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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임목사: 김한요
Rev. Bryan Kim, Lead Pastor

각 교육부 및 그 외
주일예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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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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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일 예 배 Lord's Day Worship Service
1부 예배Ⅰ7:00AM 2부 예배Ⅰ9:00AM 3부 예배Ⅰ11:00AM 4부(청년) 예배Ⅰ2:00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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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9-11. ........................... All together 다같이
4부/마태복음 7:21-29

말씀 Message.............................................1, 2, 3부. ...........................Rev. Bryan Kim 김한요 목사
기쁨으로 리셋(9) No

■ 소망부(장애인) / 온라인
11:00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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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BETHEL GRACE CHURCH / 비전채플, 온라인
2:00PM
■ 日本語 礼拝 / 임마누엘채플, 온라인
1:15PM

Cross, No Crown

기능이냐 존재냐
적용찬양 Song in Response..............................................................................All together 다같이
1, 2, 3부/섬김, 십자가를 내가 지고(찬367/새341장)

담임목사 방송설교 안내
■ 케이블TV 방송 (CTS America):
TV DirecTV 채널 2092·공중파 채널 18.8
화요일/오후 8시 30분·목요일/오후 1시

*결단찬양 및 봉헌 Song of Commitment & Offering..............................................All together 다같이
1, 2, 3부/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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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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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는 모두 일어나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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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온라인 예배와 현장 예배가 동시통역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www.bkc.org)
★ 교회학교 예배가 온라인으로 제공됩니다. 어린 자녀를 두신 부모님들의 협조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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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임목사 칼럼
Lead Pastor's Column

한류
Korean Wave
김한요 목사 / Rev. Bryan Kim

고등학교 때, 국사(國史) 선생님이 첫 수업 시간에 한자로 칠판에 國史라
쓰면서 “앞으로 배울 우리나라의 역사는 주위 강대국들에 의해 두들겨 맞
은 애꾸눈의 역사다”라고 했던 말이 지금도 선명하게 뇌리에 남아 있습
니다. 나라 국(國), 그러고 보니 꼭 애꾸눈 같이 생겼습니다. 지정학적 위
치로 보아 한반도는 나라가 힘이 없을 때, 주위 나라에 교두보 역할을 해
야 하기 때문에 늘 전쟁터가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열강의 대륙 진출 혹
은 해양을 향한 야망에 한반도는 늘 전쟁에 얼룩질 수밖에 없는 역사를
가졌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생각하면, 나라가 힘이 있으면 세계를 향해
뻗어 갈 수 있는 전략적인 위치가 또한 한반도입니다. 고구려 광개토왕
이 대륙을 향해 영토를 넓혔던 시절이나, 바다를 장악했던 장보고 시절
이 좋은 예가 아닐까 싶습니다. 대한민국이 가장 어려웠던 시절에 복음
이 한반도를 뒤흔들더니, 지금 유일한 분단국가임에도 불구하고 전쟁의
폐허에서 경제 대국으로 일어나게 되고, 미국 다음으로 복음을 많이 수
출하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해외 입양 기구로 널리 알려진 컴패션에 의
하면 한때 고아 수출 1등인 나라로 수혜를 누리던 나라가 세계의 고아들
을 입양 후원하는 1등 나라로 전환된 유일한 국가가 한국이라고 합니다.
이렇듯 분단된 조그만 나라에서 한류가 급물살을 탄 듯 세계를 향하여
뻗어 가는 것도 예사롭지 않습니다. 왜 세계가 한국 음악, 한국 드라마,
한국 문화에 열광하는지 신기하기만 합니다. 정말로 전통적인 한국 문
화를 세계에 수출하는 것이라면 모를까, K-POP이 순수하게 한국적이라
고 꼭 말할 수는 없을 것 같은데, 모든 세계가 다 아는 노래가 되었다는
싸이의 ‘오빤 강남 스타일!’과 지금 빌보드 챠트에서 7주째 1등을 하고
있는 BTS의 ‘버터’라는 곡이 유로 축구 결승전에서 공연되는 것이나, 한
국 여성 아이돌 그룹 블랙핑크의 인기 등 한류의 인기는 엎질러진 물처
럼 걷잡을 수가 없습니다.
세계는 한류에 열광하는데, 유독 북한만은 한류를 막아보려고 애를 씁
니다. 남조선 말투나 창법을 쓰면 징역 2년, 드라마를 보면 15년 징역이
라는 법을 만들어 단속하고 있습니다. 동무, 혹은 동지라 불러야 하는데,
‘자기야’ 한다든지, 남편을 ‘여보’ 대신에 ‘오빠’라 부르면 잡혀간다고 합니
다. 그래도 15년 감옥 갈 생각하고 한국 드라마를 열심히 보면서 우리의
말투를 흉내 낸다고 하니 웃지 않을 수 없습니다. 바라건대, 요즘 우리 막
내딸이 좋아하는 [슬기로운 의사 생활]도 북한으로 수출되어 훈훈한 인
간미가 한류를 타고 넘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한류에 복음의 돛단
배를 띄워 복음 수출의 마지막 사명을 감당하는 한국이 되면 좋겠습니다.

When I was in high school, my history teacher came into class on
the first day and wrote down two words History of Nation in Chinese characters and said, “What you will learn in our nation’s history is
that we have a one-eyed history of being bitten down by surrounding
stronger nations”. What he said remains in my mind today. When you
look at the character Nation(國), it looks like one-eyed face. When
we were weak, geopolitical location of Korean peninsula became a
bridge to surrounding nations. This made our country a constant battleground. History of our peninsula, from ambition by greater power
on land and sea, could only be stained with wars. But, on the flip
side, if the nation is strong, Korean peninsula is a strategic location
that can expand and stretch out into the world. Perhaps, this could
have been the case during Kogyuryo Empire when king Gwanggaeto
expanded the territory toward continents, and during Jang Bo-go era,
that ruled Yellow Sea. During Korea’s most difficult time, gospel came
and shook the peninsula. Regardless of being a divided country, we
have risen from pit of battles to an economic superpower. We now
export gospel to the world right behind U.S. According to Compassion International, an overseas adoption agency, a country that at one
time had the most orphans in the world is now number 1 in providing
help for orphans around the world. This is Korea.
This small divided country is expanding out into the world with rush
of Korean Waves. I am amazed how the entire world is fascinated by
Korean music, Korean Drama, and Korean culture. It is not necessarily about traditional Korean culture. We can’t really say that K-pop is
traditional Korean. Nonetheless, the entire world knew Psy’s “Oppa
Kangnam Style!” BTS’s song ‘Butter’ is currently charting number one
on Billboards for 7 weeks in a row and also being shown at European
Soccer Finals, and the popularity of Korean girl idol group, Black-Pink,
and more. It is hard to get a handle on Korean Wave like spilled water
The world is excited with Korean Wave. Only North Korea is trying everything to stop this Korean Wave. They made laws to stop this wave
in the country. If South Korean words or accent are used, they are
prisoned for 2 years. If they are caught watching Korean Drama, they
are prisoned for 15 years. They have to address each other as friends
or comrades. If they call their spouse ‘yeobo’(honey) or ‘oppa’(endearment for husband), they will be arrested. Even though they know
they will be put in prison for 15 years, they still watch Korean Dramas
and try to copy our ways of speaking. It’s almost comical. Hopefully,
[Hospital Playlist], a K-drama that my daughter enjoys watching, will
expand to North Korea, bringing warm humanity to them on this Korean Wave. And, I would like to see us as Koreans fulfill the last great
commission by sending a boat of gospel on this Korean Wa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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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립보서 강해 -제9편

주일 1-3부 설교노트 / 나눔교재

설교자: 김한요 목사

No Cross, No Crown
(빌 2:9-11)
1.

작년 고난주간에 우리 교회는 가정에서 세족식을 했습니다. 그때의 은혜를 나누어 봅시다. 작년이 아니더라도
세족식에 참여했던 경험이 있으면 그 은혜를 나눕시다.

2.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한다'는 말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3.

사도 바울이 10-11절의 말씀은 이사야 45:15-23을 참고한 것이라 믿습니다. 예수님의 타이틀 '주님(Lord)'은 어떻게
얻어진 것일까요?(참고/히 2:9-10)

4.

예수님의 비하(humiliation), 이후 승귀(exaltation)는 논리적인 귀결입니다. 이사야서에서는 어떻게 예언되었는지
참고 구절을 읽고 답하여 보십시오.(참고/ 사 52:13-15)

5.

예수님의 비하(humiliation)는 우리의 죄 때문입니다.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하시는 예수님을 보고 계셨던 하나님
아버지는 약속대로 그를 높이셨습니다. (고후 5:21, 요 15:5, 시 2:7-8) 우리도 함께 찬양하며 주님을 높여 영광 돌립시다.

<적용찬양: 섬김, 십자가를 내가 지고(찬367/새341장)

적용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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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 사역

방역 1팀

방역 2팀

땀범벅,
그래도 괜찮습니다
괜찮습니다!

방역 3팀

토요일, 주일 1부, 주일 2부 등 3개 팀에서 20여
명이 헌신적으로 사역하고 계시고, 방역팀이 사
용하는 분무제는 인체에 무해한 알코올입니다.
다소 불편이 있더라도 협조해 주시는 성도님들
께 항상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가족과 보낼 귀중
한 주말을 교회 방역을 위해 헌신해 주시는 20
명의 방역팀에게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제 마
음 역시 깨끗하게 방역이 되기를 기도하며 감사
드립니다.
강정훈 집사

방역팀이 생겼다는 소식을 듣고 기쁜 마음으로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 봉
사하는 저의 모습을 본 10살인 아들 하승이가
돕고 싶다고 하여 팀장님의 허락으로 아들과 함
께 방역팀에서 사역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아
들이 서툴러서 제가 혼자 하는 것보다 더 어려웠
지만, 이제는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어린 아
들과 함께 교회를 섬긴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
이고 은혜인지 이전에는 미처 몰랐습니다.
"비싼 알코올이지만 아끼지 말고 충분히 뿌리세
요"라는 팀장 장로님을 뵈면서 우리 교회 성도님
을 얼마나 아끼고 사랑하시는지 느껴집니다. 또
한 격려와 칭찬을 아끼지 않으시는 총무 집사님
께도 감사드리며, 좋은 리더십을 통한 참된 섬김
이 무엇인지를 배우고 있습니다. 방역팀의 수고
로 예배 시간에 성도님들이 안전하게 예배드릴
수 있으니 정말 기쁘고, 방역팀을 통해 제가 얻
어 가는 것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하나님의 교회

를 위해 아들과 함께 조금이나마 봉사할 수 있게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노승남 집사

I feel happy about helping the sanitizing
team because I get to glorify God. I love
working with my dad because we can spend
time with each other. I am encouraged to
do this because the Holy Spirit guides me.
방역팀을 도와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되어 정말
기쁩니다. 더구나 아빠와 함께 하는 시간이 너무
좋습니다. 방역하면서 성령님이 저를 인도하시
는 것을 느끼게 되니 힘이 불끈불끈 솟는답니다.
노하승(4학년)

교회와 예배를 위해 도움이 되고자 방역팀에 기
쁜 마음으로 동참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방역
복과 방역 마스크를 쓰고 여러 건물을 소독하고
나면 온몸이 땀으로 샤워를 한 듯, 숨쉬기조차
곤란한 결코 녹록지 않은 사역임을 첫날부터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본당을 방역할
때 주시는 하나님의 위로가 있었습니다. 하나님
께서는 이렇게 비어있는 본당의 모든 자리에서
당신을 찾으며 예배할 심령들을 애타게 기다리
며 세밀하게 예비하시고, 만나 주고 싶어 하신
다는 마음이 저에게 부어졌습니다. 이날 이후,
저의 방역 사역은 더 이상 땀범벅과 숨쉬기 힘든
어려운 일이 아니라 성도들의 예배 처소를 정결
하게 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거룩한 자리를 예비
하는 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귀한 일에

쓰임 받는 기회를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새벽부
터 안전한 예배를 위해 구슬땀을 흘리시는 장로
님 이하 모든 집사님이 얼마나 존경스러운지 알
수 없습니다. 이 모든 땀과 수고, 노력과 열정은
안전하게 방역된 자리만큼이나 깨끗하고 정결
한 예배로 이어져 하나님께 아름답게 드려지리
라 확신하고 그 예배를 통해 영광 받으실 하나님
을 찬양합니다!
이석배 집사

베델 공동체와 성도들의 안전, 그리고 교회로부
터 이웃으로 전파감염이 없기를 위한 사명감으
로 방역 사역에 임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변이
바이러스와 돌파 감염의 위험이 존재하고 있으
나, 모든 성도님의 가정과 사업장을 주님께서 지
켜주시리라 믿으며, 건강한 신앙생활이 이루어
지기를 기도드립니다. 샬롬~
이제석 집사

깃을 살짝 당기며 폼새를 마무리합니다. 주일에
만 입는 정장 촉감에 기분도 좋습니다. 지금은...
바람막이 쟈켓에 면바지면 충분합니다. 왜냐면
예배 후 눈사람 방역복으로 무장할 테니까요. 열
기에 숨은 막히고 땀으로 헝클어져 버린 헤어스
타일의 이 사람은 누군가 싶습니다. 그래도 좋
습니다. 교회 오픈 소식에 너무나 설레고 좋아
서 힘든 줄 모르겠습니다. 무사히 봉사할 수 있
게 해 주셔서 감사하며, 힘든 시기에 이렇게 드
리는 감사가 내 삶의 무기임을 고백합니다.
이희정 집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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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역 특집

이것이 베델의 생명력입니다
과 4주간의 새가족 훈련을 마치신 분들을 모시
고 새가족 환영회가 교회에서 열렸습니다. 5월
어머니 주일에는 꽃을, 아버지 주일에는 처음
으로 캔디로 만든 꽃을 달아드렸고, 무료 커피
와 디저트 제공이 있었습니다.

2021년 상반기 베델의 영적 성장과 멈추지 않
았던 사역들, 섬김의 발자취를 되짚어 보며 변
함없는 하나님의 은혜에 다시 한번 감사하는 시
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변함없는 예배의 현장

베델교회는 성도님들과 지역 사회를 보호하기
위해 한정된 숫자 내에서 교회 앞마당에서 실
외 현장 예배(0부 예배)를 통해 온 가족이 함께
하는 은혜를 맛보았습니다. 1월 4일부터 9일까
지 온라인으로 엘리야 새벽기도회가 진행되었
으며 이 은혜가 카타콤 기도회로 이어져 매주 목
요일 오전 10시 온라인에서의 뜨거운 기도 모임
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3월 14일, 철저한 방역으로 시작된 감격의 첫 주
일 현장 예배는 점차 3월 28일 유아부까지 모두
현장 예배로 오픈되기에 이르렀고, 현장 예배에
참여치 못하시는 성도님을 위해 온라인 예배도
병행하였습니다.

매주 수요일 오전 10시에 베델 교회 유튜브 채
널을 통하여 방영된 "프로젝트 아이엠"은 교회
와 성도님의 소통을 도왔으며, 지난 6월 30일부
터는 삶과 말씀을 찬양에 담은 "예수아"(예수님
과 함께 하는 수요일 아침)가 새롭게 편성되어
방영되고 있습니다.

진행된 사역들
올해, 베델의 사역은 "설
맞이 은퇴 목사님 가정
과일바구니 전달"이 있
었습니다. 식사대접 대
신 감사의 마음을 가득
담은 과일바구니를 만
들어 은퇴 목사님들의
가정을 방문하고 새해
인사를 드렸습니다.
1월에는 온라인 선교 박람회로 진행된 미션의
날과 베델 제자훈련(바이블 클럽, 양육반, 베델
BAM 훈련) 수료식과 셀목자 훈련 이후 셀목자
수련회가 현장에서 진행되는 감격의 순간이 있
었습니다. '온라인' 선교팀을 모집하여 선교 훈
련도 받고, 선교지에 선교 영상 편지도 보내며,
Zoom 미팅을 통해 현지 선교사님과 만남의 시
간도 가졌으며, 토요 헵시바 기도회에서 선교
(영상) 보고도 하는 10주 계획을 통해 역동적으
로 운영되었던 온라인 선교 모임도 있었습니다.
4월 4일 부활주일, 현장 예배에 참석하신 성도
님께 부활 주일 선물과 무료 커피 등 다양한 먹
거리들이 제공되었으며 사진 사역팀에서는 부
활절 컨셉트로 디자인된 포토 부스에서 사진 촬
영으로 온 가족 기념사진을 찍고 그 자리에서 바
로 사진을 출력해 주시는 섬김으로 풍성한 나눔
의 부활 주일을 보냈습니다. 성인에서부터 유아
까지 세례식과 입교식이 있었으며 예삶에서는
"코로나 숲을 뚫는 부활절" 행사도 있었습니다.

교육부와 예삶 청년부
교회학교에서는 매달 초, 성경 공부를 위해 필
요한 크래프트 패키지를 준비하여 부모님들이
픽업하시게 했고, 말씀 암송, 성경 읽기, QT, 예
배 인증샷 보내기 등에 참여한 아이들을 위한
Award store로 격려했습니다. 더 깊이 말씀을
공부하기 원하는 초등부 학생들을 위해 "To Be
Like Jesus 성경 속으로 GO GO!"라는 Zoom
을 통한 학년별 모임을 했습니다. 어린이 창조
과학 온라인 캠프, 중등부 아침 QT 온라인 모
임, Sports & Discipleship이 진행되었습니다.
BYM 고등부 금요 모임 "Set A Fire Friday"
가 매주 금요일 열렸으며, 제자 훈련 RTE(Road
to Emmaus)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성경적 성교육 학부모 세미나와 BYM 학부모를
위해 대학 진학에 필요한 재정 정보 세미나가 열
렸습니다. 온라인 교사 컨퍼런스를 통해 교사로
서의 사명을 확인하고 다음 세대를 위해 헌신할
수 있는 시간도 있었습니다. 7월 13-16일까지
온라인 여름 성경학교(VBS)가 미리 전달받은 크
래프트 패키지로 가정에서 부모님과 함께 참여
했고, 17일은 교회에서 VBS Carnival이 열렸습
니다. 예삶 청년들의 주중 현장 예배인 Family
Friday Night이 현장 예배로 진행되고 있으며
예삶 샘터 특강이 7-8월에 걸쳐 진행됩니다.
이외에도 온라인과 현장에서 쉬지 않으며 작은
씨앗처럼 섬겨주신 모든 베델 성도님을 응원합
니다. 앞으로도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힘차게 뛰
는 베델교회 사역들을 기대하며 우리 교회를 통
해 일하시는 주님께 영광을 드립니다.

4월 17일에는 그동안 온라인으로 새가족 등록

베델 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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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교사님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탄자니아 / 황광인, 황영숙 선교사
이번 사미르 여성 대통령은 무슬림이지만
선교사에 환대 정치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
다. 이유는 나라 살림이 많이 어려워져서 모
든 부분에서 돈이 되는 방법들을 놓치지 않
기 위해서입니다. 이것은 다행히 선교사들
로 하여금 다시 이 나라에 머물게 되는 기회
가 되었습니다. 이 기회가 앞으로도 더욱 순전하게 복음으로 연결
될 수 있는 기회의 고리들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0킬로를 운전하여 지역 교회들을 방문하면서 도전과 은혜
를 오히려 저희(지도자들)가 받고 왔습니다. 살아계시고 능력으
로 나타나시는 하나님의 사역들을 경험하는 은혜의 시간이었습
니다. 너무나도 가난해서 살아가기도 힘든 분들이 교회를 세우기
위해 백만 원에 이르는 대지를 교단 이름 앞으로 구입하고 나무를
얼기설기 엮어서 뜨거운 햇빛을 피해 옹기종기 앉아 예배를 같이
드렸습니다. 방문한 교회들이 잘 성장하며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
회들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황선교사께서는 백신 접종차 미국에 잠시 방문하셔서 소식을 전해 주셨습
니다.

My Story
My Song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 광야에 서 있네
(중략)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 광야에 서 있네
지난 12월 김한요 목사님께서 주일 예배 특송을
부탁하셨습니다. 연락을 받고 성령님께서 역사
하심을 확신했습니다. 제가 그때 바로 광야와 같
은 시기를 지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전 직장에서 1년 반 만에 초고속 승진을 하
며 소위 탄탄대로를 걷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
일도 근무하는 날이 많아지면서 예배보다 일에

몽골 / 을지바트, 민애령 선교사
식탁에 가득 쌓였던 약들을 정리하다
보니 그제야 20일간의 코로나와의 전
쟁이 끝났다는 걸 실감하게 됩니다.
온 가족이 코로나 양성이었지만 증상
은 다양했습니다. 남편이 처음 증상
이 나타났고 두통과 몸살, 열은 9일간
계속되었습니다. 열은 해열제로 잡히는 수준이었습니다만 기침이
심해졌고 증상발현 7일째 입원해 치료를 받았는데 병원에 입원한
게 정말 다행이었습니다. 저는 두통, 뒷목 뻐근함, 콧물, 몸살 등의
증상이 있었지만 열은 없었습니다. 피로감과 무력감으로 가사 일
이 무척 힘들었지만 점점 좋아져 5일쯤 되니 많이 나아졌습니다.
2주가 지나니 피로가 쌓여 귀통증, 치통, 안면 통증이 생겨 진통제
를 먹고 자고 일어나니 냄새와 맛이 사라졌습니다. 연이어 두 아
이도 코로나 양성으로 가족 모두가 쉽지 않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이제 회복 후, 평온하게 아무 일 없는 아침을 맞이하는 것이 얼마
나 소중한 것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많은 분의 기도로 저희 가족
모두 무사히 코로나를 넘길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과 기도해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립니다.

광야를 지나며
집중하며 하나님과의 교제는 멀어지고 세상의
성공과 명예 그리고 재물이 점점 제 삶의 중심이
되어갔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제 삶의 모
든 것을 막고 트셨습니다. 회사는 팬데믹으로 인
해 상황이 어려워지고, 인간관계를 비롯해 가정
에선 사춘기 딸과의 마찰을 겪게 하시며 저의 주
변 환경을 막아 버리셨고 온전히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없는 광야로 몰아내셨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주님을 향해 위를 올려다보며 기도하
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저의 교만을 회개하고 온
전히 주님의 손 붙잡고 의지하며 기도했습니다.
그렇게 일 년여 동안 저와 제 아내는 주님께 부
르짖으며 기도했고 감사하게도 올해 초 새 직장
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좋은 사람들과 일하게 해
주셨고 무엇보다 주일성수를 온전히 할 수 있는
직종으로 완전히 바꿔주셨습니다. 주님께서 제
삶을 기쁨으로 리셋해 주신 것입니다. 저의 삶
의 중심이 주님으로 정해진 지금은 광야를 걸

을지라도 주님의 구름
기둥 불기둥을 의지하
며 말씀의 만나를 먹으
며 걷는 삶이 되었습니
다. 광야도 지금의 자
리도 주님의 영광을 위
해 떠미셨다고 믿습니
다. 지금 회사 사람들
에게 농담 반 진담 반
으로 얘기합니다, "God sent me here. So I'm
not going anywhere." 이제는 광야 위의 모래
를 걸을 때도 그 모래가 주님 손 붙잡고 걷는 바
닷가 모래로 여기며 기쁘게 걷습니다. 오직 나를
통해 주님만 드러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황정환 집사
*위의 찬양은 7월 7일(수) "예수아"에서 부른 노래와 영
상이며 베델 교회 유튜브 채널을 통해 다시 보실 수 있
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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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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지현
디자인: 박선경
웹: 김정아
수양관: 오춘란

사역광고

베델 클래시컬 아카데미
2차 등록

미래의 베델 클래시컬 아카데미 가족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성경적 가치관을 바탕으로
기독교 고전 교육을 제공하는 Bethel Classical Academy는 2021년 8월 23일 개교합
니다. 첫해인 올해는 유치원부터 5학년까지의 학생을 모집하며, 매년 한 학년씩 늘려나
갈 예정입니다. 이번 베델 클래시컬 아카데미 2차 등록은 학생들이 2021-2022학기를 저희
와 함께 시작할 수 있는 마지막 등록 기회입니다! 신청과 등록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신청 대상: 유치원부터 초등학교 5학년까지
▶신청 기간: 7월 17일(토)-7월 31일(토)
▶등록 방법: 온라인 https://forms.bkc.org/PrivateSchool 또는 교회 홈페이지에서 링크 이용
▶등록 비용: 온라인 등록 fee $20과 학교 등록비 $350 (인터뷰 이후 admission이 허가되지 않으면 $350 환불 가능)
▶문의: 강수민 Assistant Mgr. (949)303-3535, bethelclassical@gmail.com

베델 클래시컬 아카데미 홈페이지 https://bethelclassical.org/irvine/

Open Enrollment for the Bethel Classical Academy

Greetings, future Bethel Classical Academy family! Bethel Classical Academy will open its doors on August
23, 2021 to provide a Christ-centered classical education for Kindergarten through 5th Grade. Currently,
we are receiving applications to be enrolled in the Bethel Classical Academy. This is the final opportunity
to timely register your students for the school year of 2021-2022.
▶Enrollment for: Kindergarten - 5th Grade
▶Date: Sat, July 17th - Sat, July 31st
▶How to apply: Visit https://forms.bkc.org/PrivateSchool or follow a link on the Bethel Church website
▶Fees: $20 online fee and $350 registration fee (The registration fee will be refunded if not admitted
to the school)
▶More Information: Sumin Kang Assistant mgr. (949)303-3535, bethelclassical@gmail.com

예배 봉사자
강단꽃(7,8월)Ⅰ 7/18: 박관규, 박재영 7/25: 김유진, 이 청 8/1: 김재석, 이태형 8/8: 정경애,현승원

선교후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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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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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델교회

베델 알림판

Bethel Announcements

◆ 주일 및 토요 헵시바 현장 예배 신청 안내
베델교회는 온라인과 현장에서 예배를 보다 완화된 기준으로 오픈하여 드리
고 있습니다. 예배 신청은 매주 화요일 새벽 5시 30분에 카톡 채널을 통해 발
송된 예배 신청 링크와 교회 홈페이지(bkc.org)에서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예배 신청 링크>
- 주일 성인 및 예삶 예배, 토요 헵시바 기도회 신청: checkin.bkc.org
- 교회학교 예배(유아-고등부) 신청: checkin.bkc.org/school
*부서가 다른 자녀가 여러 명일 경우에는 부서별로 각기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예배당 입장> QR코드와 함께 좌석 번호를 기억해 주시고 발열 체크 카메
라 앞에서 얼굴에 녹색 표시가 보이면 멈추지 않고 바로 입장하시면 됩니다
(얼굴에 붉은 표시가 보이면 안내 위원의 안내에 따라 주세요).
헌금하시는 분은 1, 2층 예배당 입구에 비치한 헌금함에 넣어 주시고, 헌금
준비가 필요하신 분은 예배당 입구에 헌금 준비 부스가 준비되어 있으니 이
용하시면 됩니다.

<동시통역> 2, 3부 주일예배 통역 서비스는 실시간으로 유튜브 생방송과 현
장에서 동시에 서비스되고 있습니다. 통역과 영어로 된 설교 노트지가 필요
한 성도님께서는 본당에 입장하실 때 로비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김태현 장로 (949)939-1862

◆ 교회 주차장 진입 안내
최근 교회 강변 트레일 도로 공사로 인하여 많은 자전거와 보행자들이 우회
하여 교회 주차장 입구를 지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교회 주차장 진입 시
매우 위험한 가운데 있으니, 성도님들은 주일 또는 주중에 교회 주차장 진입
시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 봉사자 주차 안내
현장 예배 인원이 늘어남에 따라 2, 3부 주차 공간이 많이 부족합니다. 이에
2, 3부를 섬겨주시는 식당팀, 예배 안내팀, 새가족팀, 주차팀, QR팀, Cafe
팀 외 봉사자들은 University Synagogue에 주차하시고 교회에서 수시로 운
영하는 미니밴을 타고 교회로 오시길 부탁드립니다.
주차하실 곳: University Synagogue, 3400 Michelson Drive, Irvine, CA 92612
문의: 홍대원 장로 (714)335-3300, 진정훈 집사 (714)318-2183

◆ 일본 선교 (리모트) 팀원 모집
올해 일본 단기선교는 KM, JM, EM, BYM이 연합하여 온라인을 통해 리모
트로 진행됩니다. COVID-19로 인해 선교지 현장에 직접 갈 수는 없지만,
리모트 선교로 영어 성경 캠프, VBS사역으로 섬기게 됩니다. 처음 시도하
는 리모트 선교가 잘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성도님들의 많은 기도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일정: 7월 25일(주일)-7월 29일(목) 오후 5-8시 (일본 현지 오전 시간에 맞추어
사역이 진행됩니다)
신청/문의: 홈페이지, 허용진 장로 (714)423-6996

베델뉴스
편집위원

◆ 수요 특별 기획 "예수아"
수요프로젝트 "예수아"(예수님과 함께 하는 수요일 아침)가 찬양과 삶의 이
야기를 담는 형식으로 제작되어 방영 중에 있습니다. 돌아오는 수요일(21일)
스페셜 게스트와 함께 하는 수요일 아침 "예수아"에 많은 관심과 사랑을 부
탁드립니다.
◆ BYM 중등부 Sports & Discipleship II
BYM 중등부에서 'Sports & Discipleship II' 모임을 시작합니다. 이 프로그
램을 통해 BYM 중등부 학생들이 영육 간에 건강한 자녀들이 되기를 바라고
기대합니다. 이번 주까지 sign-up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Daniel Hyeon 전도사 (949)677-4911

◆ CIM 여름 수련회
한어 중고등부(CIM)에서 The Cross(십자가)라는 주제를 가지고 여름 수련
회를 진행합니다. 많은 성도님의 많은 관심과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일정: 8월 5일(목)-8월 7일(토)
장소: 갈릴리 수양관
문의: 이형석 전도사 (714)944-8339

◆ 소망부 현장 예배
교회학교 소망부 현장 예배가 8월 1일(주일)부터 시작됩니다. 팬데믹 동안 만
나지 못했던 모든 소망부 친구들을 두 팔 벌려 환영합니다! 많은 관심과 신
청 바랍니다. 예배 신청은 화요일 새벽 5시 30분에 교회 웹사이트(bkc.org)
와 카카오톡 예배 신청 링크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
시간/장소: 8월 1일(주일)부터 매주 주일 오전 11시, 조이 채플
문의: 박정민 전도사 (909)319-8023

◆ 교회학교 교사 모집
교회학교에서 교사분들을 모집합니다. 어린 영혼들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
고 계신 분이라면 누구나 지원 가능합니다. 함께 다음 세대를 세워갈 신실한
교사분들을 찾사오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모집 부서: 유아부, 유치부, 유년부, 초등부, 소망부
문의: 각 부서 전도사

◆축하해주세요
이성호 집사, 이계현 권사의 아들 이영민 군과 Tracy Kung 양의 결혼식이
7월 10일(토)에 있었습니다.
◆ 위로해주세요
- 故 강 진 성도님(강익호 장로의 딸)께서 7월 5일(월)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 故 김보라 권사님(김석정 집사의 아내)께서 7월 13일(화)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 故 진창주 집사님(진명숙 집사의 남편)께서 7월 16일(금)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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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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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set to Joy Series (9)

Sunday Worship Sermon Note

Speaker: Rev. Bryan Kim

No Cross, No Crown
(Philippians 2:9-11)
1. Last year during pandemic, we had family foot washing ceremony at Passion week.
Share your blessings from that moment. Even if it’s not from last year but you have experienced
foot washing ceremony, share your blessings from that.

2. What does it mean to admit that Jesus Christ is Lord?

3. We believe that Apostle Paul referenced Isaiah 45:15-23 in verses 10-11.
How did Jesus receive the title ‘Lord’? (Ref: Heb 2:9-10)

4. It’s a logical conclusion that Jesus’s exaltation came after humiliation.
Read the reference verses and answer how this was prophesied in Isaiah. (Ref: Is 52:13-15)

5. Jesus’ humiliation was because of our sin. God the Father, who watched Jesus die on the cross in
obedience, exalted Him as promised. (2Co 5:21, Jn 15:5, Ps 2:7-8) Let’s praise together and glorify
our God in exaltation.

<Song in Response: Leaving the Glory of Heaven, Jesus, I My Cross Have Taken

Apply to Lif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