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1년 9월 5일제45권 36호

담임목사 방송설교 안내

■ 유아부(36개월-PreK) / 할렐루야채플, 온라인
	 11:00AM	

■ K-1(킨더-1학년) / 임마누엘채플, 온라인
	 11:00AM	

■ 유년부(2-3학년) / (구)식당, 온라인
	 11:00AM	

■ 초등부(4-5학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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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망부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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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10-16 ...........................All together 다같이

4부/사무엘상 2:2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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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리셋(15) 성인 전용(Adult On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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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존존멸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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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 3부/하나님의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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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 3부/주를	앙모하는	자(찬394/새354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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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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ynonym for Revival

부흥의 동의어

아마, 교회 안에서 가장 많이 오용되는 단어 중의 하나가 ‘부흥’이 아닐까 싶

습니다. 교회 사이즈가 커지면, “부흥했다”라고 쉽게 말합니다. 시작보다는 

결과를 두고 쓰는 단어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성공이라는 단어와 바꿔 

쓸 수 있는 말로, 부흥이란 말을 쓰면서 비즈니스가 성공하고, 기업의 규모

가 늘어나고, 심지어 교회의 교인 수가 늘고 성장하면, 부흥이라는 말을 사

용하게 되었나 봅니다. 그러나, 엄밀히 말하면 부흥은 규모의 크기를 측정하

는 말은 아닙니다. 시작한 일의 결말을 본 후, 이해타산을 계산한 후 잉여가 

발생하였을 때 쓰는 경제 용어는 아닙니다. 

부흥은 자신의 무능함을 깨닫는 것이고, 인간 사회의 총체적인 타락과 그 실

체에 대한 인정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30여 년 전 뉴욕 맨해튼에 리디머 

교회(Redeemer Presbyterian Church)를 개척하여 가장 영향력 있는 교회 

중의 하나로 성장시키고 은퇴하신 팀 켈러 목사님이 최근에 한국을 다녀오며 

하셨던 말씀이 인상적입니다. “지금 한국 교회는 우리 미국 교회보다 ‘부흥’

에 가깝습니다.”라고 하시면서 그 이유를 이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

면, 한국 교회 지도자들이 지금 교회가 쇠락하고 있다고 자각하고 기도해야 

한다고 이구동성으로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부흥의 본질을 확실히 짚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부흥의 동의어는 성공보단 ‘소망’이 맞는

다고 봅니다. 앞이 깜깜할 때, 나의 미래는 있는가, 무너진 나의 상황에 소망

이 있는가를 겸손히 묻기 시작할 때, 부흥의 싹은 돋기 시작한다고 믿습니다. 

1907년 한국에 있었던 평양 대부흥은 시기적으로 나라를 잃고 가장 힘들었

던 위기 속에 시작되었습니다. 당시 감리교 무스 (J. R. Moose) 선교사는 한국

은 “의지할 곳 도무지 없소. 이 땅에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황금 같은 시기”라

고 말했습니다. 미국에서의 대각성 운동 역시, 예일대에는 크리스천의 학생 

수가 소수에 지나지 않았고, 앰허스트 대학(Amherst College)과 쌍벽을 이루

는 명문 윌리암스 대학(Williams College)에는 성찬식을 조롱하는 축제까지 

여는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 위기의식과 함께 일어났었습니다. 최근에 하버드 

대학 교목에 무신론자 그렉 엡스타인(Greg Epstein)을 임명한 것이 화제가 

되었습니다. 물론 학교 내 20개가 넘는 종교단체들을 관장하는 면에서 중립

적인 요소가 크게 작용했다고 볼 수 있지만, 애초에 하버드 대학이 목사를 키

워내기 위해서 세워진 학교라는 것을 생각해 볼 때, 채플린(chaplain, 교목)에 

무신론자를 세운 것은 시대적, 영적 위기를 보여주는 단적인 예가 아닐 수 없

습니다. 2015년 미대법원에서 동성결혼을 합법화한 이후 급격히 찾아온 영

적 도덕적 타락은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 있는 부흥의 기회라고 해석할 수 있

습니다. 그래서 부흥의 핵심은 이 위기의식 속에 하나님 앞에 엎드려 죄를 토

하는 회개입니다. 부흥의 동의어는 회개입니다. 회개하면 소망이 있습니다. 

Perhaps, one of the most widely used word in church may be revival. 

When a church grows in size, it is easily said, “there’s been a revival”. 

The word has become descriptive of a result rather than a beginning. 

Revival has become interchangeable with a word success, like business 

becomes successful with increase in size. That’s probably why increase 

in members and growth of a church uses the word revival. However, 

strictly speaking, revival is not a word to measure a size. It is not a word 

to use after work has been finished and when there’s surplus based on 

our measurement of understanding.  

Revival begins with recognition of one’s own inability and society’s total 

depravity. I was impressed by what retired Pastor Tim Keller, who found-

ed Redeemer Presbyterian Church about 30 years ago in Manhattan 

and grew it to become one of the most influential churches, said after 

visiting Korea recently. “Currently, Korean Churches are closer to ‘revival’ 

than our American churches” and gave his reason.  “The reason is that 

Korean church leaders are aware of current deterioration of churches. 

All are proclaiming that we must pray.” He is definitely speaking of na-

ture of revival. From that perspective, synonym for revival is hope rather 

than success.  Revival begins to sprout when you begin to ask humbly if 

there’s hope in your fallen situation, and when you ask if there’s a future 

when everything seem so dark. 

Korea’s Pyung-Yang Great Revival in 1907 began in crisis when we lost 

our country. Methodist missionary J.R. Moose said at the time that Ko-

rea “has no one to depend on. It is a golden time to spread the gospel”. 

America’s Great Awakening took place during a crisis in society when 

Christian students were a minority at Yale University. Amherst College 

and neighboring Williams College held a festival to mock communion.  

Recently, Harvard University’s appointment of an atheist Greg Epstein as 

Chaplain became a hot topic. Perhaps, they were seeking a neutral ele-

ment, considering that there are over 20 different religious groups in the 

university. However, when you consider that, in the beginning, Harvard 

was a school to raise up pastors, selecting an atheist as a Chaplain is an 

example that our society is in crisis.  U.S. Supreme Court legalized the 

same sex marriage in 2015. Since then, spiritual and moral deterioration 

came suddenly. This is the time for revival when we must kneel before 

God. The heart of revival is to kneel before God in repentance. Synonym 

for revival is repentance. Where there is repentance, there is hope.   

김한요 목사 / Rev. Bryan Kim

담임목사 칼럼
Lead Pastor's Colum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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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우리 아이들은 언제부터 걸음마를 시작했는지 우리 부모 세대는 언제부터 걷고 뛰었는지 나눠봅시다.

2. 사도바울이 주님을 향한 마음이 어떻게 고백합니까? 빈칸을 채우며 바울의 열정을 느껴봅시다. (10-11절)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                                          )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                                          )에 이르려 하노니"

3. 12절에서 바울은 자신이 완전하지 않다고 말합니다. 그 의미를 쉽게 내 말로 풀어 봅시다. (12-14절)

4. 바울이 달릴 수 있는 근거를 제시합니다. 그것이 무엇이며, 우리에게 시사하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1)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14 b, 참고/ 요 11:43, 롬 8:28-30, 갈 1:6, 히 3:15)

 

 2)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12 b, 참고/ 요 10:27, 벧전 1:4-5, 시 121:1-2)

적용하기

<적용찬양: 하나님의	은혜

주일 1-3부 설교노트 / 나눔교재 설교자: 김한요 목사

성인 전용(Adult Only)
(빌 3:10-16) 

빌립보서 강해 -제15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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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만에 하나님께서 우리 베델교회에 심령부흥

성회를 열어 주셨습니다. 이전에 없던 전 세계의 

커다란 사건을 통해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은 믿

는 자들이 살아가는 유일한 길은 말씀이라는 것이

었습니다. 말씀과 함께 하는 삶을 새롭게 시작하

고자, 포스트 팬데믹 시대 하나님께서 열어주시

는 은혜의 자리, 바로 이번 심령부흥성회입니다.

주일 설교를 통해 "I am put here" 내가 원치 않

은 상황에 떠밀린 그 자리는, 바로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사명을 따라 살아내라는, 그 누구도 아

닌 하나님이 택해 주신 장소와 상황임을 우리에

게 알려주셨습니다. 이번에 강사로 섬겨주시는 

김양재 목사님(우리들교회 담임)은 떠밀린 여러 

상황 속에서도 사역의 길을 걸어오셨습니다. 매

일 말씀 묵상으로 셀 목장 사역에서 구체적인 말

씀 적용을 통해 '가정중수(회복)'를 외치며 사역

해 오신 은혜가 많은 성도님께도 큰 은혜가 되

리라 생각합니다. 부흥회에는 늘 특별한 은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성도님이 부흥회

의 은혜를 특별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다리시

므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특별한 은혜가 임

하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가 사모하는 영혼

에게 만족을 주시며 주린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시 107:9)"

이번 부흥회를 미리 기도하며 준비하고 계시나

요? 간절히 바라는 것은, 2년 만에 열리는 이 부

흥회에 은혜를 사모하며 특심을 내시는 성도님

들이 많으셔서 하나님의 특별한 그 은혜가 충만

히 임하는 부흥회가 되었으면 하는 것입니다. 갈

수록 세상이 어지러워지고 진리의 가치를 흐리

며, 오늘도 사단은 우리를 넘어뜨리려 합니다. 

말씀의 횃불을 높이 들고 우리의 방향을 잃지 

않는다면, 그 어디서든 어떤 상황에서든 떠밀

린 환경에서 불평과 원망이 없어지고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뜻을 발견하여, 다시 옷깃을 여

미고 사명을 따라 일어서게 될 것입니다. 이번 

부흥회 때 모든 교회학교에도 동일하게 부흥회

가 열립니다. 아이들과 함께 온 가족이 하나님

의 은혜를 경험하는 복된 부흥성회의 현장이 되

길 기도합니다.

박경철 목사

부흥회

“재헌신으로 리셋”이란 주제로 2021년 가을 셀목자 수양회가 개최됩니다. 전 세계를 격리와 비

대면의 일상으로 몰아갔던 코로나가 모두의 희망과 달리 델타 변이의 확산으로 다시금 우리를 

힘들게 하는 상황에서, 베델교회 목회의 큰 축 가운데 하나인 셀모임을 이끄는 셀목자들이 함

께 고민을 나누고, 대안을 모색하며, 기도하고, 재 헌신을 다짐하는 자리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특별히, 금년 셀목자 수양회는 부흥회 강사로 오시는 우리들교회 김양재 목사님께서 토요 헵시

바 새벽 기도회 때부터 셀목자를 위한 말씀을 나누어 주시고, 이후 특강과 토크쇼(Talk Show)

를 진행해 주십니다.

참고로, 이번 토크쇼는 김양재 목사님 뿐만 아니라 우리들교회에서 셀사역을 주도하고 계시는 목

회진이 패널로 참가하게 되는데, 셀목자들이 카톡 설문지에 주신 질문내용을 기반으로 해서 셀 목

자님들의 실제적인 고민과 효과적인 셀모임 운영방안 등에 대해, 심도 있는 질의응답을 하게 됩니

다. 우리들교회는 현재 한국 교계에서 모범적인 셀사역 운영으로 좋은 영향력을 끼치고 있으며 베

델의 셀목자에게도 큰 도전과 통찰력을 얻게 되는 기회가 되리라 믿습니다. 셀목자의 안전한 참여

를 위하여 지난 봄 셀목자 수양회처럼 사전에 QR 코드 신청을 받아 자리를 배정할 계획으로, 신청은 

9월 6일 아침부터 받을 예정입니다. 가급적 많은 분들이 현장에 모여 하나님의 만지심을 경험하는 

유익하고 은혜로운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셀목자 여러분을 두 팔 벌려 축복하며 초대합니다!

▶ 일시/장소: 9월 11일 (토) 오전 8시 30분, 본당

▶ 강사: 김양재 목사 (우리들교회 담임)

2021 가을 셀목자 수양회 - 김병주 장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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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5월, 예삶 채플이라는 이름으로 새 단장

을 하며 태어났던 청년 공동체. 이후 13년이 넘

는 시간 동안 수백 명의 청년들이 함께 모여 뜨

겁게 말씀으로 훈련받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은

혜의 행진들이 이어져 왔지만, 팬데믹을 견디며 

믿음을 지키려 애쓰는 후배들을 격려하기 위해, 

또 젊은 날의 열정을 다시 마음에 되새기려, 가

정을 이루고 직장을 찾아 떠난 예삶의 선배들이 

지난 8월 22일 4부 예배 현장을 찾아주셨습니

다. 선배들이 함께 참여한 예삶 워십팀의 인도

로 선후배 세대가 함께 어우러져 하나님을 높여 

드린 찬양 시간, 반가운 역대 예삶 목회진의 영

상 인사, 또 서로를 바라보며 중보한 뜻깊은 시

간과 더불어 은혜 가득했던 피아노, 오보에 특

송까지... 예삶의 어제와 오늘, 그리고 미래를 함

께 헤아려본 그 현장의 은혜가 담긴 세 분의 고

백을 들어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돌파하라!"

저는 예배팀에서 QR코드 체크를 담당하고 있습

니다. 이전에 함께 신앙 생활했던 수많은 예삶의 

졸업생들이 가정을 이루어, 예삶 청년 커플에서 

이제는 부부의 모습으로, 자녀들과 함께 손을 잡

고 오랜만에 4부 예배를 찾아왔습니다. 현재 청

년 지체들과 그 전 멤버들, 그리고 목사님까지 

초청해 다 함께 예배를 드리는 아주 특별하고 축

복된 시간, 이런 기회가 주변 어느 청년부에도 

없을 것 같아 마음에 큰 감동이 되었고, 이것이 "

예삶인"으로서 누리는 큰 특권이자 하나님의 놀

라운 은혜라고 여겨졌습니다. 

손경일 목사님께서는 우리가 청년의 때이든, 장

년이 되어서도 여전히 마주하게 되는 다양한 삶

의 문제를 하나님 안에서 "돌파하라!"라는 설교 

말씀 가운데 ①현실에 매이지 마라 ②소유권을 

이전하라 ③말씀을 신뢰하라는 세 가지 강력한 

메시지로 코로나 숲을 뚫고 살아가는 예삶 청년

들과 선배들을 위로하시고 권고하셨습니다. 함

께 드리는 예배 안에서 신앙의 선후배의 만남과 

연합, 그리고 잠깐의 교제를 통해 지난 청년의 

때를 추억하는 것만이 아니라 그때의 열정과 섬

김의 열심을 되새기며 팬데믹의 힘든 시기에 서

로 격려할 수 있었습니다. 예삶 청년 공동체의 

앞날을 축복하며 앞으로 믿음의 유산을 이어받

을 후배들의 신앙생활과 믿음을 위해 중보합니

다.

김소라 자매(청3)

눈물의 무게

반가운 지체들과 함께 고백한 은혜롭고 뜨거운 

찬양과 깊고 따뜻한 손경일 목사님의 말씀, 또 

서로를 위한 기도를 통하여 제 눈에는 눈물이 한

두 방울 맺히기 시작했고 그 가슴 벅찬 감동과 

은혜로 인하여 주체할 수 없이 눈물이 흘러내렸

습니다. 예삶에서 함께 했던 시간을 통하여 차고 

넘치도록 부어주신 하나님의 은혜, 지금도 함께 

하시고 앞으로도 함께 하실 끊을 수 없

는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니 감

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예배가 삶이 되고 삶이 예배가 되는 

삶 - 예삶 채플이 추구하는 모토입니

다. 그곳에서 우리는 전심으로 하나님

을 배우고 찬양하고 서로 섬기고 사랑

하며 삶이 예배가 되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 최선을 다하여 하루하루를 살아 내었습

니다. 도대체 왜 나같이 죄 많고 연약하고 부

족한 사람을 이처럼 사랑하여 구원하여 주시고 

포기하지 않으시고 지켜주고 인도하고 계시는

지 돌아보면, 삶의 한순간 한순간 모

든 것이 은혜이자, 한량없고 갚을 길 

없는 은혜입니다. 모든 것이 은혜입

니다. 예삶의 목사님과 청년들 베델

교회를 주님의 이름으로 많이 사랑

하고 축복합니다.

김유호 집사

우리가 통로 되어

이번 예삶 홈커밍데이를 통해 예삶

의 선배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며 참 많은 도전

과 위로의 시간이 되었습니다. 현재 예삶에 출

석하는 청년들과 선배 세대의 고민과 걱정, 그

리고 예배가 삶이 되고 삶이 예배가 되는, 청년

다운 모습으로 살아가고자 발버둥 치며 예수 그

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들고 믿음으로 전진해 가

는 모습은 여전히 한결같다는 것을 깨닫게 하셨

습니다. 또한 학업과 직업이라는 중요한 삶의 조

각들을 짊어지고 가는 시기에, 캠퍼스와 오피스 

속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길 꿈꾸는 아름다운 청

년들에게 늘 본이 되어주시고 도움을 주시는 우

리 믿음의 선배님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청년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섬겨 주

시는 교회의 수많은 손길들을 늘 기억하며, 선배

님들의 선한 영향력을 저희 또한 저희 후배들에

게 흘려보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베델교회의 

청년부로서 예삶 공동체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최재환 형제(청3, 부부목장)

뜨거운 마음들이 모인 “홈커밍 데이”예삶채플

*QR 코드로
영상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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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학기를 맞으며 드디어 교회학교가 베델의 뜰

에서 새롭게 시작됩니다. 팬데믹으로 인해 그동

안 만나지 못했던 교회학교 학생들을 기다리며 

교육부의 목사님, 전도사님들, 그리고 선생님들

이 기도로 준비하며 새롭게 교회학교를 엽니다. 

아직은 100% 교회문이 열린 것은 아니지만, 우

리 교육부에서는 매주 예배 등록을 하고 QR코

드를 받으며 설레는 마음으로 교회학교로 향하

고 있는 학생들을 맞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교회학교에서 하실 일들을 기대하며, 또 

우리 자녀들이 교회학교에서 말씀을 듣고 함께 

기도하며 어떤 은혜를 경험할 수 있을지를 생각

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2021년 9월 5일부터 베델의 교회학교 부서가 

새로 개편됩니다. 팬데믹 동안 많은 새 가족들이 

교회에 나오고 등록하게 되어 현재 예배 공간이 

많이 부족한 상황이라 효과적으로 예배를 준비

하기 위해 새롭게 교회학교가 준비됩니다. 베델 

자녀들이 새롭게 시작되는 모든 부서 예배와 프

로그램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고, 더욱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녀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녀들이 나이별로 나누어져 예배를 드리게 됩

니다. 아래의 정보를 보시고 자녀들이 맞는 예

배에 참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립

니다. 부모님이 예배드리는 그 시간에 자녀들도 

함께 예배드리며 주님의 은혜와 축복을 경험하

는 귀한 시간이 될 것을 믿고 주님께 우리 모두

의 예배를 올려 드립니다.

*9월 12일 다음 주일부터는 2부, 3부 두 차례 예배
가 열리므로 장소 변경이 있을 것입니다. 

잠언 27장 2절 "타인이 너를 칭찬하게 하고 네 

입으로 하지 말며 외인이 너를 칭찬하게 하고 네 

입술로는 하지 말지니라."

얼마 전에 소천하신 (고)김태수 집사님을 추억

하며 아내 김미향 집사님과 그 가족들을 칭찬하

며 위로하려 합니다. 1년 반전 췌장암으로 투병

하며 키모가 시작될 때, 김태수 집사님은 병이 

낫기를 구하기보다는 고통과 두려움으로 인해 

믿음을 잃지 않도록 기도 부탁을 하셨으며, 어

떠한 상황에서도 예수님을 꼭 붙잡고 믿음을 지

켰노라고 진정으로 잘난 체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고 하셨습니다. 집사님은 그 약속을 지키

셨고 믿음의 '지, 정, 의'를 이루기 위해 고민했던 

문제들을 투병하는 과정에서 하나님을 가슴 깊

이 만나시게 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과하고 집사님 기도 제목처럼 믿음의 승리를 

이룬 진정으로 잘난 체하신 집사님입니다.

그렇게 힘든 가운데도 요동 없이 투병 생활을 할 

수 있었던 것은 가족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의 산 제사를 드렸기 때문이었습니다.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감사했고, 기뻐할 수 없는 상

황에서도 기뻐하며 오히려 위로를 해야 하는 우

리에게 힘과 도전을 주었으며, 김미향 집사님은 

언제나 하나님을 높여 드리며 찬양했습니다. 집

사님의 두 자녀와 두 여동생이 함께하는 매일 매

일의 예배는 김집사님과 그 가족들이 힘을 얻으

면서 1년 반 동안을 이끌어 갈 수 있도록 인도

해 주신 놀라운 하나님 은혜의 시간이었습니다. 

비록 집사님의 투병 생활은 hard time이었지

만, 구원의 확신과 천국의 소망을 품고 가족들

이 다 지켜보는 가운데 평안히 주님 품에 안긴 

beautiful landing이었습니다. 태수 집사님! 

See you again! 

주님이 계셔서 행복한 김미향 집사님과 가족이, 

이 땅에서 천국의 모습을 보여주셨음을 칭찬하

고 싶습니다.

박금옥 권사

베델 교회학교 예배 변경 사항

집사님, SEE YOU AGAIN!

교육부

칭찬합시다(4)

연령 부서 이름 예배 장소 담당 교역자

0-18개월 아가방 (Nursery) 본당 왼편 크라잉룸 공석

19-35개월 영아부 (Toddler) 본당 2층 영아부실 공석

36개월-Pre K 유아부 (Preschool) 할렐루야채플 장지은 전도사

Kinder-1학년 K-1 임마누엘채플 정가영(April) 전도사

2-3학년 유년부 (구)식당 이승진(Sharon) 전도사

4-5학년 초등부 체육관 김은정(Jamie) 전도사

6-8학년 중등부(BYM Jr.) 비전채플* 현호승(Daniel) 전도사

9-12학년 고등부(BYM High) 비전채플* 여욱제(John) 목사

6-12학년 한어 중고등부(CIM) 샬롬채플(카페 2층) 이형석 전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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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블	클럽은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성경	앱	'
드라마바이블'을	통해	함께	성경을	읽는	모임입니다.	이	
앱은	100여	명의	크리스천	성우들이	입체감	있는	낭독
으로	생생한	현장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오는	9월	7일
에	시작되는	바이블	클럽은	2가지	코스로	준비되는데,	
30일	사복음서	과정은	예수님의	생애를	전반적으로	이
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되며,	16주	성경1독	과정은	성경	66
권의	내용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두	코스	모두	진행	방식은	같습니다.	하루	주어진	분량
을	자유롭게	읽고(30일	코스	사복음서-	4장씩,	16주	코
스	성경1독-	1시간),	클럽	카카오톡	창에	인증	글을	올
리시면	됩니다.	인증	양식은	1)	완독	확인	2)	앞사람을	
위한	기도문	3)	성경	통독	중	은혜받은	구절과	은혜	4)	
말씀	적용	기도문을	간단하게	적고,	다음	사람이	이어
받는	릴레이	형식으로	진행됩니다.	온라인으로	서로	독
려하며	성경	통독의	기쁨을	맛볼	수	있는	바이블	클럽
을	통해	주님과	한	발	더	가까워지는	은혜가	있으시길	
기도합니다.

▶ 코스: 30일 사복음서 / 16주 성경 1독
▶ 일정: 9월 7일(화)부터 클럽별로 시작
▶ 문의: 황세헌 집사 (949)391-9497

베델	선교	훈련인	'코람데오	아카데미'는	'코람데오-하
나님	앞에서'라는	뜻처럼,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가는	선교적인	삶이	되도록	함
께	연구하는	선교	훈련입니다.	그	과정	중	하나인	베델	
BAM(Business	as	Mission)	훈련은	비즈니스	활동으로	
가득한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비즈니스를	
통해	접하는	다양한	문화의	사람들을	섬기며,	그리스도
의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복음을	나누는,	선교적	그리스
도인들을	양성하고자	합니다.

이번	훈련은	12주	동안	온라인	강의와	현장에서	소그룹
으로	모이는	하이브리드	방식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기초훈련인	1단계는	BAM에	대한	이해와	삶	과정,	리더/
심화훈련인	2/3단계는	실제적인	창업을	위한	비즈니스	
플랜	과정으로	열립니다.	비대면으로	진행되었던	지난	
학기도	여전히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큰	도전과	은혜
를	체험하였습니다.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장점을	모아	
진행되는	이번	베델	BAM	훈련에	많이	참여하셔서	선교
적인	삶에	대해	같이	고민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기도
합니다.	교회	홈페이지에서	등록하실	수	있으며,	성도님
의	많은	관심과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 일정: 9월 9일부터 12주, 매주 목요일 오후 7시 30분
▶ 장소: 비전채플
▶ 문의: 박지학 집사 (217)390-4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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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Ⅰ  9/5: 김진환, 김홍식     9/12: 김인권, 조혜성     9/19: 김정연, 서덕령     9/26: 김교식, 정지숙, 윤태경  

사역광고바이블 클럽
개강

베델 BAM
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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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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장 예배 신청 안내 베델교회는 온라인과 현장에
서 동시에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예배 신청은 매주 화요일 새벽 5시 30분
에 카톡 채널을 통해 발송된 예배 신청 링크와 교회 홈페이지(bkc.org)에서 등
록하실 수 있습니다. 

◆ 비전 주차장 주차안내 현장 예배 인원이 늘어남에 따라 2,3부 주차 공간부
족으로 인해 교회 임직들과 봉사자들은 비전 주차장에 주차 하시고 교회 셔틀
을 타고 교회 오시기를 부탁 드립니다.  
비전 주차장 주소: 3377 Michelson Drive, Irvine, CA 92612 *오전 5시 30분부터 가능

◆ 베델 심령부흥성회 새로운 계절과 시대를 맞이하며 우리 각자의 떠밀려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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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사: 김양재 목사(우리들교회 담임)

◆ 가을 셀목자 수양회 2021년 하반기를 시작하며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셀사
역을 위해 새로운 재헌신으로 달려가기 위한 김양재 목사님을 모시고 셀목자 
수양회가 열립니다. "재헌신으로 리셋~!"이라는 주제로 열리는 셀목자 수양회
에 모든 셀목자님들의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일시/시간/장소: 9월 11일(토) 오전 8시 30분, 본당

◆ 하반기 셀모임 시작 셀모임 여름 방학을 마치고 9월 12일(주일)부터 하반
기 셀모임이 다시 시작을 하게 됩니다.함께 모여 말씀 앞에 삶을 나눌 때에 역
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자랑하는 셀모임이 되시길 바랍니다.

◆ 베델 BAM 훈련 모집 비즈니스 문화의 일상에서 예수님의 제자로 선교적
인 삶을 살아가기 위한 훈련생을 모집합니다.(7면 참고)
일시/문의: 9월 9일(목)부터, 박지학 집사 (217)390-4107

◆ 베델 제자반, 양육반 "제자는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훈련되어 양성되는 것
이다" 베델제자훈련 양육반과 제자반이 9월 7일(화)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됩니
다. 문의: 김종학 집사 (949)285-9408

◆ 바이블 클럽 드라마바이블 앱을 통하여 성경을 읽고 카톡으로 은혜를 나
누는 바이블클럽이 9월 7일(화)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Youtube 오리엔
테이션 자료를 잘 숙지하시고 성경통독에 성공하시기 바랍니다. (7면 참고)

◆ 베델 차세대 크리스천 리더 및 유영 장학생 장학금 수여식 2021년 베델 차
세대 크리스천 리더와 유영 장학생 선발이 완료 되었습니다. 장학금 수여식을 
9월 12일(주일) 3부 예배 가운데 거행하오니 많은 격려와 기도 부탁 드립니다. 

◆ 교회학교 교사 모집 교회학교에서 교사분들을 모집합니다. 어린 영혼들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계신 분이라면 누구나 지원 가능합니다. 문의는 각 부
서 담당 전도사에게 하시면 됩니다.
모집 부서: 유아부, K-1, 유년부, 초등부, 소망부

◆ 교회학교 부서개편 안내 9월 5일(주일)부터 교회학교 부서가 개편되며 예
배 장소와 담당 전도사가 변경됩니다. (6면 참고)

◆ 교회학교 새학기 오픈하우스 새학기를 맞이하여서 교회학교 각 부서에서 
오픈하우스를 준비하였습니다. 각 부서의 비전과 앞으로 일년동안의 사역 계
획을 나눌 예정이며,  자녀의 담당 선생님을 만날 수 있는 시간이 있으니 많은 
참석과 관심 부탁드립니다. 
초등부(4-5학년): 9월 12일(주일) 오후 12시 30분 현장 체육관, 오후 4시 줌미팅 
유년부(2-3학년): 9월 26일(주일) 오후 12시 30분 현장 (구)식당
K-1(Kinder-1학년): 9월 19일(주일) 오후 2시 줌미팅
유아부(Preschool-PreK): 9월 26일(주일) 오후 12시 30분 현장 할렐루야채플
소망부: 9월 12일(주일) 오후 12시 30분 현장 소망부실 

◆ 카타콤기도회 시대를 함께 고민하며 교회와 나라, 개인을 위하여 함께 기도
하는 카타콤기도회가 매주 목요일 오전 10시에 비전채플에서 있습니다. 
*기도회는 prayers.bkc.org로 들어오시면 youtube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 아프가니스탄 긴급구제헌금 보고 탈레반의 점령으로 어려움을 겪고 아
프가니스탄의 피난민들에게 음식과 물, 생필품 등을 공급하기 위한 긴급구
제헌금에 정성과 마음을 모아주신 성도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모인 긴급
구제헌금($23,107)은 NEI(권순영 대표)를 통해 아프가니스탄 카불 지역 난
민에게 보내집니다.

◆ 예배 안내팀 봉사자 모집 예배팀에서 영광스러운 주일예배를 준비하는 안
내팀 봉사자를 모집합니다. 복음을 위한 예배팀 사역을 위해 관심있는 성도님
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합니다.
모집 분야/문의: 1-3부 주일 예배와 토요 헵시바 예배 안내, 김응진 집사 (213)215-4977

◆ 베델 워십팀 공개 모집 베델의 예배를 회중 찬양으로 함께 세워나갈 워십팀
원을 오디션을 통해 공개 모집합니다. (오디션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추후 공지)
- 주일 베델워십팀 모집분야: 싱어, 각종 악기
 오디션 일시/장소: 9월 18일(토) 오전 11시 30분, 본당
 문의: 현승원 집사 (701)212-5517, 박경철 목사 (949)774-9557
- 토요 헵시바 찬양팀 모집분야: 싱어
 오디션 일시/장소: 9월 25일(토) 오전 9시, 임마누엘 채플
 문의: 손용주 목사 (702)449-26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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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위로해주세요  
- 故 남용현 성도님(남기주, 남명희 성도의 아들)께서 지난 8월 15일(주일)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 故 김호동 집사님(김정열 권사의 남편, 케티 신 집사, 제니퍼 킴 집사의 
 부친)께서 9월 2일(목)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 故 김평옥 성도님(김휴리 집사의 부친, 김진원 집사의 장인)께서 
 9월 3일(금)에 한국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Apply to Life1. Share when your children began to walk, and when your parent’s generation began to walk and run.

2. How does Apostle Paul confess his heart for the Lord? Feel his passion as you fill in the blanks 
 below.(vv.10-11)

 “that I may know him and the power of his resurrection, and may share his sufferings, becoming 

 like him in his (                                                      ), that by any means possible I may attain the 

 (                                                      ) from the dead.”

3. In vs.12 Paul says that he is not perfect. Interpret what this means in your own simple words.(vv.12-14)

4. Paul presents evidence why he could be hung. What is that evidence, and what is the suggested 
 lesson for us?

 1)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v.14b, Ref: Jo 11:43, Ro 8:28-30, Gal 1:6, Heb 3:15) 

 2)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v.12b, Ref: Jo 10:27, 1 Pet 1:4-5, Ps 121:1-2)

<Song in Response: Grace of G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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