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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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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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아부(2-3세) / 본당 2층 영아부실, 온라인
11:00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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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치부(4-5세) / 유치부실(구식당), 온라인
11:00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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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년부(1-3학년) / 임마누엘, 온라인
11:00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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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초등부(4-6학년) / 체육관, 온라인
11:00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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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어중등부(BYM Jr.) / 비전채플, 온라인
11:00AM

성경봉독 Scripture Reading...............1, 2, 3부/빌립보서 2:12-13. .......................... All together 다같이

■ 영어고등부(BYM) / 비전채플, 온라인
9:00AM

4부/룻기 4: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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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어중고등부(CIM) / 샬롬채플, 온라인
11:00AM

기쁨으로 리셋(10) 완전

■ 소망부(장애인) / 온라인
11:00AM
■ BETHEL GRACE CHURCH / 비전채플, 온라인
2:00PM

속아 주신 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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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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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日本語 礼拝 / 임마누엘채플, 온라인
1:15PM

1, 2, 3부/아 하나님의 은혜로(찬410/새310장)

헌금 Offering. ...............................................................................................All together 다같이
헌금송: 1, 2, 3부/김유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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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믿음 in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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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산 받쳐주기
Hold Umbrella for Others
김한요 목사 / Rev. Bryan Kim

지난 메모리얼 데이에 애틀란타 메이저리그 야구팀 브레이브즈의 경기장
에서 야구 경기가 있었습니다. 마침 비가 내렸지만, 팬데믹 이후 모처럼
열린 경기라 다들 흥분된 분위기 속에서 경기는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한 야구팬이 우산을 펼쳐 들었습니다. 유니폼을 입고 있던 주니어 생도
(J.ROTC)에게 다가가 우산을 받쳐준 일이 화제가 되었습니다. 브레이브즈
경기장에는 ‘돌아오지 못하는 장병을 위한 좌석’(the POW-MIA Chair of
Honor)이 있는데, 그 옆에서 경기는 아랑곳하지 않고, 그 좌석만 바라보며
나라를 위해 싸워준 군인들을 향해 존경을 표하던 생도에게 야구팬이 우산
을 씌워준 것입니다. 이 사진이 “존중(respect)”이라는 단어와 함께 SNS에
돌면서 많은 사람의 감동을 자아냈습니다. 어떤 분은 이것이 미국을 세계에
서 가장 강한 나라로 만든 저력이라고 평가하기도 했습니다.

There was a game in the home field of a Major League team, Atlanta Braves on Memorial Day. Although it rained, because it was a game
with spectators for the first time since pandemic, the game began with
everyone in great excitement. Then one of the baseball fans opened an
umbrella. He went over to a JROTC member and held up the umbrella
for him. This became a hot topic. In the Braves baseball field, there is ‘The
POW-MIA Chair of Honor’. Not paying attention to the game, while this
person wearing JROTC uniform stood staring at the chair and giving
respect to those soldiers fought for our country, the fan went over and
held up the umbrella for him. Picture of this with the word “Respect”
went viral on social media, stirring many people’s emotions. Some people
assessed that this is what makes U.S. the strongest nation in the world.

미국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경기인 미식축구 결승전 수퍼볼은, 미군이 어디
있든지 인공위성을 써서라도 생방송으로 중계해 줍니다. 나라를 위해 생명을
걸고 싸우는 장병들을 위로하기 위해서라면 무엇이든지 하겠다는 뜻입니다.
지금도 비행기에 탑승할 때, 제일 먼저 군인들을 태우는 전통을 보면 군인이
된 것이 얼마나 자랑스러울까 싶습니다. 점심을 판매한다는 기내 방송이 나오
자마자 아프간에 배치되기 위해서 비행기를 타고 가는 기내에 있는 모든 군인
을 대접하겠다고 선뜻 나선 한 승객의 흐뭇한 이야기를 통해서도, 미국 사람들
이 나라를 위해 싸워주는 군인들을 얼마나 고맙게 생각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Americans love football games. Football’s final game Super Bowl,
will always broadcast live to American soldiers wherever they are stationed, even if it means to move a satellite to do it. This means that
they will do anything to comfort those soldiers who are putting their
lives on the line to fight for the country. Even now when boarding
an airplane, there is a tradition of boarding soldiers first. How proud
they must feel to be a soldier. We hear heartwarming stories of passengers, as soon as food purchase announcement was made, who
offered to buy food for all the soldiers on the plane on their way to
be stationed in Afghanistan. We see how thankful Americans are to
these soldiers fighting for the country.

얼마 전 팬데믹 상황 속에서 더 어려워진 작은 교회를 섬기는 목사님들을 격
려하는 모임에 다녀왔습니다. 큰 금액은 아니지만 어려울 때에 교회를 지키
고 섬기는 동역자들을 돕자는 뜻깊은 모임에 동참하는 마음으로 다녀왔습
니다. 돌아오지 못한 장병을 위해 빈 의자를 마련해 주듯이, 혹은 파병 군인
들의 기내 점심값을 조용히 내주듯이, 이런 모임을 계획한 은퇴 목사님과 기
금모금 단체가 있어서 참 감사했습니다.

Not too long ago I went to a meeting to encourage pastors of small
churches who are going through difficult times due to pandemic. I
went with desire to support my colleagues who are doing their best
to keep their churches afloat in the midst of difficult time. I wanted to
participate in the support of financial effort with a small amount. Like
keeping an empty chair for a soldier who did not return and quietly
paying lunch for an injured veteran, I am truly grateful for retired pastors who organized this effort for financial support.

비 맞는 생도에게 우산을 받쳐주던 사람처럼, 우리에게도 따듯한 마음을 나누
며 서로에게 우산을 씌워주는 존중의 문화가 있습니다. 오늘도 교회를 사랑하
고, 연약한 성도님들을 돕기 위해 정성스럽게 음식을 만들어 배달하는 분들, 교
회의 엔진룸인, 새벽기도의 자리를 조용히 지키며 눈물로 기도하시는 분들, 목
회자 사무실에 소리도 없이 먹을 것을 두고 가시는 우렁각시들, 안 보이는 성
도님들이 혹 아프신 것은 아닌가, 따듯한 안부 전화를 돌리는 미래의 셀목자님
들, 매 주일 땀 흘리며 자원봉사로 섬기시는 신실한 분들의 손에 시원한 아이
스 커피를 쥐어주고 가는 무명의 성도님들 … 우리에게 이렇게 서로 우산을 받
쳐주는 작은 친절로 만들어가는 존중의 문화가 더욱 번져가기를 기도합니다.

Like holding up an umbrella for a JROTC member standing in rain,
we also have a culture of sharing our hearts and respect for others.
Because of their love for the church, we have people making and delivering food to members who are in need. There are those that tearfully pray, quietly keeping our prayers going at early morning prayer
meetings, our church’s engine room. There are people who come in
quietly to pastors’ office to drop off food, cell leaders calling on those
who they haven’t seen for a while to make sure that they are well, and
handing ice coffee to volunteers who faithfully serve every Sunday…
I pray for spreading of this culture of kindness and respect of holding
an umbrella for each oth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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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립보서 강해 -제10편

주일 1-3부 설교노트 / 나눔교재

설교자: 김한요 목사

완전 속아 주신 사랑
(빌 2:12-13)
1.

자녀들에게 속아 준 경험이 있으십니까?

2.

사도바울이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라는 부탁에서 느낄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12절, 참고/ 2:1-4, 4:2)

3.

구원은 선물로 얻어진 것입니다. 그렇다면 "구원을 이루라"는 명령은 어떤 의미입니까?(12절, 참고/ 엡 2:8)
두 가지 각도로 그 의미를 살펴 봅시다.

1)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참고/ 마 9:6)

2)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13절)

4.

하나님이 우리를 인격적으로 대하시는 것을 알 수 있는 구절은 무엇인지 아래 칸에 적어보십시오.(13절)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5.

실제 이루시는 주체는 누구인가요? 참고 구절을 읽으면서 내 삶에 열매가 맺힌 것이 있다면 그 분께 감사하는
기도를 올리십시다.(참고/벧후 1:3, 5, 딤후 2:7, 골 1:28-29)

<적용찬양: 아 하나님의 은혜로(찬410/새310장)

적용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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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In His Time
하나님은 들어주셨습
니다, 아버님을 꼭 안
아 드리고 싶어 하는 남
편의 바람을...

는 부모님을 뒤로하고 돌아오는 길, 마음은 무겁
지만, 부모님의 여생이 하나님 안에서 더욱 풍성
해지시길, 다음 만나 뵐 때까지 건강하시길 기도
하며 LA로 향합니다.

2년 만에 방문한 고국
방문은 시아버님의 팔
순에 맞춰 계획했는데,
직장 때문에 한국에 오래 머물 수 없는 남편은 2
주간 자가격리를 할 시간이 안 돼, 저와 아이들
만 한국에 보내고 발만 동동 구르던 상황이었습
니다. 하지만 7월 초, 백신 맞은 재외국민의 한
국 가족 방문 시 격리 해제 소식이 전해졌고 정
말 기적처럼 아버님의 생신에 맞춰 온 가족이 모
여 축하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하나님의 타이
밍은 언제나 완벽하십니다. 17년 이민 생활 동
안 늘 그랬듯 그리운 이들이 있는 한국 방문은
무척 설레는 일이지만 한 해 한 해 연로해 가시

두려움 속에서 더욱 확실해
진것
5년 전에 이식한 심장 제
세동기의 오작동으로, 멀
쩡한 정신에 30회 넘는
shock을 받았습니다. 마치
벼락을 맞은 듯 비명은 계
속되었고 이어지는 Shock은 정말 공포 그 자체
였으며 어떤 사람은 이러다가 죽음을 맞이하기
도 합니다. 기존의 제세동기와 대동맥에 엉겨 붙
은 전극선을 제거하다가 대동맥이 찢어지면 최
악의 경우도 생길 수 있다는 말을 듣자 덜컥 겁
이 났습니다. 눈을 감으면 가짜 Shock이 와서

김정은 집사

한숨도 잠을 잘 수가 없었습니다. 한밤중에 드리
는 온라인 예배에서 "I'm put here Keimai(하
나님이 크신 계획 아래 나를 이곳에 놓이게 하셨
다)"는 목사님의 말씀에 큰 위로가 되어, 뜨거운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렸습니다. 수많은 베델인
들의 안부 전화와 기도 전화, 격려 문자, 장문의
기도문을 받고 얼마나 큰 힘이 되었는지요. 회
복 중인 지금 여전히 후유증으로 언제 응급실에
갈지 모를 상황이지만, 두려움을 넘어 하나님을
무한히 신뢰할 수 있는 여러 이유 중 하나가 베
델의 많은 중보자가 계심입니다.
아직 교회 사역에 많이 동참하지 못한 성도님들
이 계시다면, 주일에 교회만 왔다 갔다 하지 마
시고 가능하면 셀모임과 여러 사역과 훈련에 꼭
참여하시길 권면합니다. 한 치 앞도 모를 우리
삶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정말 "큰 힘"이
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윤영우 집사

나는 하나, 주님은 아홉

간증 / 행사지원팀

행사지원팀은 글자 그대로 교회의 크고 작은 행
사를 지원하는 팀입니다. 어떤 행사 리퀘스트가
들어와도 모든 행사에 주께 하듯 섬기시고 기도
하시는 팀장 권사님, 계획을 진행하며 현실과 이
상의 중간 즈음에 헤매고 있을 때 우리의 생각을
깔끔하게 정돈해 주시는 총무 권사님을 위시하
여 우리 베델교회를 사랑하는, 손재주도 눈썰미
도 뛰어난 팀원들이 각 행사 때마다 함께 섬기고
있습니다. 전문 지식이나 경험을 가진 모임은 아
니지만 이런 아마추어들이 모여 섬긴 후에는 늘
감사와 영광이 넘치게 됩니다. 우리의 손이 1을
했다면 하나님께서 9를 더하시어 10의 효과를
나타나게 하시는 놀라운 경험을 하며 섬기고 있
습니다. 우리의 손 역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기
때문에 겸손해질 수밖에 없음을 늘 고백하며 하
나님께 영광 돌리는 행사 지원팀입니다.
박정화 집사

팬데믹 중에도 활발한 사역팀 중의 한 팀이 저
희 행사 지원팀입니다. 온라인으로 진행되는 사

역에 쓰이는 스크린 뒷배경이나 스튜디오를 설
치하고 꾸미는 것은 우리 모두에게 도전이었지
만 새로운 프로젝트를 할 때는 합력하여 선을 이
루시는 하나님을 리더로 생각하며 많은 사람의
아이디어를 종합해 나갑니다. 때로는 기발한 아
이디어가 나오기도 하고 엉뚱한 의견이 나오기
도 합니다만 리더이신 하나님을 믿
고 따라갑니다. 팬데믹 중에도 늘
하나님은 아름답고 풍성한 은혜를
저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인원을
모으는 것이 어려우리라 생각했지
만 돕는 손길과 헌신의 마음들
이 모이는 기적을 경험하곤 합
니다. 스튜디오를 검정으로 만
들어 달라는 요청에 창고에 있던
테이블보를 이용할 수 있었고, 푸
른 나뭇잎이 우거진 포토 부스를
만들어야 하는 상황에는 몇 년 전
에 쓰던 크리스마스 장식을 다시 쓸 수 있었습니
다. 저희의 작은 정성과 아이디어가 기쁨이 되

어 탄생할 때 저희는 그저 감사할
뿐입니다. 작은 꽃다발, 캔디 그리
고 소박한 데코레이션이 성도님들
의 입가에 미소를 띠게 하고 따뜻하
게 전달되는 것이 저희의 작은 바람이며 보
람입니다.
교회에 날마다 더한 감격과 은혜가 넘치길
기도합니다. 준비하고 작업하는 모든 과정
의 헌신을 통해 우리 팀원들의 은혜로 녹는 경험
이 우리를 자라게 하고 성숙게 하길 기도합니다.
김수진 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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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 여름성경학교 후기

Let’s Go! 신비한 섬으로

지난 주간에는 베델 교회학교에서 '미스터리 아
일랜드'를 주제로 준비한 VBS가 온라인으로 열
렸으며, 토요일에는 교회 현장에서 열린 카니발
을 통해 아이들과 부모님들의 기쁨의 시간이 되
었습니다.
유아부
미국에서 우리 아이
들에게 건강한 신앙
을 심어주는데 베델
교회학교가 있어서 얼
마나 감사한지 모릅니
다. 교회 공동체가 한
마음으로 미래를 위한
신앙 교육에 정성을 들
이는 것이 참으로 자랑
스럽습니다. 일 년 중 가장
기대되는 프로그램인 VBS
는 올해는 짜임새 있게 온
라인과 오프라인을 병행해
진행되었습니다. 마지막 날
의 카니발은 많은 교역자님
과 교사분들 또 TA들의 철저
한 준비로 우리 아이들에게
아주 멋진 또 하나의 추억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미스
터리 아일랜드의 보물
과 같은 베델 교회학교
를 허락해 주신 하나님
께 감사드리며 내년에는
정말 모두 함께 모여 VBS
를 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
히 소망합니다.

유년부
지난주 저는 너무도 귀한 곳에 다녀왔습니다.
그곳은 다름 아닌 보물을 찾을 수 있는 신비한
섬이었습니다. 그곳은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만
나주신 귀한 장소였습니다. 제가 그곳에서 만난
주님은 저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모릅니다.
주님의 하나뿐이신 예수님을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
가를 지게 하시고 또 부활하
시어 우리에게 영생의 선

소망부
7학년을 막 마친 코엔에게는 아직도 유아 유치
부 그리고 초등부가 하는 VBS가 무척 기다려지
고 설레던 한 주였습니다. VBS 율동을 땀 뻘뻘
흘리며 따라서 하고, 본문을 읽을 때도 큰소리로
따라서 읽고, 목사님 설교도 푹 빠져서 듣고, 크
래프트와 액티비티도 너무 좋아하며 만들었습
니다. 부모 된 마음엔 다른 자기 또래 아이들처
럼 컸으면 하는 안타까움이 있지만, 또 다른 마
음 한쪽에서는 이런 순수한 아이들을 보시며 너
무 사랑스러워하실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져서
우리 코엔이 많이 자랑스러웠던 VBS
였습니다.
최 훈 집사(학부모)

초등부
저는 베델의 새가족입니다. 베델에서 경
험한 첫여름성경학교 정말 멋진 시간이었
습니다. 제 기억에 최고로 생각나는 것은
시리얼이 가득한 컵 속에 있던 숨겨 있던
초콜릿 성경, 정말 최고의 맛이었습니다.
정말 시리얼과 그 안에 숨겨 있던
초콜릿 성경, 얼마나 맛있었는지 모릅
니다. 이 경험을 통하여 마치 숨겨진 성
경 모습의 그 초콜릿처럼 하나님의 말
씀인 성경이 진정 가장 귀한 보물인 것
을 깨달았습니다. 여름 성경학교를 마
치고 제가 성경을 대하는 시간과 찬양하는 시간
이 많아졌습니다. 주님의 보물을 발견할 수 있
었던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내년 여름성경학교
가 빨리 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벌써 많이 기
다려집니다.
Ian Yun(4학년)

김수지 집사(학부모)

유치부
이번 VBS는 제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시간이
었습니다. VBS가 현장 예배인 줄 알고 신청해
서 어쩔 수 없이 온라인으로 VBS를 참석하게
되었는데 제 생각과 달리 아이들은 너무나 집중
을 잘하며 매일매일 VBS를 기다렸습니다. 그동
안 이런저런 핑계로 예배를 등한시했던 것을 회
개하며 아이들과 저희 가정이 더욱 예배의 자리
로 나갈 것을 결단합니다.

물을 주셨습니다. 이것은 정말 진정
한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보물이었습니다. 이
번에 경험한 여름성경학교는 너무 귀한 시간이
었습니다. 미술과 공작 그리고 자연 시간 너무
즐거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설교 시간과
찬양 시간은 정말 잊을 수 없는 멋진 시간이었습
니다. 수고해주신 전도사님들과 선생님들 모두
정말 감사합니다. 벌써 내년 여름성경학교가 막
기다려집니다.

매일 밤 아침 9시를 기다리고, 종일 찬양을 흥얼
거리며 VBS 5일을 보냈습니다. 타주에서 이사
온 지 얼마 되지 않은 우리 가족에게 베델 교회
에의 첫 VBS는 참 특별한 시간이었습니다. 어
디서나 동일하신 하나님을 알아가는 기쁜 시간
이었고, 새 교회를 낯설어했던 아이들이 교회에
마음을 활짝 열게 된 감사한 시간이었습니다. 얼
굴도, 이름도 모르는 수많은 분의 기도와 정성과
애씀이 담겨있음을 보았습니다. 정말 감사드리
고 또 감사드립니다.

김은혜 성도(학부모)

홍라은(3학년)

김주희 성도(학부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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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의 몸은 주님 계신 곳

교회학교 / POP

2021년 POP(Promise of Purity, 어린이 성교
육)는 15명의 학생과 5명의 헌신 된 교사가 소그
룹으로 모여 Zoom을 통해 진행되었습니다. 이
프로그램을 통해 하나님은 왜 우리를 남자와 여
자로 창조하셨는지를 배웠고, 학생들이 하나님
만드신 가정의 목적과 중요성을 이해하여 순결
의 중요성을 마음에 새기는 하나님의 귀한 아들
딸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진아 전도사

POP를 통해 성숙한 믿음의 여인이란 어떤 모습
인지 배웠고, 미디어의 영향력이 얼마나 크고 위
험하며, 잘못된 길로 인도할 수 있는지도 알게 되
었습니다. 제 몸의 각 부분 부분을 하나님이 얼마
나 귀하고 아름답게 만드셨는지도 깨달았습니다.
Anna Yan(4학년)

세미나를 통해 동성애가 죄인 것을 깨달았고, 우
리는 동물과 너무나도 다르다는 것도 다시 알게
되었습니다.  저 자신이 저의 몸을 순결하게 꼭
지켜야겠다는 다짐을 하게 되었습니다.
Bella Lee(4학년)

락해 주신 주님께 감사합니다.
Joanna Chun(5학년)

저는 아기가 그렇게 조그마하게 엄마의 몸에서
자라기 시작하는지 몰랐습니다. 하나님이 하시
는 일은 정말 놀랍습니다.
Joanna Park(4학년)

하나님이 왜 남자와 여자를 만들었는지를 확실히
알았고 또 결혼을 통하여 주시는 축복도 배울 수
있었던 시간이었습니다. 우리의 몸이 성전인 것
을 다시 배우면서 순결을 지키며 주님이 원하시는
자녀로 살아갈 것을 주님 앞에서 다짐했습니다.
Nina Change(6학년)

중학생들을 담당했던 저는 온라인 수업에서 학
생들이 얼마나 배웠을까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대면 수업에서 학생들이 POP를
통해 장래 크리스천 남성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
는지에 대한 확실한 가이드라인을 갖게 되었다
는 것에 몹시 놀랐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환경에
서도 일하십니다.

관을 가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아이들
과 함께하며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또한 하
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멋지고 오묘하게 지으셨
는지 또다시 알게 해 주시니  감사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세상에서 배우는 것과 교회 안에
서 배우는 것의 차이가 커져만 가는 이 시대에,
주님의 일꾼으로 사용해 주셔서 큰 책임감을 느
낍니다. 점점 더 어지러워지는 세상 속에서 믿음
을 지켜내며 살아가야 할 우리 아이들을 위해 더
열심히 기도하겠습니다.
Sunny Kim 교사

완전한 주님의 계획이 분명히 있음에도 세상에
서는 잘못된 길을 가도 괜찮다고 합니다. 세미
나에 참석하고서야 공립학교에서의 성교육이
얼마나 잘못됐는지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베
델교회에서 진행된 POP 교육은 주님이 준비해
주신 선물이었습니다. 이 사역을 통하여 하나님
의 진리를 너무나도 귀하게 받아들이는 학생들
의 모습에 놀랐고, 그들의 간증을 통하여 팬데믹
기간에도 주님의 사랑의 메시지가 확실히 전달
된 모습에 감사와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Sherry Kim 교사

John Han 교사

지난 5주간의 POP를 통해 저는 많은 것을 배웠
고 이를 통해 주님의 마음을 더 많이 알 수 있었
습니다. 저는 순결을 꼭 지켜 주님이 기뻐하시는
주님의 딸이 되겠다고 고백했습니다.
Cailyn Lee(6학년)

우리가 주님의 형상을 닮은, 얼마나 귀한 사람인
지를 알게 되었고 우리는 동물로부터 진화되지
않았다는 사실도 다시 확인했습니다. 그뿐만 아
니라, 주님이 원하시는 결혼과 순결에 대한 뜻과
의미를 확실히 알게 되었습니다. 귀한 시간을 허

수년간 POP를 가르치는, 현재 학교 교사로서
학교 교육이 얼마나 잘못되었는지를 잘 알기에
POP가 참 귀한 사역임을 다시 한번 깨닫는 시간
이었습니다. Online으로 같이 lesson을 나누
는 것에 대한 어쩔 수 없는 한계를 실감하면서도
수월하였습니다. 하지만 아이들이 믿음의 사나
이로 잘 자라기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항상 체
험하는 아이들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Kevin Ma 교사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올바른 가치

아쉽게도 온라인으로 진행되었던 POP이지만,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이유를 아이들이
배우고, 무엇이 하나님 앞에서 옳은가 등에 대
하여도 알 수 있는 시간이었음을 믿습니다. 이
번 세미나를 통해 작은 씨앗이 아이들의 마음에
심어졌으며 각 가정에서도 이 기회를 통해 지속
해서 하나님 중심의 성에 대한 대화가 이루어지
기를 기도합니다. POP에 참여한 모든 학생, 여
러분은 하나님께서 소중하게 만드신 귀한 자녀
입니다. 축복합니다.
Woo We 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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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임목사: 김한요 목사

사역광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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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IM 여름 수련회

아끼는 것을 잃어버렸던 기억은 우리 모두에게 있습니다. 바쁜 일상, 익
숙함에서 오는 해이함과 그로 인한 소홀함, 때로는 나의 의지와는 상관없
는 주변의 영향력으로 인해 우리는 '잃어버림'을 경험합니다. '잃어버림'이
라는 실망스러운 감정 속에서 맛볼 수 있는 단 하나의 기쁨은 바로 잃어버
린 것을 '되찾은 순간'일 것입니다. 청소년 시기에 가장 소중했던 기억이 무
엇이었는지 물어본다면 그 대답 속에는 단연코 '하나님을 만난 수련회' 가
포함될 것입니다. CIM 한어 중고등부 모두가 그 기쁨을 되찾는 시간 되기
를 바랍니다.
수련회의 주제는 'The Cross' 입니다. 반드시 붙잡고 되찾아야 할 구원의 기
준, 그리고 감격, 바로 십자가입니다.
아이들이 삶에서 'The Cross'를 되찾아, 우리의 마음을 되찾으실 주님의 기
쁨이 가득한 뜨거운 여름 되기를 기도합니다.
▶일시: 8월 5일(목)-8월 7일(토)
▶장소: 베델 갈릴리 수양관
▶강사: 강문구 목사(예삶)
▶회비: $140(조기 신청 시), $120(한 가정 두 명 신청 시 $20 할인)
▶등록 문의: 이형석 전도사 (714)944-8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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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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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배 봉사자
강단꽃(7,8월)Ⅰ7/25: 김유진, 이 청 8/1: 김재석, 이태형 8/8: 정경애,현승원 8/15: 김유민, 윤주원, 조현지, 최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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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2021년 7월 25일

베델교회

베델 알림판

Bethel Announcements

◆ 주일 및 토요 헵시바 현장 예배 신청 안내 베델교회는 온라인과 현장에서
예배를 보다 완화된 기준으로 오픈하여 드리고 있습니다. 예배 신청은 매주
화요일 새벽 5시 30분에 카톡 채널을 통해 발송된 예배 신청 링크와 교회 홈
페이지(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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메라 앞에서 얼굴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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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장에서 동시
에 서비스되고 있습니다. 통역과 영어로 된 설교 노트지가 필요한 성도님께
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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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회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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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
이 부족합니다. 이에 2, 3부를 섬겨주시는 식당팀, 예배 안내팀, 새가족팀,
주차팀, QR팀, Cafe 팀 외 봉사자들은 University Synagogue에 주차하시
고 교회에서 수시로 운영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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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요 특별 기획 "예수아" 수요 프로젝트 "예.수.아"(예수님과 함께 하는 수
요일 아침)가 찬양과 삶의 이야기를 담는 형식으로 제작되어 방영 중에 있습니
다. 돌아오는 수요일(28일) 스페셜 게스트와 함께 하는 수요일 아침 "예.수.아"
에 많은 관심과 사랑을 부탁드립니다.
◆ 몽골 예삶 온라인 단기선교 몽골에서 참사랑 교회를 섬기시는 을지바트,
민애령 선교사님과 온라인으로 함께 동역하는 몽골 단기선교를 이번 주부터
10주간 예삶에서 진행합니다. 많은 관심과 후원을 부탁드립니다.
문의: 강문구 목사 (949) 506-6905

베델뉴스
편집위원

◆ 베델 클래시컬 아카데미 2차 등록 성경적 가치관을 바탕으로 기독교 고
전 교육을 제공하는 Bethel Classical Academy가 8월 23일(월)에 개교합니
다. 이번 2차 등록은 학생들이 2021-2022학기를 저희와 함께 시작할 수 있
는 마지막 등록 기회가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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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소: www.bethelclassical.org

◆ 일본 리모트 단기선교 일본 단기선교가 KM, JM, EM, BYM이 연합하여
온라인을 통해 7월25일(월)부터 7월29일(목)까지 일본 현지 아침 시간에 맞
추어 진행됩니다. 처음 리모트로 영어 캠프와 VBS 사역을 섬기게 되는데 성
도님들의 많은 관심과 기도 부탁드립니다.
문의: 허용진 장로 (714)423-6996

◆ BYM Jr. High “Wilderness Retreat(광야 여름 수련회)” BYM 중등부
에서 1박 2일 동안 "The Wilderness(광야)"라는 주제를 가지고 교회에서 여
름 수련회를 진행합니다. 중등부 학생들이 이 기간 동안, 주님의 크고 넘쳐
나시는 은혜와 사랑을 누리고, 경험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기도를 부탁
드립니다.
기간/장소: 8월 30일(금)-8월 31일(토), 교회 비전 채플
회비: $60
문의: Daniel Hyeon 전도사 (949)677-4911, 천승현 집사 (512)947-7291

◆ CIM 여름 수련회 한어 중고등부(CIM)에서 "The Cross(십자가)"라는 주
제를 가지고 여름 수련회를 진행합니다. 많은 성도님의 많은 관심과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기간/장소: 8월 5일(목)-8월 7일(토), 갈릴리 수양관
회비: $120 (신청일, 신청 조건 등에 의해 변동될 수 있습니다)
문의: 이형석 전도사 (714) 944-8339

◆ 소망부 현장 예배 오픈 안내 교회학교 소망부가 8월 1일 공식 오픈합니
다. 팬데믹동안 만나지 못했던 모든 소망부 친구들을 두 팔 벌려 환영합니
다! 많은 관심과 신청 바랍니다. 예배 신청은 화요일 5시 30분에 교회 웹사
이트(bkc.org)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
시간/장소: 8월 1일(주일)부터 매주 주일 오전 11시, 조이 채플
문의: 박정민 전도사 (909)319-8023

◆ 위로해주세요
故 김태수 집사님(김미향 집사의 남편)께서 7월 19일(월)에 하나님의 부르심
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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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 Love that Let You Deceive
(Philippians 2:12-13)
1. Have you experienced letting your children deceive you?

2. What do you realize in Apostle Paul’s request to always obey even “in my absence” ? (v.12, Ref: 2:1-4, 4:2)

3. Salvation was received as a gift. If so, what does it mean to “work out your own salvation”?(v.12,
Ref: Eph 2:8) Let’s examine the meaning in two angles.
1)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Ref: Matt 9:6)
2)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v.13)

4. Write the verse that makes us know that God approaches us personally. (v.13)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5. Who actually achieves this? Read the reference verses and offer up a prayer of thanks if you have
been fruitful in your life. (Ref: 2Pet 1:3, 2Tim 2:7, Col 1:28-29)

<Song in Response: I Know Not Why God's Wondrous Grace (Hymn 310)

Apply to Lif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