니다!	

올해	VBS는	7월	13일부터	7월	16일까지	온라인으로	진
행되며,	7월	 17일은	교회	현장에서	페스티벌이	있습니
다.	특히	이번	페스티벌에서는	애니멀쇼와	게임	등	즐
겁고	다양한	체험을	할	수	있도록	정성껏	준비하고	있으
니,	많은	기대와	관심	바랍니다.	올여름	VBS를	통해	자
녀들이	예수님과	더	가까워지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
하는	귀한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Come	and	Enjoy	
the	Mystery	Island!	
	
▶ 주제:  Mystery Island "Tracking Down the 
         One True God"
▶ 대상: 유아부(24개월)부터 현재 6학년까지, 소망부
▶ 날짜: 7월 13일(화)-7월 16일(금) 온라인
         7월 17일(토) 현장 페스티벌 
▶ 등록기간/등록비: 
 - 유아, 유치, 소망: 5월 4일-5월 16일 $30 (조기
    등록 할인), 5월 17일-5월 23일 $35 
 - 유년, 초등: 5월 4일-5월 16일 $40 (조기등록 할인), 
    5월 17일-5월 23일 $45
*온라인으로만 지불 가능, 등록 취소 시 환불되지 않습
니다. 

사역광고베델 교사 컨퍼런스에 

초대합니다!

신비한 은혜의 섬 

2021 베델 V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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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델 알림판 Bethel Announcements

■ 발행인 :	 김한요	담임목사	■ 편집장 : 유미경	권사	■ 사 진 : 박상곤	장로,	최호경	집사

■ 기 자 : 강수연	자매,	김선홍	권사,	김유미	권사,	김지연	집사,	김휴리	집사,	박인주	집사
	 박정원	집사,	박진아	권사,	안예진	집사,	최경희	권사,	허성숙	집사,	황수정	집사	

◈ 베델뉴스 원고파일은 
bethelnews@bkc.org로

보내주세요.

베델뉴스
편집위원

베델/갈릴리수양관 31600 El Cariso Trail, Lake Elsinore, CA 92530 ◆ 수양관전화번호(예약문의)	(949) 943-9697 ◆ E-MAIL	bgrcenter@hotmail.com

◆ 주일 현장예배 신청 안내 
베델교회의 모든 주일 예배(1-4부)는 제한된 인원 안에서 현장예배와 온라
인으로 드립니다. 예배 신청은 매주 화요일 새벽 5시 30분부터 목요일 저녁 
8시까지 하실 수 있습니다.
- 주일 성인 및 예삶 예배 신청: checkin.bkc.org
- 주일학교 예배(유아-고등부) 신청: checkin.bkc.org/school 
 *부서가 다른 자녀가 여러 명일 경우에는 부서별로 각기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 베델 수요프로젝트 
5월 19일 수요일 오전 10시, 베델의 수요 프로젝트 "베델이 간다"와 "베델 
큐" 10회가 베델교회 유튜브 채널을 통해 방영됩니다. 많은 시청과 관심 부
탁드립니다.

◆제8회 베델 차세대 크리스천 리더 장학생  모집 
신실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열정과 패기를 갖추고 우리의 미래를 이끌어갈 젊
은이들을 격려하기 위한 2021년 베델 장학생 프로그램에 신청자를 모집합니
다. 자세한 안내와 신청서는 교회 홈페이지(www.bkc.org)에서 확인하실 수 
있으며, 신청은 교회 행정사무실이나 이메일로 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기간: 5월 16일(주일)-7월 4일(주일)
문의: 김교식 집사 scholarship@bkc.org, (949)812-1423

◆ 장학 특별 헌금 
차세대 크리스천 리더들을 위한 장학특별헌금 시간을 갖습니다. 부모 세대도 
겪지 못했던 고통과 혼란의 청년기를 겪어내야 하는 우리의 젊은이들이 소망
과 용기를 가질 수 있도록 베델 성도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
립니다. 헌금 시 '장학헌금'으로 체크 혹은 노트 해주시면 됩니다.
문의: 김교식 집사 (949)812-1423

◆ 다음 세대를 위한 "베델 클래식 크리스천 사립학교" 설명회 
베델교회에서 다음 세대를 위한 클래식 크리스천 사립학교를 설립합니다.  
이번 가을학기 8월 23일 개교를 위해 준비하고 있으며 첫해는 Kindergarten 
부터 5학년까지 모집합니다. 관심있는 분들을 위한 학부모 설명회가 다음주
일 5월 23일에 있으니 많은 참여를 부탁 드립니다. 
설명회 일시: 5월 23일(주일) 오후 1시
장소: 유치부 예배실 (구, 카페테리아)
학교 등록: 6월 5일부터
문의: Jamie Kim 전도사 (714)822-7552  

◆ 아침영상 메시지 300회 특집 "산상큐티"
코로나와 함께 시작한 김한요 목사님과 함께 하는 아침영상 메시지가 5월 18
일(화)에 300회를 맞이합니다. 이번 특집 영상은 "산상큐티"편으로 야외에서 
촬영하였습니다. 많은 관심과 시청 바랍니다. 

◆ M 미팅 “선교사를 만나다” (태국 편)  
선교지를 직접 방문할 수 없는 상황에서 10주 운영플랜을 가지고 선교팀원을 
모집하여 진행하는 온라인 선교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현지 선교사
와 성도를 온라인 화상으로 직접 연결하여 소통하고, 선교지의 필요를 파악
하며, 선교지를 위해 함께 기도하기 위한 만남의 자리를 마련하였습니다. 많
은 성도님들의 기도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초대 선교사: 태국 박상선, 신영선 선교사
일시: 5월 21일(금) 저녁 7시 30분-8시 30분 
참가 방법: Zoom을 통한 온라인
참여 신청 방법/문의: 홈페이지 등록 (www.bkc.org), 주성필 목사 (949)333-9213

◆ 교사 컨퍼런스 
교육부에서 교사들을 위한 컨퍼런스를 준비했습니다. 팬데믹 상황 이후 교사
들이 다시 한번 교사로서의 사명을 붙잡고 다음 세대를 위해 헌신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교사로 봉사하길 희망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열려 있으니 많은 신청 바랍니다.
일시:  5월 23일(주일) 오후 2시(한어)와 4시(영어)
강사: Sean Choi 목사(북가주 세계선교침례교회 차세대 사역자)
문의: 각 부서 전도사 또는 이진아 전도사 (951)454-2188
참가 신청 방법: 홈페이지 신청 bkc.org

◆ BYM Jr. High 아침 QT 모임 "Finish the Year Strong" 
BYM Jr. High가 3주동안 (5월 17일-6월 4일)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 
Zoom을 통해 아침 7시에 만나 기도하며, 성경을 읽을것입니다. 우리 중등
부 자녀들이 올해 학기를 주님안에서 승리하며 끝낼수 있도록 많은 참여와 
기도부탁드립니다.

◆ 2021 어린이 여름성경학교(VBS) 등록
교회학교 VBS 등록이 시작됩니다. "Mystery Island"라는 주제로 온라인으
로 진행되며 페스티벌은 현장에서 열립니다. 유익한 말씀, 신나는 찬양과 다
양한 액티비티로 풍성한 VBS를 준비하였사오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기간: 7월 13일(화)-7월 16일(금), 7월 17일(토)은 현장에서 페스티벌이 있습니다.
등록기간/등록비:
- 유아, 유치, 소망: 5월 4일-5월 16일 $30(조기등록 할인), 5월 17일-5월 23일 $35
- 유년, 초등: 5월 4일-5월 16일 $40 (조기등록 할인), 5월 17일-5월 23일 $45
문의: 각부서 전도사
등록 방법: 홈페이지 신청 bkc.org

◆ 축하해주세요
강영범 집사/황영미 권사의 딸 강혜민 자매와 이합기 형제의 결혼식이 
5월 15일(토)에 있었습니다.



Apply to Life1. Have you ever had a feeling of being distant from God as we live through the Covid pandemic?  
 Please share how you were able to overcome this.

2. The people of Israel attempted to cross the Jordan at harvest time.  When was this and what was 
 the condition of the Jordan? (Josh 3:15)

3. In v. 16 it is said that the water piled up in a heap at a town called Adam.

 a. How far away was this from the place where the people of Israel were to cross the river and 
  what does this mean?

 b. Discuss the meaning of “as soon as” in v. 15 (as they crossed over in v. 16) 

4. What does the distance between the Ark of the Covenant and the people (us) represent?  
 How can we reduce this distance?

5. What is the evidence that we can boldly approach God?  Please share how we will  resolve to be 
 closer to God.

<Song in Response: Gaze On Jesus

Sunday Worship Sermon Note                                            Speaker: Rev. Paul S. Jeong

1000 Meters From the Meeting Place With Him  
Joshua 3:14-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