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1년 8월 29일제45권 3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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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이채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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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파	채널	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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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배와 현장 예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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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4-11 ............................All together 다같이

4부/사무엘상 2: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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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리셋(14) 배설물(dung) 설명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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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폐허 속 피어난 꽃 한송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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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 3부/돈으로도	못	가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찬405/새305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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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 3부/은혜	아니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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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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oking at Old Pictures…

옛날 사진 보며...

가끔 친구들과 함께 찍은 사진들을 페이스북에서 봅니다. 얼마 전 저의 60번

째 생일을 축하해 준다며 친구 목사가 파릇파릇한 저의 30대 사진을 올려주

었습니다. 함께 모여 목회의 꿈을 나누었던 시절, ‘E710’*이라는 동아리를 

만들어 1년에 한 번씩 모였었습니다. 친구들 만날 설렘에 잠도 설쳐가면서 

비행기 타고 가서 만났던 시절... 목사로 한 길을 가는 동료 의식에 고생을 자

랑하듯 늘어놓으며 같이 웃고, 같이 울며 하나님 나라의 꿈을 나누던 시절입

니다. “이럴 때도 있었구나”라며 넋을 놓고 있는 나를 보니 나이를 먹긴 먹었

나 봅니다. 그 친구들 몇 명이 얼마 전 함께 모여서 냉면을 먹었습니다. 누구

는 4년 만에, 누구는 10년 만에 만났다며 서로 인사를 하는데, 싱싱했던 30

대 모습은 사라지고, 흰머리가 덥수룩한 모습과 이제는 머리숱이 현저히 줄

어서 머리가 M자로 깊숙이 파인 모습까지, 세월은 비껴 갈 수 없나 봅니다. 

2시간 넘게 앉아서 대화를 하는데, 어느새 할아버지가 되어 손주 자랑을 하

고 있고, 은퇴 후 어디 가서 살지를 얘기하고 있었습니다. 젊었을 때 우리는 

시편 2:8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네 유업으로 주리니 네 소유가 땅 

끝까지 이르리로다”를 암송하며 가슴이 뜨거웠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아직 

장가도 안 가고 아니, 못 가는 아들들 때문에 가슴 타는 부모들이 된 것 같습

니다. 세월의 흐름에 씁쓸함마저 감도는 분위기에 그 옛날 “예수님 위해 죽

자!” 외치던 패기는 어디 갔나 싶습니다. 지난주 어느 신학교 개강 부흥회 설

교 부탁을 받고 목이 쉬어라, 외치고 왔습니다. 그 옛날 ‘예수 위해 죽자!’ 외

치던 열정이 식은 것 같아서 있는 힘 다해 외치고 왔습니다. 60대에 외치는 

30대의 설교였다고 할까, 30대 카랑카랑한 목소리는 없어졌지만, 머리숱이 

없어 맥없는 머리카락 사이로 송글송글 맺힌 땀방울에 묻어난, 헌신과 사랑

의 외침에 신학생들이 재헌신했다는 피드백을 받고 “아직은 쓸만하다!” 스

스로 외치며 다독였습니다. 

100세 김형석 교수는 다시 돌아가고 싶은 나이가 60대이고 가장 행복했던 

때가 75세였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저는 이제 시작입니다. 60대 설교를 젊

었던 30대 못지않게 할 수 있는 나이입니다. 적어도 100세 김 교수님이 부

러워하는 나이를 살고 있는 사람입니다. 아직은 외로움에 공원 찾아다니며 

돌계단에 신문지 깔고 앉아 비둘기 밥 줄 나이는 아닙니다. 지금까지는 칼 가

는 데 힘을 썼다면, 지금은 잘 갈린 칼을 멋지게 사용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물려주고 싶습니다. 교회학교에서 바글대는 아이들이 커서 “예수님 위해 죽

자!” 외치며 잘 갈린 칼을 멋지게 받아 ‘휙휙’ 날렵하게 쓸 날을 꿈꿔봅니다.

*E710은 에스라 7:10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

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었더라"처럼 '멋진 목사' 되자고 만든 동

아리 이름

Occasionally I see some old pictures taken with my friends on Facebook. Not 

too long ago, one of my friends posted a picture of me in my vibrant 30’s to 

congratulate my 60th birthday. It was a time when we shared our dreams 

of pastoral ministry. We formed a group called ‘E710’* and met once a year. 

It was a time when I would be excited to see the friends and couldn’t sleep 

the night before getting on an airplane... It was a time when we shared pas-

toral hardships with colleagues who walked the same paths as if to boast. 

We laughed and we cried. It was a time when we shared dreams of God’s 

Kingdom. I realized I must have aged when I caught myself staring at a pic-

ture, reflecting “these were the days”. A few of those friends gathered not too 

long ago to have nengmyun. It has been 4 years with some, 10 years since 

seeing other friends. As we greeted each other, passing of time could not be 

denied as the images of our vibrant 30’s was gone only to be replaced with 

white hair, losing hair, and deep receding hairline creating a letter M. Our 

conversation went beyond 2 hours, boasting about grandchildren and what 

our lives will be like after retirement. When we were young, we were burning 

with passion, reciting Psalm 2:8 “Ask me, and I will make the nations your in-

heritance, the ends of the earth your possession.” However, now it seems our 

hearts burn with anxiety for our sons who will not marry or could not marry. 

With past of time, sensing bitterness, I wonder what happened to the vigor of 

us shouting “Let’s die for Jesus!”. Last week, I was invited to speak at a revival 

for a seminary at their fall semester opening. I sensed cooling of old passion. 

So, I shouted with all of my might ‘Let’s die for Jesus’ before closing. Perhaps 

that was 60’s proclamation of 30’s sermon. Although I no longer have strong 

voice of 30’s, with sweats coming down between skimpy hair, I received feed-

backs from seminarians that my shouts of dedication and love caused them to 

recommit. I was comforted thinking “I’m still useful!”. 

Professor Hyun Suk Kim, who is in his 100’s, said that the age he likes to return 

to is 60’s and the age he was the happiest was 75. If that’s the case, then I am 

just starting. I’m at the age that my preaching in my 60’s will not fall behind 

that of young pastors in their 30’s. I am living the age that is envy of at least 

Professor Kim who is in his 100’s. I’m still not at an age that I look for parks, sit-

ting on newspaper on a park step, feeding pigeons out of loneliness. Up until 

now, I have spent all my energy sharpening the sword, and now I want to use 

that sharpened sword well. After that, I want to pass it on. I dream of a day 

when bustling children of our church school will grow and use the sharpened 

sword that they have received, ‘swish, swish’ and shout “Let’s die for Jesus!”  

*E710 is a group name created with desire to be the best pastors like Ezra 

7:10 “For Ezra had devoted himself to the study and observance of the Law of 

the Lord, and to teaching its decrees and laws in Israel.

김한요 목사 / Rev. Bryan Kim

담임목사 칼럼
Lead Pastor's Colum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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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바울이 말하는 '육체를 신뢰할 만한 것'은 무엇인지 정리해 봅시다. (4-6절)

 1)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2)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3)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4)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5)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6)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7)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2. 바울의 회심에 가장 영향을 끼쳤던 스데반 집사의 순교 장면을 읽고 바울이 어떤 고민을 빠졌을지 생각해 봅시다. 

 나에겐 그런 고민이 없습니까?(참고/행 6:15, 7:54-60)

3. 바울의 계산에는 무엇이 유익(profit)이고 무엇이 잃어버렸다고 말합니까? (7-8절)

4. 이웃이 어떻게 천국갈 수 있냐고 물으면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참고 구절을 읽고 답해 보십시오. 

 (9절, 참고/ 행 16:30-31)

적용하기

<적용찬양: 돈으로도	못	가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찬405/새305장)

주일 1-3부 설교노트 / 나눔교재 설교자: 김한요 목사

배설물(dung) 설명회
(빌 3:4-11) 

빌립보서 강해 -제14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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팬데믹으로 인해 현장 예배가 가능하지 않았던 

기간에도 온라인으로 등록하신 새가족이 꾸준

히 있었습니다. 평생 처음 교회 오셔서 수십 년 

믿어오신 타종교를 버리시고 창세기부터 읽고 

계시는 S성도님, 한국에서는 엄마만 예배를 드

렸지만, 미국에 나오게 된 기간을 통해 온 가족

이 함께 현장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신 주님께 

감사드린다는 C성도님 가정, 타주에 직장을 지

원하셨지만 얼바인으로 오시게 된 Y성도님 가

정, 그 외 모든 새가족분들을 통해 구원하시고 

역사하시는 주님이심을 깨닫게 됩니다. 함께 예

배드리며 새로운 만남을 허락하시는 주님 앞에 

기쁨으로 리셋되어 우리 모두를 통하여 이루어

가시는 주님의 놀라운 일들을 기대합니다. 주 안

에서 서로 섬기고 사랑하며, 주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우리 모두이길 기도합니다.

김은혜 집사 

'4주 과정의 새가족 교육을 받으셔서 베델의 많

은 사역에 동참하시기 바랍니다.' 라는 매 주일 

반복되는 이 광고 문구에 마음을 열고 4주 교육

을 마치신 새가족을 환영하는 자리가 '새가족 만

찬'입니다. 만찬팀의 정성스런 섬김으로 진행되

는 새가족 만찬은, 팬데믹 이후로는 손맛이 가

득 담긴 도시락과 은혜의 맛이 가득 담긴 선물

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베델

의 가족이 되었습니다." 환영의 노래 속에는 만

찬 자리를 섬기는 팀원들에게 특

별한 은혜가 있습니다. 가나안 혼

인 잔치에서 물 떠온 하인들만이 

알 수 있는 기쁨의 축복을 누리는 

만찬팀은 10월로 예정된 다음 새가족 만찬

도 설레는 마음으로 기다립니다.

박순임 권사

베델교회에 첫발을 딛으신 성도님들께서 

주차 후에 제일 먼저 만나게 되시는 교인은 바로 

입구에 위치한 Newcomers tent 앞에서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를 외치며 반갑게 환영 인

사를 드리는 영접부 봉사팀입니다. 새로 오신 교

인분들께 어떻게 해야 은혜로운 첫 대면이 될 수 

있을까를 고민하며 교회의 거울과 같은 역할을 

하는 영접부는 오시는 모든 성도님께서 편안하

고 은혜 충만한 예배를 드리시기에 부족함이 없

도록 QR Code 배부, 좌석 배정, 자리 안내 등을 

통해 신속하고 친절하게 봉사하고 있습니다. 새

가족 파킹장에 들어오시는 새가족를 보면 반갑

게 맞아 안내해 드리는 봉사자의 사랑과 섬김의 

모습을 통해 새 힘을 더해 주시는 하나님의 실존

을 체험하곤 합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사랑의 마

음을 가득 담아 교회를 찾으시는 모든 성도님과 

기쁨으로 함께 나누며 더 풍성한 축복과 예배의 

시간이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윤성자 권사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사랑으로 베델 바나바 팀 

사역에서 기쁨으로 섬길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오랫동안 믿음 생활을 하셔도 막상 새로운 교회

에 오시게 되면 많이 어색해하시고 더욱이 교회

에 처음 나오시는 새가족들은 모든 것에 낯설어

하십니다. 이때, 바나바들이 새가족에게 따뜻한 

사랑의 마음으로 셀 배정 전까지 여러 가지 도움

을 드릴 수 있어 너무나 감사합니다. 또한 이 사

역을 통해 저 역시도 달란트가 있다는 것을 발견

하게 되어 지금껏 감사하며 섬기고 있습니다. 제

가 사역을 시작 했을 때 유학 오

신 모녀분께서 등

록하고 얼마 안 되

셔서 살던 집이 불

이나 긴급히 도움

을 요청했을 때 남

편과 함께 기꺼이 

도움을 드렸던 일이 

잊을 수 없는 섬김

의 기억으로 남아 있습

니다. 하루빨리 코로나 

팬데믹이 종식되어 새

가족과 바나바

팀이 편하게 모

이고 서로 사랑

의 교제를 할 수 

있는 날이 오기

를 간절히 소망

해 봅니다. 

송옥순 권사

"안녕하세요. 베델교회 바나바 황인수입니다." 

처음 저희 교회를 방문하신 분들께 항상 드리는 

말씀입니다. 바나바는 베델교회의 첫인상이기

에 새가족들을 대하는 어느 것 하나 중요하지 않

은 것이 없습니다. 복장, 단어, 표정 하나까지 최

선을 다하려 노력하며 새가족들에 대한 배려와 

말씀에 경청하고자 항상 노력합니다. 어려운 상

황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그리워 예배당을 찾

으시는 새가족에 항상 감사와 존경의 마음입니

다. 강가의 자갈의 모양만큼이나 저와는 다른 환

경에서 삶을 사시는 분들의 말씀을 듣는 것 또한 

큰 은혜입니다. 팬데믹으로 많은 사역이 멈춰 있

는 가운데 이러한 베델의 첫인상을 담당하는 사

역을 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요. 팬데믹의 어

두운 터널 속에서도 부족한 저를 쓰임 받게 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올립니다.  

황인수 집사

사랑과 정성모아  
       환영합니다!!

새가족 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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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에 다니기 전 저는 방황

하는 학생이었습니다. 하지

만 미국에 와서 교회에 다니

게 된 이후, 제 삶에는 많은 

변화가 생겼습니다. 처음 

교회라는 단어를 듣는 순

간, "하나님이 어디 있어? 나는 무교인데 교회

를 왜 가?"라는 생각이 앞섰습니다. 처음에는 어

색할 거라는 걱정도 잠시, 교회에서는 모두 나

를 이미 알고 있던 것처럼 친근하게 대해주셨습

니다. 하나님을 믿고, 예배하기 위해서 교회에 

간 것이 아니었던 저를 변화시킨 것은 수련회의 

둘째 날 저녁이었습니다. 찬양과 목사님의 설교

가 끝났을 때 전도사님이 앞으로 나와 "우리 기

도합시다"라는 말을 했을 때 모든 게 시작되었

습니다. "무릎을 꿇고 회개 기도를 하자"고 하

시자 놀랍게도 모두가 단번에 무릎을 꿇고 하나

님께 기도를 드렸습니다. 저도 무릎을 꿇고 고

개를 숙여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는데 눈물이 나

왔습니다. "하나님이 누군데? 하나님이 뭘 해줬

는데?"가 아닌 "나의 하나님이기에, 우리가 이

렇게 여기에 있게 해 주신 하나님"이라는 고백

이 절로 나왔습니다. 저는 이 일을 시작으로 하

나님의 살아계심을 느꼈습니다. 모두가 손을 잡

고 기도를 하는 시간에 내가 아닌 남을 위해 기

도를 한다는 것이 몹시도 영광스럽고 경이로웠

습니다. 수련회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와서도 저

는 지금 계속 하나님에게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

다. 저는 이제 '하나님을 예배' 하기 위해서 교회

를 다니고 있습니다. 

유준서(11학년)

올해 미국에 와서, 저는 처

음으로 교회에 다니기 시

작했습니다. 솔직히 친구

들을 사귀고 싶어서였습니

다. 예수님을 믿고 싶은 마

음이 조금씩 생기기 시작하

던 어느 날, 수련회를 앞둔 주일, '교회를 다닌 

지 얼마 안 되었을 때 수련회에서 예수님은 나를 

만나 주셨다'라는 전도사님의 설교를 듣다가 '혹

시 나도 수련회에서 예수님을 만날 수 있을까?'

라는 기대를 하게 되었고, 저의 그 작은 기대는 

수련회 첫날 저녁 예배 때 현실이 되었습니다. 

설교를 듣고 기도를 하면서 저는 예수님을 만났

습니다. 하나님을 향해 기도를 드렸을 때, 마음

속에서 혼자 끙끙 앓고 있던 문제가 거짓말처럼 

사라졌고 감사, 사랑, 기쁨으로 제 마음은 가득 

찼습니다. 예수님을 정말로 믿고 싶었지만, 아

직 그분을 만나지 못했던 저의 모습은 사라지고,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신 예수님 생각에 눈물이 

멈추지 않으며, '예수님을 만난 것에 정말 감사

드리고, 이 마음 평생 변치 않고 예수님을 찬양

해야지'라는 생각으로 가득 찼습니다. 이제 한국

에 돌아가서도 '나를 구원해주신 분, 그리고 내

가 믿어야 할 분' 예수님에 대한 이 마음 변치 않

고 주님을 찬양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최재원(10학년)

그날의 눈물과 회개한어 중고등부(CIM) 여름 수련회

베델교회 청소년 사역에는 영어부와 한어부가 있습니다. 그중 한어 중고등부는 Christ In 
Me(CIM)라는 이름으로 한어권 청소년들의 영적인 성장을 위해 모이고 있습니다. 주일 예배 
이후 그룹 모임에서는 선생님과 대학생 TA의 인도로 큐티를 하면서 기도 제목을 나누고 있습

니다. 학생들은 함께 모여 간식을 먹기도 하며 친구들과 자유롭게 교제를 나눈 후 마칩니다. 현
재 여름 나눔 그룹은 학교별로 구분되어 있으며, 중학교에서 고등학교로 올라가는 지체들이 많
았던 시기인 만큼 학교에 대한 대화 등 실질적인 대화를 나눌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다가오는 가을 나눔 그룹은 다시 학년별로 구성될 예정입니다. 감사하게도 CIM에는 교회를 처
음 방문하는 지체들이 제법 많습니다. 하나님을 깊이 만나지 못한 친구들, 그래서 누구보다도 교
회와 공동체가 필요한 학생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축복의 장이 되는 것이 CIM의 비전입니다. 수
련회를 통해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 시작되는 학생들을 위해 후반기 주된 사역으로는 ‘주중 성경 
공부 모임’ 그리고 12학년 학생들을 중심으로 진행되는 제자훈련반 ‘Life Group’ 2기를 기도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은혜로 허락된 믿음의 불씨가 사랑하는 학생들의 삶과 주변으로 번져갈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 주일 모임: 매주 주일 오전 11시, 샬롬채플(카페 2층) 

▶ 주중 모임: 매주 금요일 오후 7시 30분, 샬롬채플(카페 2층)

CIM 사역을 소개합니다 - 이형석 전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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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손 가득 받은 것, 드려요

새로운 선생님이 소망부에 조인하셨습니다. 팬

데믹 전 한 예삶 청년이 소망부 친구들을 섬기

러 온 것입니다. 새로운 곳에서의 시작은, 더욱

이 비슷한 나이대도 아닌 집사님들과 소망부 친

구들과 함께함은 쉽지 않았을 듯합니다. 그러나 

늘 조용히 소망부 친구들 옆에서 함께 예배드리

며 친구가 되어주고 섬겨 주시는 모습에 오래 함

께해주시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할 즈음 팬데믹

이 터지고 모든 것이 셧다운 되었습니다. 선생

님은 바쁘신 가운데에도 온라인 예배로 대신해

야 하는 친구들에게 필요한 크래프트를 준비하

고 소망부에 필요한 모든 모임과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곳에 단 한 번의 빠짐도 없이 열심으로 

함께해 주신 전상우 선생님! 또 바이러스로부터 

완전히 자유롭게 되지 않는 이상 다 모일 수 없

는 우리 소망부 친구들의 예배를 위해 영상 제

작을 하십니다. 경험이 없지만 물어보고 배우며 

모든 영상을 최선을 다해 찍고 편집하는 선생님

이 계시기에 이번 주일도 소망부 친구들은 예배

를 드립니다. 겸손히 섬기시며 사랑과 성실함으

로 소망부에 늘 힘이 되어주시는 전상우 선생님

을 칭찬합니다. 

"그대 그런 사람을 가졌는가?" 소망부는 그런 선

생님을 가졌습니다!

안정선 권사

형아~ 어디가~

소망부의 큰 형이며 삼촌처럼 든든한 사랑하는 

미키 형제를 칭찬하고 격려합니다. 부끄럽지만 

소망부에서 봉사를 하게 된 것은 올해 1월부터

였습니다. 그때 처음으로 만난 미키 형제는 부

끄러움을 많이 탔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하지만 

만날 때마다 친절하게 미소를 지으며 머리를 굽

혀서 인사도 잘하고, 예배에도 빠짐없이 참석하

고, 성실하게 예배 시간을 정말 즐기며 기쁘게 

예배드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베델이 간다'에서 

보았듯이 음악에 맞추어 춤을 잘 추기도 하고, 

기억을 잘합니다. 그래서 예배 시간에 있는 율

동 시간에 저는 미키 형제와 존 김 선생님을 보

면서 따라 하고 배웁니다. 무엇보다도 소망부에 

있는 다른 학생들이 미키 형제를 잘 따르고 대화

도 잘하며 장난까지 치는 등 서로 즐거워하고 웃

으며 잘 어울립니다. 이 부분은 선생인 저도 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미키 형제는 예수님이 자신

을 많이 사랑하고 계심을 알기에 어떤 상황에서

도 자신의 믿음을 저버리지 않고 지키면서 살아

가리라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미키 형제가 

선한 영향력으로 우리들과 함께 베델 교회에서 

예배드림을 감사하며, 함께 있는 어머니이신 김

성희 권사님과 건강하고 행복하게 하나님의 사

랑과 은혜 안에서 지내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소망부 친구들과 박정민 전도사님, 선생님들, 

부모님들 영육 간에 강건하세요.

오경희 집사

칭찬합시다 (3)

칭찬 씨앗, 기쁨 열매

주만이
My Story
 My Song

주만이 나의 영혼을 이끄시며 
캄캄한 발 아래 빛을 비춰 주시네
주만이 나를 바른길로 인도하시며 
사망의 골짝 길을 하늘길로 만드시네
아버지여 오랫동안 원했던 
나의 평생 소원 주님의 나라에서
주의 자비와 인자하심 바라보며 
주와 함께 주의 집에 거니는 것
오 나의 인생의 길이 가시밭 길이라도 
주만 함께 하신다면 주만 함께 하신다면
아버지의 품 안에서 사랑을 노래하리
내 아버지의 품 안에서 사랑을 노래하리라

'만이'라는 조사가 가지는 비장함이 남다릅니다. 

주어의 '어떠함'을 말하기보다는 말하는 이의 '

어떠함'에 대한 결연함이 엿보입니다. 국문법과 

상관없는 지극히 개인적인 해석이지만, '당신만

이 내 사랑' 같은 상투적인 노랫말조차 화자의 

결단을 배제하고서야 어찌 고백 될 수 있을까 싶

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곡의 제목인 '주만이'가 

풍기는 결의의 무게가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스무 살 어린 시절 어느 날, 이제 막 찬양 사역을 

시작한 동갑내기 친구가 자작곡이라며 수줍게 

꺼내 놓은 이 곡을 처음 만났습니다. 지하 연습

실에서 피아노와 기타를 튕기며 몇 날 며칠을 동

기들과 함께 불렀던 추억은 지금도 곡의 선율만

큼이나 아름답습니다. 그 곡이 멋진 편곡과 연주

의 옷을 입고 대중에게 알려져 다른 이들의 고백

으로도 불리게 된 것은 지금도 감사한 일입니다. 

"오! 나의 인생의 길이 가시밭길이라도 주만 함

께 하신다면..." 그러나 그때는 알았을까요? 이 

고백이 그곳에서 함께 노래하던 이들의 인생의 

복선과도 같았다는 것을... 그때의 친구들은 지

금 모두 목회의 길을 가고 있습니다. 때론 가시

밭 같은 길을 가는 서로의 모습을 지켜보며 "주

만이 위로가 되길" "주만이 이유가 되길" 격려하

노라면 그때 부르던 이 찬양의 가사가 자연스레 

떠오릅니다. 그때마다 주님만 붙들고 넉넉히 이

겨내는 모습들이 눈물겹게 고맙습니다. 그러고 

보면 내 발이 딛는 곳이 가시밭인지 꽃밭인지는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사망의 골짝 길을 하늘길

로 만드시는 '주만이' 함께 하신다면 그분의 품 

안에서 사랑을 노래하며 끝까지 이 길 갈 수 있

을 듯싶습니다. 어린 시절에 부르던 노래와 함께 

그때의 각오와 결단을 새롭게 해 봅니다. 

손용주 목사

*QR 코드로 영상보기

https://www.youtube.com/watch?v=OtPtfSaRQ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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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yond	the	Blue는	가정회복	사역의	하나로,	이민	가정
들	안에	많은	아픔의	문제	중,	사별과	이혼을	통한	상처
를	예수님의	말씀으로	치유하고자	합니다.

인생의	고통은	누구도	피해갈	수	없지만,	예수님은	아
픔을	딛고	일어났을	때	더	아름다운	Blue를	바라볼	수	
있다고	희망을	주십니다.	상처	입은	치유자이신	예수님
을	닮아	우리도	상처	입고	아프지만,	공동체	안에서	함
께	치유됨을	체험하기	바랍니다.	혼자서는	할	수	없지만,	
교회가	함께	하면	할	수	있습니다.	함께	웃고	함께	울기
를	기도합니다.	당신	곁에	Beyond	the	Blue가	있습니다.

<치유 세미나 과정>
① 비디오 세미나(전문가의 통찰력 있는 임상 사례 조언)
② 그룹 모임(경험 나눔을 통한 생각의 정리)
③ 실습(추억 나눔, 기도, 말씀을 통한 회복)

▶기간: 9월 3일-12월 3일(13주)
▶시간: 매주 금요일 오후 7-9시 
▶장소: 조이채플
▶문의: 한상섭 장로 (949)735-8472
▶참가 신청: http://bkc.org/connect/family/ministries/ 
   또는 본당 앞 부스

*저녁 제공, 자녀들을 위한 프로그램 진행

지난	1년	반	동안	코로나로	전	세계가	많은	변화를	겪으
며,	새로운	가치들이	기준이	되는	뉴노멀	시대를	맞이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비대면,	비접촉의	언택트(Untact)	
시대	속에서도	사람들은	더욱	긴밀하게	온택트(Ontact)	
되어	온라인상에서	시공간을	뛰어넘어	소통하며	연결
됐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선교지를	직접	방문할	수	없는	팬데믹	상
황	속에서	베델교회에	온라인	선교,	리모트	선교와	같
은	창의적인	선교	패러다임들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
제	베델의	선교는	선교지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아이
들을	돌아보고,	교육을	지원하며	복음으로	섬기고자	히
즈윌(His	Will)	프로젝트를	진행합니다.	우리	교회	파송	
선교사인	장과장이	사역하는	T국에서,	크리스천이라는	
이유로	학교	교육에	따돌림을	받는	난민	가정	두	자녀
의	ESL	교육을	온라인으로	지원하는	사역부터	시작합니
다.	한	알의	밀알이	썩어져	풍성한	열매를	맺듯	복음의	
선한	영향력이	땅끝까지	미치기를	기도합니다.

<영어교육(ESL) 봉사자 모집>
베델선교가 하나님께서 주신 소원을 가지고 새로운 발
을 내딛는 히즈윌 프로젝트에 영어 교육으로 섬겨주실 
성도님들의 많은 관심과 헌신을 기다립니다. 

▶ 문의: 김태현 장로 (949)939-18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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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은하,이사무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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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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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월)Ⅰ     8/29: 정선경         9/5: 김진환, 김홍식         9/12: 김인권, 조혜성         9/19: 김정연, 서덕령  

사역광고Beyond the Blue 
사별 가정 회복 모임 

베델 선교
히즈윌 프로젝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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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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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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및 토요 헵시바 예배 안내 베델교회는 온라인과 현장에서 동시에 예
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현장 예배 참석 시에는 미리 신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신청 방법: 매주 화요일 새벽 5시 30분부터 가능. 카톡 채널 링크와 교회 홈페이지

◆ 비전 주차장 주차 안내 현장 예배 인원이 늘어남에 따라 2, 3부 주차 공
간이 많이 부족합니다. 오전 5시 30분부터 비전 주차장을 사용하실 수 있사
오니, 모든 교회 임직들과 봉사자분들은 비전 주차장에 주차하시고 교회 셔
틀을 타고 오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비전 주차장 주소: 3377 Michelson Drive, Irvine, CA 92612

◆ 2021 베델 심령부흥성회 새로운 계절과 시대를 맞이하며 우리 각자의 
떠밀려진 삶 속에서 말씀으로 살아내는 말씀의 방향 감각을 붙들고자 "I am 
put here!"라는 주제를 가지고 전교인 심령부흥성회를 개최합니다.
일시: 9월 10일(금) 저녁 7시 30분, 9월 11일(토) 오전 6시 & 저녁 7시, 9월 12일(주일) 1-4부 예배
<부흥회 현장 집회 신청 방법>
- 8월 30일(월) 오전 9시부터 금요 저녁/토요 저녁 집회 신청
- 주일 1-4부 예배와 토요 헵시바 기도회 신청은 9월 7일(화) 오전 5시 30분부터 신청

◆ 2021 가을 셀목자 수양회 2021년 하반기를 시작하며 셀사역 재헌신을  
위한 셀목자 수양회가 열립니다. "재헌신으로 리셋!" 셀목자 수양회에 모든 
셀목자님들의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일시/장소/문의: 9월 11일 (토) 오전 8시 30분, 본당, 김병주 장로 (949)-554-5581
강사: 김양재 목사(우리들교회 담임)

◆ 55차 전도폭발 개강 예배 "전도의 태도가 한 영혼을 구원한다" 주제로 55
차 전도폭발 개강 예배를 드립니다.
일시/장소: 8월 31일(화) 저녁 7시, 비전채플
훈련 일정/문의: 8월 31일-12월 7일(총15주) 매주 화요일 오후 7시, 주용중 집사 (949)812-2906

 ◆ 양육반/베델 제자반 모집 가을학기 훈련생 모집이 오늘 마감됩니다. 
모집 구분: 양육반(제자훈련 2단계, 16주), 제자반(제자훈련 3단계, 30주)
양육반 오리엔테이션: 9월 4일(토) 오전 9시, 체육관 앞 마당
제자반 오리엔테이션: 9월 7일(화)부터 시작되며 시간과 장소는 개별통지 됩니다. 
신청방법: 교회 홈페이지 또는 본당 앞 부스 
*모든 훈련은 대면(In-Person)을 원칙으로 하나, 변동될 수 있습니다.
*영어가 편한 분들을 위해 영어 양육반, 제자반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문의: 김종학 집사 (949)285-9408

◆ 바이블 클럽 모집 하루에 주어진 분량을 읽고 카카오톡을 통하여 은혜를 
나누는 형식으로 공동체 함께 성경을 읽습니다.
모집 구분: ① 30일 사복음서 읽기   ② 16주 성경1독
신청 방법/마감: 교회 홈페이지 공지사항, 8월 31일까지
*클럽 시작은 9월 7일(화)부터 시작되며 개별적으로 OT 자료를 보내드릴 예정입니다. 
문의: 황세헌 집사(949)391-9497, life@bkc.org

◆ 베델 선교: 히즈윌  봉사자 모집 선교지의 아이들을 영어교육(ESL)으로 
섬겨주실 봉사자를 모집합니다.(7면 참고)    문의: 김태현 장로 (949)939-1862

◆ 베델 BAM 훈련 모집 비즈니스 문화의 일상에서 예수님의 제자로 선교적
인 삶을 살아가기 위한 준비를 위해 훈련생을 모집합니다. 훈련 등록은 홈페
이지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
일시/문의: 9월 9일(목)부터 12주간 매주 목요일 오후 7시 30분, 박지학 집사 (217)390-4107

◆ 아프가니스탄 긴급 구제 헌금 탈레반의 점령으로 혼란이 이어지고 있는 
아프가니스탄의 피난민들이 음식과 물, 생필품 등의 부족으로 극심한 어려움
을 겪고 있습니다. 작은 사랑과 정성을 담은 긴급구제헌금을 모아 지원하고
자 합니다. 모아진 지원금은 NEI(권순영 대표)를 통해 아프가니스탄 카불지
역 난민에게 보내질 계획입니다.
방법/문의: 본당 앞에 마련된 부스, 허용진 장로 (714)423-6996

◆ 카타콤 기도회 9월 2일(목) 오전 10시에 비전채플에서 있습니
다. 열체크를 위해 반드시 행정 사무실 앞의 열체크 카메라를 지나 
2층으로 와주시기 바랍니다. 비전채플 앞에서 사회적 거리를 유지
한 좌석을 배정 받으시면 됩니다. 
*기도회는 prayers.bkc.org로 들어오시면 youtube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 교회학교 부흥회 "Fight the Good Fight of Faith"라는 주제로 전신갑주
를 입고 세상에서 승리하라는 메세지를 전합니다.
기간/대상: 9월 10일(금) 오후 7시 30분, 9월 11일(토) 오후 7시, 유아부-초등 5학년 
현장 예배 신청 방법: 8월 30일(월) 새벽 30분부터, 교회 홈페이지

◆ 초등부 졸업식 현재 5-6학년 학생들이 새학년을 맞이하여 중등부 부서로 
올라가게 됩니다. 졸업생들을 축하하는 졸업식에 학부모님들을 초대합니다. 
일시/장소: 8월 29일(주일) 오후 12시 30분, 체육관(GYM)

◆ 실크웨이브선교회 이사회 알림 실크웨이브선교회 이사회가 8월 30일-9
월 1일 시카고 레익뷰언약교회에서 있습니다.

◆ 베델 목회진 수양회 안내 2022년을 준비하기 위한 목회진 수양회가 오늘
(29일) 저녁 베델수양관에서 있습니다. 

◆ 매일성경 안내 최근 선박 정체 현상으로 인해 매일성경이 미주에 발송되
지 못하고 있습니다. 9월달 10일치의 매일성경 본문과 내용을 교회 홈페이지
에 올려 놓았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베델 워십팀 공개 모집 베델의 예배를 회중 찬양으로 함께 세워나갈 워십팀원
을 오디션을 통해 공개 모집합니다. (자세한 부분은 신청자에 한하여 추후 공지)
모집 분야: 싱어, 각종 악기
오디션 날짜: 9월 18일(토) 오전 11시 30분, 본당
문의: 현승원 집사(701)212-5517, 박경철 목사 (949)774-9557

◆ 위로해주세요  
- 故 최순정 권사님(최영식 집사의 아내)께서 8월 25일(수)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 故 이봉주 장로님(이성준 장로의 부친, 이혜경 권사의 시부/이용준 집사의 
 부친, 이소영 집사의 시부)께서 8월 28일(토)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QR로 유튜브 참여

https://www.youtube.com/channel/UCjc_x5XcbBmGHbBJdrGCSuw


Apply to Life1. Discuss the things that Paul listed when he said “I myself have reasons for such confidence”. (v. 4-6)

 1)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2)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3)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4)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5)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6)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7)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2. The martyrdom of Stephen had a major impact on the conversion of Paul. Discuss how this may 
 have caused a sense of regret in Paul.  Have you experienced such situations in your life?  
 (Ref: Acts 6:15, 7:54-60)

3. According to Paul’s calculations, what is considered profit and what is considered loss? (v. 7-8)

4. If a neighbor asked you how one can go to heaven, how would you answer?  Please read the 
 referenced verses for your discussion. (v. 9, Ref: Acts 16:30-31)

<Song in Response: Money Money No No No, Amazing Grace

Sunday Worship Sermon Note Speaker: Rev. Bryan Kim

Excretion(Dung) Briefing Session
(Philippians 3: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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