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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임목사 방송설교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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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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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년부(1-3학년) / 임마누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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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5P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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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립보서 1:1 ..............................All together 다같이

4부/마태복음 6:9-15

 말씀 Message ............................................1, 2, 3부 ............................Rev. Bryan Kim 김한요 목사

기쁨으로 리셋(1) 기쁨의 비밀, 복음으로 리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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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기도문 6 - 우리가 하나될 수 있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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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 3부/죄에서	자유를(찬202/새268장),	주와	같이	길	가는	것(찬456/새430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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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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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 We Start Bethel Classical Academy…

베델 클래시컬 아카데미를 시작하면서...

막내딸이 고등학교를 졸업했습니다.  큰 결심을 하고, 늘 보내고 싶었던 

기독교 클래시컬 학교에 보내 고등학교 마지막 2년을 마쳤습니다. 우리 

딸을 포함해서 졸업생이 총 5명이었습니다. 졸업식은 조촐했습니다. 자

체 건물 없이 교회를 빌려 운영되는 학교여서, 체육관도 없고, 스포츠팀

도 없고, 오케스트라도 없는 학교였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하객도 제한

되어 요란한 함성도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딸의 고등학교 졸업식은 내

가 지금까지 참여했던 어떤 졸업식보다 은혜와 감사가 넘쳤습니다. 단

순한 졸업식보다 부흥회에 온 기분이었습니다. 특별히 졸업생들이 한 

명씩 나와 졸업 연설을 했습니다.  졸업생이 5명 이기에  가능했습니다. 

한 학생씩 나와 자기가 학교에서 배웠던 것이 단순한 지식이 아니라, 자

기 평생에 영향을 끼칠 진리였다고 고백하면서 성경을 인용하고, 혹은 

C. S. 루이스를 인용하는 연설의 내용은 어느 유명한 목사님의 설교보

다 감동이었습니다. 딸의 연설을 들으면서 시종 하나님께 감사했습니

다. 얼바인 고등학교에서 전학시킬 때, 많이 망설였는데, 온상에서 보호

만 받던 막내딸이 자기의 신앙을 당당히 고백하고 세상을 향해 나아가

는 모습을 보며, 아주 잘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클래시컬 기독교 학교는 여러 교과 과정에 채플 하나 있는 정도가 아니

라, 모든 과목을 크리스천의 세계관을 가지고 라틴어와 성경 해석학, 수

사학 및 논리학을 전통적인 클래시컬 커리큘럼으로 훈련하는 학교입니

다. 문학, 수학 및 과학도 기독교적 관점으로 심도 있게 공부하면서 참

된 진리이신 하나님과 성경 말씀의 가치관을 배우게 되어 있습니다. 관

찰하고 질문하고 연구하여 논리적인 발표를 통해 진리를 수호할 뿐 아

니라, 세상을 선도하는 당당한 리더로 훈련하는 학교를 지향합니다. 이 

같은 학교를 베델이 준비하려고 합니다. 우리의 어린 자녀들의 미래가 

우리의 비전입니다. 코리안 아메리칸뿐 아니라, 다른 인종도 아우르는 

학교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기독교적인 가치관과 사명감으로 충만

한, 실력 있는 선생님들을 모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이 일에 뜻

이 있는 후원자들도 생기고, 교회적으로도 신앙의 100년 지계를 세워

갈 수 있도록 마음 모아 격려해 주십시오.

우리의 자녀들, 그리고 우리의 3세대, 4세대를 향한 거룩한 투자를 하

십시다. 언젠가 성경적인 가치관으로 무장한 그들이 우리를 업고 달릴 

날이 있을 것입니다. 오늘 있을 학교 설명회에 관심 있는 베델인의 적극

적인 참여를 바랍니다.

My youngest daughter graduated from high school. I have always 
wanted to send her to a Christian school. It was a big decision to final-
ly send her to a Classical Christian school for her last 2 years. Including 
my daughter, the entire graduating class consisted of 5 students. It 
was a modest graduation ceremony. The school did not have a build-
ing and it operated out of a rented church facility. It did not have a 
gym, sport teams, or an orchestra. Audience was limited due to Covid, 
and there were no loud noises. However, my daughter’s high school 
graduation was filled with grace and thanks, more than any other 
graduations I have attended. It felt more like a revival than a gradua-
tion. Each of the graduates came up to give a graduation speech. This 
was possible because there were only 5 graduating students. Each of 
the students spoke, confessing that what they have learned was not 
simply knowledge, but it was the truth that will affect them for the 
rest of their lives. Referencing Bible verses, even C.S. Lewis in their 
speeches, their speeches were more moving than any famous preach-
er’s message. I thanked God as I listened to my daughter’s speech. We 
struggled when we transferred her out of Irvine High school. I knew I 
did the right thing when my daughter, who was protected like being in 
a greenhouse, boldly confessed her faith and stepped into the world. 

Classical school is not simply taking different subject classes with one 
chapel, but it is a school that trains students with classical curriculum 
like Latin, Biblical Hermeneutics, Rhetoric, Logic, and entire subjects 
with Christian world view. As they study literature, math, and science 
from Christian point of view, they learn about God, who is the truth, 
and Biblical view. Not only are they defending the truth through ex-
amining, questioning, researching, and giving logical presentations, 
but they are being trained to become confident leaders of this world. 
Bethel Church is preparing for this kind of school. The future of our 
young children is our vision. We want the school not only for Korean 
Americans but for all people. Please pray for qualified teachers with 
Christian values and commitment. We need supporters with the same 
heart, and we need your encouragement as a church to build a vision 
of faith for next 100 years. 

Let’s invest in our children and our 3rd and 4th generations. One day, 
equipped with Biblical view, they will carry us and run the race. We are 
holding school presentation today. We ask for your active participa-
tion and interest as people of Bethel. 

김한요 목사 / Rev. Bryan Kim

담임목사 칼럼
Lead Pastor's Colum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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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다시 새롭게 출발하기 위해 리셋 버튼을 누르고 싶은 상황이 있었습니까?

2. 지금의 소아시아(터키)에서 유럽 대륙을 향한 복음의 진전은 빌립보 도시에서 시작됩니다. 빌립보는 어떤 역사를 

 가진 도시이며, 어느 위치에 있는지 지도에서 확인해 

 봅시다.(1절)

3. 사도행전 16:11 이하에 빌립보에 새워진 유럽 최초 

 교회의 구성원들이 나옵니다. 누구 누구이며, 그 

 구성원의 조합을 통해 얻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4. 마게도냐의 비전을 보고, 복음을 위해 첫 발을 디딘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그리고 그들의 별명은 무엇입니까?

 (참고/ 행 16:2, 11, 25, 행 17:6)

5.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서신을 쓰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다음 참고구절을 통해 추측해 보십시오. 

 (참고/ 빌 1:12-13, 2:25-30, 1:20-21, 4:4, 합 3:17-18)

적용하기

<적용찬양: 죄에서	자유를(찬202/새268장),	주와	같이	길	가는	것(찬456/새430장)

토요 0부, 주일 1-3부 설교노트 / 나눔교재 설교자: 김한요 목사

기쁨의 비밀, 복음으로 리셋!
(빌 1:1) 

빌립보서 강해  -제1편 

빌립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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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립보서는 사도바울이 쓴 서신중에서 가장 서

정적이고 가장 기쁨이 넘치는 글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의 별명이 '기

쁨의 서신'입니다. 사도바울이 쓴 다른 서신에

도 '기쁨'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지만, 특별히 빌

립보서에서는 그리스도인들이 누려야 하는 기

쁨, 행복, 미소, 하모니 등이 그가 쓴 다른 어떤 

서신서보다도 특별하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히

브리서와 함께 코로나 숲을 뚫고 나온 베델 성도

들에게, 다시 시작되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는, 

역경을 이기고 새롭게 기쁨으로 리셋하는 출발

이 될 것을 기대합니다.

빌립보서가 이렇게 기쁨의 서신이 될 수 있었던 

것은 그 배경을 살펴보면 이해할 수 있습니다. 빌

립보는 하나님의 새 역사에 새로운 장을 여는 도

시가 됩니다. 사도행전 16장에 잘 나와 있는 것처

럼, 이리 건너와 우리를 도우라는 하나님의 인도

하심에 따라, 복음이 유럽 대륙에 첫발을 내딛게 

된 도시였습니다. 새 땅에 새 역사를 써가는 현장

에 세워진 빌립보 교회는 코로나 이후 새 출발하

는 우리에게 이정표와 같은 역할을 할 것입니다. 

모든 것이 다 좋아서 모델이 되었다기보다는 수

많은 역경과 어려움 속에 서 있는 교회로서, 어떻

게 새롭게 리셋하여 기쁨으로 일어설 수 있는지

를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이 서신을 보낸 바울 역

시, 감옥 안에 갇혀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발신자

나 수신자 그 누구도 '기쁨'과는 상관없어 보입니

다. 그러나 빌립보서는 기쁨으로 가득 차 있습니

다. "선생님들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으

리이까?" 로마 간수의 질문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바울의 

해답 즉, 명문명답에 세워진 교회가 빌립보 교회

입니다. 귀신 들렸던 노예 출신 여인과 교양 있

고 자선을 많이 베풀던 기업주 루디아가 설립 맴

버가 되어 시작된 교회가 빌립보 교회였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캐미라곤 눈 씻고 찾아 볼래야 

찾아볼 수 없는 그 현장에서 복음으로 기쁨의 꽃

이 핍니다. 바울과 실라가 갇혀 있던 빌립보 감옥

에서 철커덩 옥문이 열리듯, [기쁨으로 리셋] 시

리즈를 통해 감옥과 같이 갇혀 있던 삶에서 옥문

이 열리듯 나도 모르게 자유롭게 되며, 어둡고 눌

린 코로나 우울증에서 기쁨으로 완전히 리셋되

는 은혜가 있기를 기대하며 기도합니다.

김한요 목사

BGC 영어 교회 내 마음의 눈을 뜨고 

베델 그레이스교회(영어교회)는 매 주일 2시 예

배를 통해 귀한 은혜와 축복을 경험하고 있습니

다. 영어예배는 현장 예배와 온라인 예배를 병

행해 드리고 있으며, 현재 3성전 예배당 공사관

계로 앞으로 약 3개월간 비전채플에서 예배를 

드릴 예정입니다. 그리고 베델 그레이스교회에

서는 "House Church" 셀모임을 통해 온라인과 

현장모임도 가지고 있습니다. 매주 진행되는 제

자 훈련은 물론, 대학부도 매주 목요일 저녁에 

온라인으로 모이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팬데

믹기간 동안 7명의 귀한 집사후보들을 위하여 

기도해 왔으며, 곧 새로운 직분을 감당하실 집

사님들을 위한 준비과정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이외에도 5월 베델 그레이스교회에서는 아래와 

같은 행사들이 진행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부

탁드립니다.   

■ 베델 그레이스교회 찬양집회

 일시: 5월 28일 오후 7시 30분 
 장소: 비전채플

■ 베델 그레이스교회 대학부 졸업 뱅큇

 일정: 5월 30일 오후 5시 30분
 장소: 비전채플

팬데믹기간을 지나면서 경험한 하나님의 큰 은

혜와 큰 감사가 있습니다. 남은 한 해도 하나님

께서 베델 그레이스교회를 통해 보여주시고 하

실 일들을 기대하며, 주님이 인도하시는대로 순

종하며 가리라는 다짐을 합니다. 베델 그레이스

교회를 위해 베델 성도 여러분들께서 기도해 주

시기를 부탁드립니다. 

Dan Nam 목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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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특집 예수님 사랑해요! 선생님 고맙습니다!

소망부
윤석중 교사

영아부
박미영 교사

아기학교
윤효순 교사

소망부
유진경 교사

영아부
최하자 교사

아기학교
김경자 팀장

소망부
손  진 교사

영아부
조혜성 교사

소망부
윤대호 교사

영아부
최영숙 교사

아기학교
임지연 교사

소망부
안정선 교사

영아부
김성희 교사

소망부
오경희 교사

영아부
백미영 교사

소망부
노경희 교사

영아부
박수산 교사

소망부
황선영 교사

소망부
김휴리 교사

영아부
박은숙 교사

소망부
크리스티나 리 교사

영아부
정선경 교사

소망부
쟌 김 교사

영아부
김숙영 팀장

아기학교
박승희 교사

소망부
킴벌리 쉬 교사

소망부
김진원 팀장

영아부
손미경 교사

소망부
전상우 교사

아기학교
Jin Jones 교사

소망부
최은경 교사

소망부
김승현 교사

소망부
강현정 교사

소망부
김금희 교사

아기학교
서은실 교사

소망부
윤유선 교사

영아부
현제니 교사

아기학교
반주현 교사

삐약삐약 햇병아리 같은 아이들이 고사리 같은 두 손을 모으고 기도하고 율동으로 하

나님을 찬양합니다. 엄마 품을 떠나지 못해 울던 아가들을 업고 안고 사랑으로 품어

주시는 자랑스러운 선생님!~~ 솜털 같은 마음에 예수님 사랑 심어주신 신앙의 씨앗

이 아이들의 마음속에 싹을 틔우고 꽃을 피우고 열매까지 맺게 하시는 그 귀한 섬김과 

사랑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참사랑으로 가르치시는 베델 교회 학교의 선생님들을 진

심으로 감사의 마음 가득 담아 소개합니다.



2021년 5월 23일 베델교회6

우리가 사는 미국, 그중에서도 캘리포니아에서

는 최근 성 정체성과 관련한 성교육과 평등에 관

한 문제들이 입법화되면서 공립학교에서도 점

점 진리가 아닌 비성경적이고도 비윤리적인 가

치가 버젓이 교과목으로 지정되어 우리의 어린 

자녀들에게 여과 없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 세상과 사람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

신지 바로 배워 알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젊은이로 우리의 다음 세대를 키워내

는 것, 그래서 주님의 지혜로 이 세상을 넉넉히 

이기는 그리스도의 군사로 우리의 자녀들을 

키워내는 것이야말로 우리 부모 세대가 

해야 할 일이라 믿습니다.

지난 수년간, 저희 베델 교회에

서는 성경적 자녀 교육의 문제를 

놓고 여러 방면으로 연구하고 숙

고하면서 주님의 뜻을 구해오던 

중, 우리들의 자녀들을 주님이 원

하시는 길로 교육해야 한다는 결론

에 도달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

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잠언 9장 

10절) 말씀을 기초로 다음 세대를 위한 대안의 

하나로 베델 클래시컬 아카데미(Bethel Clas-

sical Academy)를 설립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가을학기부터 시작되는 베델 클래시컬 아

카데미(Bethel Classical Academy)는 8월 23

일 개교를 위해 준비하고 있으며, 첫해인 2021

년, 올해에는 Kindergarten부터 5학년까지의 

학생으로 시작하게 됩니다. 이후 매년 한 학년

씩 늘어나서 7년 후에는 K-12학년이 세워지게 

됩니다.  저희들이 소망하는 것은 우리 자녀들

이 주님 안에서 진리를 배우며 '하나님 나라를 

위해' 준비된 '제자'로 훈련되어 더 많은 분들과 

동참하게 되는 것이 기도의 제목이고 소원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우리 자녀를 지키려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녀 한 명 한 명을 향한 주님의 

뜻이 그들의 삶을 통해 풍성한 열매를 맺기 바라

며 준비하고 있습니다. 주님 나라를 넓히는데 함

께 갈 수 있는 "베델 클래시컬 아카데미(Bethel 

Classical Academy)"의 학생들로 성숙되어 질 

수 있기를 기도하며 준비하고 있습니다.

"베델 클래시컬 아카데미(Bethel Classical Acad-

emy)"에서는 외국어를 유치원에서부터 가르치

게 됩니다. Latin과 Spanish 그리고  Man-

derin을 배우게 될 학생들은 이후 다른 어떤 새

로운 언어를 습득하게 될 때 이를 기초로 큰 도

움을 얻게 되리라 기대합니다. 높은 학점을 받

는 것에 만족하지 않고 주님의 지혜 안에서 인

격과 덕을 쌓아 영적 지적 정서적인 면에서 균형 

잡힌 학생들로 키워 가려고 합니다. 이를 위해, 

교과목(아카데믹)과 더불어 음악, 미술 등의 교

과목을 접목한 커리큘럼을 준비하고 있으며 베

델 교회의 후원을 통해 학비는 일년에 $7,000 

수준으로 계획 중입니다. 최고의 교사진으로 운

영될 "베델 클래시컬 아카데미(Bethel Classi-

cal Academy)"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지역 내 

가장 우수한 사립 학교로 세워지게 될 것을 확

신합니다.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과 그 말씀에서 벗어나 잘

못된 가치가 기준이 되어 올바른 진리를 흔들고 

있는 요즘, 성경이 가르치는 바대로 자녀를 양

육하는데 관심 있는 분들을 위한 '학부모 설명

회'가 오늘 주일(23일)에 있으니 성도님들의 많

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 Mission (사명)
Bethel Classical Academy seeks to guide 

students to love, to learn, and to discern 

for the glory of God in all areas of life 

through Christ-centered education that 

builds wisdom and character with the 

Word of God.

"베델 클래시컬 아카데미( Bethel Classical 

Academy)" 는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

로 삶의 모든 영역에서 예수님의 인격

을 닮아가는 지혜로운 제자의 모습

을 갖춘 학생들을 길러내어 주님께 

영광 돌리는데 그 사명을 두고 힘

을 다할 것입니다. 

⊙ Vision (비전)
Bethel Classical Academy seeks 

to prepare a generation of stu-

dents through classically-based ac-

ademic excellence and Christ-centered 

values that fosters young minds to impact 

the world with joy and purpose for Christ, 

and build oneness in church, school, and 

home.

"베델 클래시컬 아카데미(Bethel Classical Acad-

emy)"는 훌륭한 학문적 성취와 더불어 그리스도

가 중심이 되는 가치를 전수하고 주님을 향한 삶

에 목적을 두어 기쁨으로 이 세상에 영향을 끼치

며 교회와 학교, 가정 모두를 통합할 수 있는 다

음 세대를 양육하는 비전을 갖고 있습니다.

베델 교육부 “베델 클래시컬 아카데미” 설명회 

Church Home

School

CHILDCHILD
학생학생

교회 가정

학교

■ 일시: 5월 23일(주일) 오후 1시

■ 장소: 유치부 예배실 (구, 식당)

■ 입학 등록 날짜: 6월 5일부터

■ 문의: Jamie Kim 전도사 (714)822-7552  

설명회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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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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년부: 장지은(Jie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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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5/23: 임명신, 황장은       5/30: 김정윤, 윤광미, 주성필        6/6: 이영옥, 한동희, 황장은

수영	수업에서	물에	뜨는	법을	배운	날은	제	인생을	바
꾼	날입니다.	깊은	곳에서	수영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주었기	때문입니다.	수영은	교과서나	교실에서	배울	수	
없으며,	스스로	물에	뛰어들어	물을	느끼고,	다른	사람
들이	어떻게	수영하는지	직접	봐야	합니다.	때때로	우
리	학생들은	영적으로	얕은	곳에	머물러	있습니다.	주일	
예배,	교실	안	성경	공부,	또는	특별	프로그램만으로	학
생들이	깊은	곳으로	뛰어들어	믿음으로	살도록	가르치
기에는	부족합니다.	

금요일	밤의	분위기가	바로	그것을	가능하게	합니다.	
BYM	금요	예배는	실질적	예배와	간절한	기도,	의미	있
는	교제를	통해	변화에	한	발	더	다가가게	합니다.	베델
의	고등학생들이	예수님을	향한	열정과	관계를	통해	더
욱	성장하기를	기도합니다.	웹	사이트를	통해	BYM	금
요	예배에	등록하세요!	

▶일시: 오후 8시-9시 30분 매주 금요일
▶장소: 비전채플
▶문의: John Yeo 목사 (818)270-5454
▶등록 방법: www.bethe1united.org

The	 day	 I	 learned	 to	 float	 in	 the	 water	 in	 swim-
ming	class	was	life-changing	because	it	gave	me	
the	confidence	to	swim	in	the	deep	end.	Swimming	
cannot	be	 learned	 from	a	 textbook	or	 in	a	class-
room.	Learning	to	swim	requires	personally	jumping	
into	the	water,	feeling	the	water,	and	witnessing	how	
others	swim.	Oftentimes	our	students	remain	in	the	
spiritually	 shallow	end	because	no	 amount	 of	 in-
and-out	Sunday	worship,	Bible	 study	 in	 a	 class-
room	setting,	or	special	programs	can	teach	a	stu-
dent	to	jump	in	and	live	by	faith.	The	vibe	of	Friday	
night	allows	for	exactly	that.	

Our	Friday	night	worship	attempts	to	bridge	the	gap	
between	 information	 and	 transformation	 through	
hands-on	worship,	passionate	prayer,	and	mean-
ingful	 fellowship.	 We	 pray	 that	 our	 high	 school	
students	would	grow	 in	 their	 passion	 for	 and	 re-
lationship	 with	 Jesus.	 Sign	 up	 for	 Friday	 worship	
through	our	website!		

사역광고 BYM, 뜨거운 금요일 밤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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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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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6일 수요일 오전 10시, "베델이 간다"와 "베델 
큐" 시즌 1의 마지막 회 11회가 베델교회 유튜브 채널을 통해 방영됩니다. 그
동안의 관심과 성원에 감사드리며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 제8회 베델 차세대 크리스천 리더 장학생 모집 신실한 하나님의 자녀로
서 열정과 패기를 갖추고 우리의 미래를 이끌어갈 젊은이들을 격려하기 위
한 2021년 베델 장학생 프로그램에 신청자를 모집합니다. 자세한 안내와 신
청서는 교회 홈페이지(www.bkc.org)에서 확인하실 수 있으며, 신청은 교회 
행정사무실이나 이메일로 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 기간: 5월 16일(주일)-7월 4일(주일)
문의: 김교식 집사 scholarship@bkc.org 

◆ 장학 특별헌금(오늘부터 3주간) 오늘(23일)부터 시작되는 차세대 크리스
천 리더들을 위한 장학 특별헌금에 동참해 주시길 바랍니다. 부모 세대도 겪
지 못했던 고통과 혼란의 청년기를 겪어내야 하는 우리의 젊은이들이 소망과 
용기를 가질 수 있도록 베델 성도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
다. 헌금 시 '장학헌금'으로 체크 혹은 노트해 주시면 됩니다. 
문의: 김교식 집사 (949)812-1423 

◆ 다음 세대를 위한 "베델 클래시컬 아카데미(Bethel Classical Acade-
my)" 설명회 베델교회에서 다음 세대를 위한 베델 크래시컬 아카데미를 설
립합니다. 이번 가을학기 8월 23일 개교를 위해 준비하고 있으며 첫해는 
Kindergarten부터 5학년까지 모집합니다. 관심있는 분들을 위한 학부모 설
명회가 오늘(23일)에 있으니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설명회 일시: 현장 모임-5월 23일(주일) 오후 1시, Zoom 미팅-오후 5시 
장소: 유치부 예배실 (구, 식당) 
학교 등록: 6월 5일부터
문의: Jamie Kim 전도사 (714)822-7552 

◆ 교사 컨퍼런스 교육부에서 교사들을 위한 컨퍼런스를 준비했습니다. 팬
데믹 상황 이후 교사들이 다시 한번 교사로서의 사명을 붙잡고 다음 세대를 
위해 헌신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교사로 봉사하길 희망
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열려 있으니 많은 신청 바랍니다.
일시:  오늘(2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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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igh
가 3주 동안 (5월 17일-6월 4일) 월요일에서-금요일까지 Zoom을 통해 아
침 7시에 만나 기도하며 성경을 읽습니다. 우리 중등부 자녀들이 올해 학기
를 주님 안에서 승리하며 끝낼 수 있도록 많은 참여와 기도 부탁드립니다.

◆ CIM 졸업 뱅큇  한어중고등부(CIM)에서 2021년 졸업생을 위한 축하의 
자리를 준비했습니다. 올해 졸업하는 CIM 학생들과 학부모님들의 참여를 부
탁드립니다. 맛있는 저녁과 축하순서 그리고 축복의 시간이 마련했습니다.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일시/장소: 5월 28일(금) 오후 6시 30분, 유치부 예배실(구, 식당)
문의: 김도석 집사 (714)401-0532

◆ 2021 어린이 여름성경학교(VBS) 등록 교회학교 VBS 등록이 진행 중
에 있습니다. "Mystery Island"라는 주제로 온라인으로 진행되며 페스티벌
은 현장에서 열립니다. 유익한 말씀, 신나는 찬양과 다양한 액티비티로 풍성
한 VBS를 준비하였사오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등록하신 분들에 한하
여 VBS 영상 코드가 나갑니다.
기간: 7월 13일(화)-7월 16일(금), 7월 17일(토)은 현장에서 페스티벌이 있습니다.
등록 기간/등록비:
 - 유아, 유치, 소망:  5월 17일-5월 30일, $35
 - 유년, 초등: 5월 17일-5월 30일, $45
문의: 각부서 전도사
등록 방법: 홈페이지 신청 bkc.org

◆ 교역자 동정 장지은 전도사님이 교회학교 전도사로 새로 부임하셨습니다. 
앞으로의 사역을 위해 기도 부탁드립니다. 

◆ 축하해주세요 
이 준/김성혜 집사 가정에 아들 이태현(Tayden)이 5월 16일(주일)에 태어
났습니다.

◆ 위로해주세요 
故 이현순 성도님(서수경 권사의 모친, 서상원 집사의 장모)께서 5월 20일
(목)에 한국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Apply to Life1. Have you ever had a situation where you wanted to push a reset button to start over again?

2. Expansion of the gospel toward Europe began in the city of Philippi, present day Asia 
 Minor(Turkey). Philippi is a city with what kind of 
 history,  and confirm city’s location on the map. (v.1)

3. Verses following Acts 16:11, we see members of early church in Europe, founded in Philippi. 
 Who are they, and what do you learn from combination of such people?

4. Who took first steps for the gospel after seeing a vision of Macedonia? And what were they 
 called? (Ref: Acts 16:2, 11, 25, Acts 17:6)

5. What was Paul’s reason for writing Philippians? Try to guess by using following reference 
 verses. (Ref: Phil 1:12-13, 2:25-30, 1:20-21, 4:4, Hab 3:17-18)

<Song in Response: Power in the Blood(Hymn 202), This is so Sweet Walk with Jesus(Hymn 456)

Sunday Worship Sermon Note Speaker: Rev. Bryan Kim

Secret of Joy, Reset with Gospel!
(Philippians 1:1) 

빌립보서 강해  -제1편 

Philippi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