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1년 6월 13일제45권 2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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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베델제자훈련 수료식(3부) DT Commencement ................................... DT Graduate 제자훈련 수료생

성경봉독 Scripture Reading ................1, 2, 3부/빌립보서 1:9-11 ............................All together 다같이

4부/마태복음 6: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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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리셋(4) 기도의 고도를 높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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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염려로 살기, 기도로 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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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 3부/내	기도하는	이	시간(찬482/새364장),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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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www.bkc.org ◆ bethel@bkc.org

담임목사: 김한요
Rev. Bryan Kim, Lead Pastor

2021 THE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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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g and Wrapping Cloth

가방과 보자기

사람들 중에 가방 같은 사람이 있고, 보자기 같은 사람이 있다고 했습니

다. 한국 지성의 대표이자 이제는 한 겸손한 신앙인인 이어령 교수의 말

입니다. 그 깨달음에 무릎을 칩니다. 가방이 담을 수 있는 물건은 가방에 

맞는 물건입니다. 반면 보자기는 물건에 따라 자기 모양을 융통성 있게 

바꿉니다. 전도사 시절까지 포함하여 36년의 목회 생활을 뒤돌아 보면, 

저는 가방 같은 목회를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나름 훈련 목회를 지향하

면서 책임을 강조하고, 완벽주의를 지향하면서 최선의 덕을 추구했던 

것 같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던 목회적 가방에 맞지 않으면 담을 생각도 

하지 않았고, 심지어 신학적 가방에 들어가지 않으면 재고도 하지 않고 

버렸습니다. 그러나 목회가 저에게 끊임없이 도전하는 것은 이미 짜여 

있는 가방이 아니라 어떤 내용이든 담을 수 있는 보자기의 포용입니다. 

어떤 부부는 두 개의 가방을 들고 다니는 사람들 같습니다. 서로 자기 가

방에 들어가지 않는다고 치열하게 싸웁니다. 어쩌면 결혼은 이미 만들

어 놓은 가방을 해체하고, 보자기가 되어가는 과정이라고 말할 수 있습

니다. 그러나 자기 가방만 고집하면 결국 자신과 맞지 않는다는 말만 씁

쓸하게 남깁니다. 자기 가방에 딱 맞는 배우자를 만나 결혼하는 부부가 

얼마나 있을까요? 만약 내 배우자는 내 가방에 항상 딱 맞았다고 생각하

시는 분이 있다면 그분의 배우자는 틀림없이 완벽한 보자기 인생을 사

셨을 것입니다. 

교회에서 머리를 맞대고 주님이 맡겨주신 일을 하면서 저는 가방 같은 

분과 보자기 같은 분을 봅니다. 저의 개인적인 취향은 가방 같은 분입니

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저의 가방에 맞춰 주는 분이 좋습니다. 

웬만하면 제 가방을 사용했으면 좋겠고, 제 눈에는 제 가방이 더 좋아 보

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목회를 하면서 하나님이 저에게 깨닫게 해 주

신 것은 내 가방에만 담으려 하지 말고, 하나님의 보자기에 담아 들고 가

라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아무리 재고 찢고 자르고 맞춰도 제 가방에는 

다 담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복음이 제 가방에 들어오던 날부터, 서

서히 제 가방은 한땀 한땀 해체되기 시작했습니다. 제 가방과 맞지 않

는 오버사이즈를 담아보려고 쑤셔 넣기도 하고, 도시락 세워 담다가 반

찬 국물에 가방이 엉망이 되는 것을 경험하면서 복음은 저에게 올사이

즈를 담아내는 인격으로 변화될 것을 요구하셨습니다. 복음은 보자기의 

여유가 있는 인격의 공간을 만듭니다. 딱 맞지 않아도 담을 수 있는 여

백이 있습니다. 용서와 화해로 리셋을 원하시나요? 복음의 보자기를 항

시 챙겨 다니십시다.

There are some people who are like bags, and some who are like wrap-
ping cloths. This is according to a Korean intellectual, Professor Uh Ryung 
Lee, who became a humble believer. I slapped my knee in amazement 
at this realization. Whatever you put in a bag must fit in the bag. On the 
other hand, wrapping cloth can easily change its shape according to what 
it is wrapping. As I look back on 36 years of pastoral life, including minis-
try as an evangelist while in seminary, I wonder if my past ministry work 
has been like a bag. I believe I have done my best to orient my ministry 
with best intentions with training, responsibility, and perfectionism. If 
one didn’t fit into my bag of ministry work, I didn’t even attempt to try. 
I discarded without taking stock if it didn’t fit into my bag of theology. 
However, what continued to challenge me from ministry is not the bag 
that was already determined, but it is to embrace whatever the content 
like a wrapping cloth. 

Some couples live carrying two separate bags. They fight fiercely because 
they don’t fit into each other’s bag. Perhaps, marriage is a process of get-
ting rid of the bags that has been made and transforming to become 
wrapping cloth. If we are stubborn about our own bags, then we are left 
with bitter feeling, saying we’re not a match. How many couples would 
have married a spouse who fit perfectly into their bags? If there’s anyone 
who thinks the spouse always fit perfectly into their bag, then, without a 
doubt, their spouse lived a life of being a perfect wrapping cloth for them. 

While doing God’s work at church in close proximity with people, I observe 
those that are like bags and others like wrapping cloths. Personally, I like 
people who are like bags. More specifically, I like people who fit into my 
bag. If possible, I want to use my bag because I feel my bag is better. How-
ever, what God has made me realize in ministry is not to try to put into my 
bag, but the lesson of putting things into God’s wrapping cloth. No matter 
how I measure, cut, and make to fit, I cannot possibly put them all into my 
bag. My bag was slowly losing one stitch at a time when gospel of Jesus 
came into my bag. I tried stuffing oversized item that does not fit into my 
bag. I experienced leaking lunch box that made a mess in my bag when 
it was placed standing up to fit in. But gospel requires character transfor-
mation from me to be able to contain all-size. Gospel makes space for our 
character like wrapping cloth. There’s enough room with wrapping cloth 
even when it doesn’t fit perfectly. Do you want to reset for forgiveness and 
reconciliation? Make sure to always take wrapping cloth of gospel. 

김한요 목사 / Rev. Bryan Kim

담임목사 칼럼
Lead Pastor's Colum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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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기도로 그 구체적인 사랑의 행위가 나타납니다. 사랑하면 기도한다는 

 말이 맞습니다. 사랑한다면서 나의 기도 속에 없는 사람이 있습니까?

2. 바울의 첫번째 기도는 무엇입니까? 괄호를 채우시고, 그 의미를 적어 보십시다.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①                                          )과 모든 (②                                          )

 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9절)

 ①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②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3. 바울의 두번째 기도 제목은 (                                          )을 분별하는 것입니다. 나의 분별력을 위한 기도가 

 절실합니까?(10절a) 분별하기 위해 던지는 두 가지 질문은 무엇입니까?

4. 세번째 기도제목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날까지 (                                          )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10절b)

5. 마지막 기도제목이 무엇인지 아래 빈칸을 채우며, 우리의 신앙의 고도를 높이는 기도제목으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①                                             )과 

 (②                                             )이 되기를 원하노라(11절)

적용하기

<적용찬양: 내	기도하는	이	시간(찬482/새364장),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주일 1-3부 설교노트 / 나눔교재 설교자: 김한요 목사

기도의 고도를 높여라!
(빌 1:9-11) 

빌립보서 강해 -제4편 



2021년 6월 13일 베델교회4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병사베델 탐방 - 여섯 번째

이제 베델 탐방 여섯 번째, 그 마지막 회로 주

님의 부르심에 순종한 한 사람이 얼마나 위대한 

역사를 이루게 되었는지를 대표적으로 보여주

는 인물, 바로 근대 한국 의료의 근간이 된 세

브란스 병원 설립자 올리버 R. 에비슨(Avison, 

Oliver R., 1860-1956) 선교사를 소개해 드립

니다.

 

순종

"조선이라는 나라에 의료 선교사로 갈 생각이 있

습니까?" "네, 가보겠습니다." 캐나다에 온 언더

우드 선교사의 제안을 주님의 말씀으로 듣고 순

종하여 조선에 온 33세의 캐나다 의사, 올리버 

에비슨. 캐나다의 영국 이민자 가정에서 태어나 

토론토 의대를 졸업하고 모교 교수로 재직하면

서 선교에 대한 소명을 품고 있던 그는, 1893년 

조선으로 건너와 고종의 시의이자 제중원의 운

영을 책임 맡아 환자를 치료하면서 학생들을 모

아 의학교육을 시작하였다고 합니다.

 

자비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성품과 믿음을 가진 그

는, 동방의 조그마한 나라 조선으로 부르신 주님

의 마음으로, 약값을 낼 수 없는 사람이라도 진

찰을 거부하지 않으며, 통역 대신 조선말을 배워

조선인들을 섬기겠다는 운영 원칙을 세웠다고 

합니다. 제중원 책임자로 환자들을 치료하던 에

비슨 선교사는 한글로 된 의학 교과서를 집필

하는 한편, 제중원 의학교를 개설하여 언더우

드 선교사의 뒤를 이어 '연희 전문학교' 학장으

로 18년 동안 섬기며 많은 조선인 의학생들과 

의사, 간호사들을 양성하는 데에 온 힘을 기울

였습니다.

 

양선

각 교단별로 설립되어 운영 중이던 진료소들을 

하나로 묶어 어느 정도 규모 있는 병원을 설립해

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던 에비슨 선교사는, 안

식년을 맞아 방문한 미국 카네기홀에서 열린 '만

국 선교대회'에서 조선에 대한 뜨거운 열정과 사

랑을 담아, "제대로 된 서양식 병원과 조선인 의

사양성이 필요하다"는 연설을 하게 되었고, 청

중 가운데 한 명이던 사업가이자 독실한 기독교

신자인 루이스 헨리 세브란스의 1만 불 기부를 

받아, 한국 최초의 현대식 종합병원인 세브란스

병원을 설립하게 되었습니다.  

충성

한국인 의사와 간호사 양성을 위해 32세라는 

젊은 나이에 한국에 온 올리버 에비슨은 76세

가 되도록, 43년 동안 한결같은 봉사와 섬김으

로 한국에서 선교사로 지내다 은퇴하였으며, 귀

국길 에비슨 부부를 환송하러 서울역에 모인 환

송 인파는 800여 명에 달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조선에서의 마지막 채플에서 에비슨 선교사는 '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매 거두리라(갈 6:9)'는 말씀

으로 자신의 생애를 돌아보았습니다. 토론토 시

장의 주치의이자 모교인 토론토 대학교수로 보

장된 미래를 뒤로하고, 조

선에서 하나님의 복음

을 전하라는 말씀에 순

종하여, 온 생애를 아낌없이 드렸던 올리버 에비

슨 선교사는, 당시 신문 인터뷰 기사에서 "지금

까지 조선에 온 이래, 큰일 없이 무사히 지냈고 

조선을 위해 힘쓰는 의사를 매년 수십 명씩 배출

한 것을 진심으로 기쁘게 생각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할 따름입니다."라며 조선에서의 삶을 회상

하였습니다.

 

이러한 에비슨 선교사의 삶은 자녀들에게도 그

대로 이어져, 올리버 에비슨 선교사의 장남 더

글라스 B. 에비슨은 아버지와 같은 토론토 의

대를 졸업하고 1920년 북장로회 의료 선교사

로, 처음에는 선천 지방에서 활동(1920-1923)

하고 서울로 전임하여 세브란스 의학전문학교

에서 소아과 교수, 부학장 및 병원장 등으로 아

버지의 뒤를 이어 1947년까지 헌신하였습니다.

캐나다에서 소천했으나 한국에 묻히기를 원했

던 더글라스 부부의 뜻에 따라 양화진에는 2대

에 걸쳐 한국과 한국인을 사랑하여 세브란스라

는 종합 의료원을 설립하여 평생을 헌신한 더글

라스 에비슨 부부의 묘와 연세대 의료원에서 세

운 에비슨 가족 기념비가 있습니다.

베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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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들이 또, 다른 이들에게 전하리

택함 받은 자의 발걸음
CIM 중고등부 졸업 뱅큇

BGC 대학부 졸업 뱅큇

지난 5월 30일(주일) 비전 채플에서는 베델 영

어 교회에 속한 7명의 대학 졸업생들을 축하하

는 졸업 뱅큇이 열렸습니다. 매주 목요일, 대학

부 모임을 통하여 함께 기도하고 말씀을 나누던 

대학부 학생들과 대학부의 리더로서 소그룹을 

통하여 믿음의 선배라는 본을 보여주셨던 졸업

생들을 축복하는 뜻깊은 자리였습니다.  

베델 BYM을 통해 믿음 생활을 했던 저에게, 이

어지는 베델 영어 교회(Bethel Grace Church) 

대학부 "The Ardent" 에서의 신앙생활은 정말

로 큰 축복이었습니다. 그래서인지 이번 졸업 뱅

큇은 제게 더 큰 의미가 있었습니다. 대학부의 

많은 친구, 후배들과 함께 할 수 있었던 시간이 

아름다운 추억이 되었고, 주님이 제게 주신 귀한 

선물이었습니다. 대학부에서의 지난 4년은 제

가 "관계"에서 주는 복과 은혜를 많이 누릴 수 있

던 시간이었습니다. 아무도 예상할 수 없었던 이

번 현장 졸업 뱅큇을 통해 제가 얼마나 축복받은 

사람인지를 깨닫게 되었고, 제가 속해 있던 대학

부 공동체 "The Ardent"

는 제 삶 가운데 너무나도 

중요한 한 부분이었음을 

고백하며 주님께 이 감사

를 올려드립니다. 

Shanna Chung자매

(대학부 졸업생) 

일 년 전에는 저희

가 이렇게 졸업하

는 선배님들을 위

한 졸업 뱅큇을 하게 될 줄 전혀 생

각하지 못했습니다. 이번에 졸업

하는 선배님들은 대학부 리더로 

저희 후배들을 섬기며 늘 격려해 

주셨기에, 이번 현장에서의 졸업 뱅큇은 그 어

느 때보다도 더 큰 감사로 다가왔습니다. 졸업

생 선배님들을 꼭 현장에서 축하해드리고 싶었

는데, 저희의 이 마음을 주님께서 받아주신 것

입니다. 졸업 뱅큇 날 저녁 귀한 예배의 시간 그

리고 멋진 저녁 식사, 그리고 

이어진 모든 순서들은 선배

님들의 "섬김의 열매"가 맺히

는 현장이었습니다. BGC, 대

학부 "The Ardent"를 졸업하

는 선배님들은 저희에게 영원

히 잊지 못할 섬김과 사랑의 마음을 남겨주셨습

니다. 성숙한 믿음의 선배들과 함께 할 수 있었던 

시간에 정말 감사드립니다. 졸업생 선배님들, 사

랑하며 축복합니다. 

Faith Chong 자매

미국에 오기 전 저는 공부보다 놀기를 좋

아하고 꾸중을 듣기도 하는 평범한 학생이

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생각지도 않게 

미국에 오게 되었습니다. 특별한 것이 없는 

저희 가정이 미국에 올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은

혜라고 믿습니다. 미국에

서 저는 언어의 장벽과 문

화의 차이로 무능함을 깨

달았고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는 제가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는 것을 느꼈습

니다. 영어로 공부하는 것 또한 어려웠지만, 학

업은 하나님께서 제게 명하신 일이라고 생각했

기에 계속해서 기도하며 최선을 다했습니다.

우리는 살면서 많은 어

려움을 경험합니다. 그 

무게가 각자 다르겠지

만, 공통된 것은 우리

는 절대 어려움을 피

할 수 없다는 것입니

다. 하지만,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하나

님께서는 그 어려움

에서 하나님을 찾는 

자를 축복하기 위해 기다리신다

는 것입니다. 인간은 어떠한 일

에 대해 서둘러 확정하고 답을 찾

고 싶어 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

만 좋고 설레는 일이든 안 좋고 답

답한 일이든 오직 하나님께 기도

하고 인내하는 삶, 그것을 제가 배우고 한국으

로 돌아갈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추성현 형제(CIM 졸업생)

교사로서 가장 기쁘고 뿌듯할 때는 학생들의 믿음

의 성장을 보는 일인 것 같습니다. 베델 한어 중고

등부 공동체의 이름인 CIM - Christ in me, 곧 "예

수님이 내 안에"라는 의미가 특별히 공동체를 떠

나는 졸업생들에게 깊이 새겨졌으면 하는 바람입

니다. CIM을 거쳐 간 학생들이 교회와 사회의 여

러 곳에서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자기의 몫을 해

내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중에는 일정 기간을 헌

신하여 선교지를 섬겼던 친구들도 있었고, 또 하나

님의 종으로 부르심을 받고 신학 공부를 하고 전도

사님으로 사역을 하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이번 졸

업생들도 하나님 안에서 비전을 발견하고, 멋지게 

성장해 있을 모습을 기대합니다. 특별히 그 변화와 

성장 가운데 가장 중요한 영적 성장 또한 멈추지 

않기를 바라며,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하므로 살

아계시고 실제적인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개인적

으로 매일 깊이 만나며, 지혜롭고 명철 있는 하나

님의 귀한 자녀로 성장하길 기도하며 축복합니다.

 이현정 집사(CIM 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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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교사님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베델 교인으로 지난 20여 년간 베델 유치부를 

섬기셨던 황현주 선교사님 소식을 전합니다. 남

편 황순현 선교사님은 한의사로 클리닉을 함께 

운영하셨고, 교회 여러 사역들을 섬기셨습니다. 

현재는 캄보디아 끄랑저우 라는 작은 시골에서 

학교를 세워 6년째 교육과 의료선교를 하고 계

십니다.

끄랑저우 뉴홉 스쿨은 어떤 학교인지요?

오랜 유치부 사역으로 프리킨더 스쿨, 킨더 스

쿨, 애프터스쿨 운영해 오셨습니다. 불교 국가

인 탓에 아이들은 그 학교를 졸업하면 크리스천 

교육이 끝나지만, 하나님은 그 한계를 넓혀 주셨

습니다. 작년 현지 공립 초등교육 교사가 일자리 

의뢰를 하였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그 

교사에게 2개월 동안 복음 전하고 훈련을 통한 

뒤 현재 1, 2학년 초등생 크리스천 교육을 담당

하고 계십니다. 앞으로의 일 년 마다 학년을 하

나씩 늘려갈 예정입니다. 

이 학교는 캄보디아 현지인 교사로 구성되어 있

습니다. 최근 교사들이 세례식을 했는데 그때 학

교 건물 위로 무지개가 떠서 선생님들이 성경에 

나온 무지개의 하나님 약속하심을 떠올리시는 

귀한 경험도 가졌습니다.

현재 시작하신 새로운 사역에 대해 알려주세요.

부모 교육을 시작하였습니다. 끄랑저우는 덥고 

가난하고 대부분의 어른이 배우질 못한 곳입니

다. 술, 마약, 도박이 일반화되어 있는 부모들까

지 변화시킬 수 있는 부모교육에 대한 새 사역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셨고 첫 부모교육 미팅은 많

은 부모의 참여로 앞으로 이 사역에 대한 가능성

을 기대합니다.

사역하시며 감동적인 순간을 나눠 주세요.

노래와 미술을 배울 기회가 없던 아이들이 이 학

교를 통해 처음으로 배운 노래가 찬송가입니다. 

평지인 이 마을은 장애물이 없어 끝 집에서 크게 

내는 소리가 첫 집까지 다 들립니다. 어느 밤, 한 

아이가 멀리서 찬송가를 부르는 것이 온마을에 

울려 퍼지는 귀한 감동을 체험했습니다.

팬데믹 상황은 어떻게 지내고 계시는지요?

끄랑저우 마을은 외국인을 배척하는 작은 시골

입니다. 그곳에서 지낸 지 6년이 되어 가는데, 

혼자 외국인이라 PCR 테스트하러 2주마다 다

녀올 때마다 

내꾸르(선생

님) 부르며, 

외국인은 배

척하지만, 당

신만 예외라며 바

나나와 음식을 가

져다주곤 합니다. 

이제야 내가 그

곳의 이방인이 아닌 

그들과 함께임이 느

껴졌고, 내가 이 마

을에 필요한 사람임

을 느낍니다. 또한 

베델이라는 친정교회의 따스한 도움의 손길에 

더욱 감사합니다. 

*5월 22일 헵시바 새벽기도예배에서 황현주 선교사께서 

은혜를 나누어 주셨습니다.

매년 선교지를 향해 뜨거운 사랑의 발걸음이 이

어졌던 베델선교가 직접 찾아갈 수가 없는 안타

까운 상황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021년은 선

교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온라인 선교가 기획

되었고, 코스타리카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인

도하심 따라 베델 성도님들 가운데 그 마음을 품

은 코스타리카 선교팀이 결성되었습니다. 

코스타리카 선교팀 전원은 어려운 상황에도 포

기하지 않고 매주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으로 모

임을 이어왔습니다. 박경철 목사님의 인도에 따

라 찬양으로 예배하고, 합심하여 기도제목을 놓

고 현지 선교사역과 코스타

리카의 영혼들을 향한 간절

한 기도를 이어 왔습니다. 뿐만 아니라, 혹시나 

상황이 좋아지면 현지에 가서 그곳의 성도님들

과 함께 고백하고픈 "YO TENGO UN AMIGO 

QUE ME AMA!"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노래

하는, 스페인어로 된 찬양과 그에 맞는 율동을 

배우며 은혜로운 모임을 갖었습니다.

얼마 전, 현지에 계신 금상호 선교사님께서 우리 

교회의 기도와 지원으로 신속한 백신접종을 위해 

베델을 방문하게 되셨습니다. 감사하게도 코스타

리카 선교팀 모두가 기쁘게 한자리에 모여서 현

지 선교사역에 대해서 듣고 합심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특히 선교사님께서 백신접

종 후 조금 더 안전하게 현지 사역이 활발히 진행

할 것을 기대하며, 팬데믹으로 오래 만나지 못했

던 따님과의 짧은 만남을 뒤로하고 곧바로 현지

로 복귀하실 계획이심을 나누어주시는데 마음에 

깊은 울림이 있었습니다.

이에, 코스타리카 선교팀은 조심스레 추이를 살피

며 상황이 좋아지면 현지로 나아갈 그림을 그려보

고 있습니다. 바쁜 일정 속에서도 정성을 나누고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는 코스타리카 선교팀 모든 

분께 감사를 드리며 주님의 은혜가 함께하시기 바

랍니다. 하나님께 모든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이선갑 장로

캄보디아 선교지 소식

코스타리카 선교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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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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Ⅰ 6/13: 송상희, 이영옥, 정경애, 최종철   6/20: 김학남, 박경철   6/27: 김학남, 김한요,이현주, 한순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는	저절로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훈련되어	양성되는	것입니다.	베델교회는	훈련하는	교회로서	
1단계	새가족반,	2단계	양육반,	3단계	베델제자반,	4단계	전도폭발훈련,	5단계	베델동산으로	단계별	훈련이	이루어
집니다.	팬데믹	중에도	훈련생들은	성실하게	모든	과정을	감당하였고,	많은	분이	훌륭하게	예수님의	제자로서	훈련
을	마치게	되었습니다.	베델교회는	더	많은	성도님이	지속적으로	훈련받고,	참	그리스도인으로	더욱	깊어지기를	소
망하며,	수료하시는	모든	분들을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제자반(42명): 강엔젤라,	고윤화,	김명현,	김은혜,	김자현,	김정은,	김한미,	노영미,	박미정,	박상준,	박성은,	박세환,	
박신희,	박지연,	박지은,	박호성,	반주현,	변		진,	
송미선,	심진희,	오형익,	윤원득,	이경희,	이석배,	
이성우,	이성희,	이은하,	이자영,	임용석,	임지연,	
장세인,	장한나,	전해나,	조수진,	진명숙,	천승현,	
최동주,	최사라,	하은송,	현승원,	황선욱,	황인수

제자반 영어권(1명): Bo	Young	Kang

양육반(25명):	강		영,	곽소이,	권혜리,	김대영,	김문숙,	김애진,	노혜련,	박성진,	박성화,	방지선,	선왕석,	성지현,	
윤		민,	이상현,	이은진,	이정하,	이종수,	이현동,	임정순,	장윤정,	장현숙,	정대현,	정유진,	홍문령,	황사균

양육반 영어권(4명):	Jeff	Chang,	Elizabeth	Cha,	Daniel	Lee,	Christine	Min

바이블 클럽(25명):	구영순,	김선희,	김숙영,	김숙희,	김순희,	김영환,	김은혜,	김인흠,	김일혜,	남정자,	림학철,	박은숙,	
박정원,	선우명자,	선우원근,	오영옥,	유지혜,	이윤경,	이정옥,	인	훈,	장윤희,	조재연,	최지선,	허성숙,	황영애

BAM 훈련(19명): (1단계) 나미현,	류정빈,	박영선,	박정화,	박지숙,	서덕령,	오세영,	이수민, (2단계)	김회영,	박은혜,	
백미영,	정귀희,	황태영,	(TA)	강수연,	김경자,	박지학,	유형석,	정광묵,	허용진

전도폭발훈련(30명): (1단계)	김보영,	김성숙,	김정순,	노경희,	원현정,	이크리스티나,	조영화, (2단계) 박정연,	윤성자,	
오경희,	전혜정, (3단계)	김희영,	오은옥,	이현숙,	조선영,	(4단계) 김규현,	김관회,	김은혜,	윤광미,	주은주,	장지혜,	
황성희,	(5단계)	김아영,	김준연,	(리더반)	김종곤	강정희	최정임	황리나	선효신	정광실

▶일시/장소: 6월 13일(주일) 3부 예배 시, 본당

사역광고 베델 제자훈련 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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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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
원 안에서 현장예배와 온라인으로 드립니다. 예배 신청은 매주 화요일 새벽 
5시 30분부터 목요일 저녁 8시까지 하실 수 있습니다.
- 주일 성인 및 예삶 예배 신청: checkin.bkc.org
- 교회학교 예배(유아-고등부) 신청: checkin.bkc.org/school 
 *부서가 다른 자녀가 여러 명일 경우에는 부서별로 각기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 베델 제자훈련 수료식 오늘(13일) 3부 예배 시 수료식이 있습니다. 대상
자는 지정된 좌석에 앉아 주시기 바라며, 예배 후 코트야드에 마련된 포토존
에서 사진을 찍으실 수 있고, 준비된 부스에서 커피를 무료로 드립니다. 교
회에서 준비한 꽃과 수료증은 좌석에 미리 배부하오니 개인적으로 준비하신 
선물은 예배 후 코트야드에서 주시기 바랍니다. (수료자 명단은 7면 참조)

◆ 베델 수요 프로젝트 6월 16일 수요일 오전 10시, 베델의 수요 프로젝트 "카
타콤기도회 Again"이 유튜브 채널을 통해 방영됩니다. 많은 시청 바랍니다. 

◆ Father's Day 안내  코로나19를 지나며 힘들고 지쳐있던 베델의 모든 아
버지들을 위해 다음 주일(20일)은 교회 코트야드에 작은 이벤트가 준비됩니
다. 많이 참여하셔서 하나님의 기쁨과 위로가 가득한 날 되시길 바랍니다. 
일시: 6월 20일(주일) 2, 3부 예배 후

◆ 베델 클래식컬 아카데미 등록 및 교사 모집 베델교회에서 다음 세대를 위
한 클래식컬 크리스천 사립학교를 설립합니다. 이번 가을학기 8월 23일(월) 
개교를 위해 준비하고 있으며 첫해는 Kindergarten부터 5학년까지 모집합
니다. 등록은 온라인으로 신청하실수 있습니다. 정식교사 모집은 Edjoin으
로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학교 온라인 등록: https://forms.bkc.org/PrivateSchool/
학교 교사 모집:  Edjoin.org - Bethel Classical Academy    
문의: Jamie Kim 전도사 Bethelclassical@gmail.com, 강수민 (949)303-353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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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 사무실이나 이메일로 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 기간: 5월 16일(주일)-7월 4일(주일) 
문의: 김교식 집사 scholarship@bkc.org 

◆ 주일 예배 주차 안내 주차 공간의 부족으로 인해 주일 2, 3부 예배에는 이
중 주차를 하고 있습니다. 이중 주차하신 분들은 자동차 열쇠를 주차 사무실
에 맡겨주시고 티켓을 받아 가시기 바랍니다. 다음 예배를 위해 신속한 출차
를 부탁 드리며 예배 중간에는 차량이동이 어렵습니다. 특히 1-2번 lane은 
더블 파킹을 하기 때문에 1, 2부 예배 참석자는 예배 후 차량을 바로 출차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씩의 배려로 모든 분들이 은혜로이 예배드리고 돌아가
실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문의: 홍대원 장로 (714)335-3300

◆ 장학 특별헌금 부모 세대도 겪지 못했던 고통과 혼란의 청년기를 겪어내
야 하는 우리의 젊은이들이 소망과 용기를 가질 수 있도록 베델 성도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헌금시 '장학헌금'으로 체크 혹은 노
트해 주시면 됩니다. 
문의: 김교식 집사 (949)812-1423 

◆ 새생명선교회 장학생 모집 새생명선교회에서 재미 한인 대학생들을 대상
으로 장학생을 선발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선교회 웹사이트를(http://new-
lifemissionfdn.org)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접수기간: 6월 30일까지 
문의: newlifemissionfdn@gmail.com

◆ 예배 안내팀 봉사자 모집 예배팀에서 영광스러운 주일예배를 준비하는 
안내팀 봉사자를 모집합니다. 복음을 위한 예배팀 사역을 위해 관심있는 성
도님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합니다.
모집 분야: 주일(1부, 2부, 3부), FD팀(1부, 2부, 3부), 토요 헵시바 안내팀
문의: 김응진 집사 (213)215-4977, 이광수 집사 (714)595-4902

◆ BYM 고등부 제자 훈련 RTE (Road to Emmaus) 고등부 자녀들이 학교 
를 마치는 6월 둘째 주부터 8주간 제자 훈련을 시작합니다. 건강한 신앙 성 
장을 위해 많은 자녀들이 신청하도록 기도와 관심 부탁드립니다.
신청: bethe1united.com/forms (신청 마감: 6월 6일) 
일시/장소: 6월 13일(주일)부터 8주간, 오후 1시-2시 매 주일, 교회 
문의: John Yeo 목사 (818)270-5454 

◆ 교회학교 VBS TAKE-HOME BAG 픽업 Mystery Island라는 주제로 열
리는 어린이 여름성경학교 등록을 해주신 분들은 각 특별활동에 필요한 모든 
재료가 들어있는 Take-Home Bag를 픽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
은 각 부서 담당 전도사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일시/장소: 6월 26일(토) 오전 10시-오후 12시, 교회 주차장

◆ 교회학교 교사 모집 교회학교에서 교사분들을 모집합니다. 어린 영혼들
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계신 분이라면 누구나 지원 가능합니다. 함께 다
음 세대를 세워갈 신실한 교사 분들을 찾사오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모집 부서: 유아부, 유치부, 유년부, 초등부, 소망부 
문의: 각 부서 전도사  

◆  위로해주세요
- 故 조부덕 권사님(조재근 성도의 모친/조영화 성도의 시모)께서 
 6월 9일(수)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 故 황선명 집사님(황순현 선교사의 부친/황현주 선교사의 시부, 
 김순영 권사의 부친/김치완 집사의 장인)께서 6월 10일(목)에 
 한국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Apply to Life1. Paul’s love for Philippians’ saints concretely shows in his act of prayer. It’s correct to say that when you 
 love someone, you pray for them. Is there someone who’s not in your prayer that you say you love?

2. What is Paul’s first prayer? Fill in the blanks and write the meaning.

 And this is my prayer: that your love may abound more and more in (①                                       ) 

 and depth of (②                                       )  (v.9)

 ①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②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3. Paul’s second prayer is to discern (                                                   ). How desperately do you pray for 
 discernment? (v.10a)  To discern, what two questions do you ask?

4. Third prayer is to (                                                              ) until the day of Christ. (v.10b)

5. Fill in the blanks below to find the final prayer, and make it your own prayer to raise the altitude 
 of faith.

 Filled with the fruit of righteousness that comes through Jesus Christ- to the (①                                       ) 

 and (②                                       )of God. (v.11)

<Song in Response: Sweet Hour of Prayer, Do Not Be Anxious

Sunday Worship Sermon Note Speaker: Rev. Bryan Kim

Raise the Altitude of Prayer!
(Philippians 1:9-11) 

Reset to Joy Series (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