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1년 9월 12일제45권 37호

담임목사 방송설교 안내

■ 유아부(36개월-PreK) / 할렐루야채플, 온라인
	 9:00AM,	11:00AM	

■ K-1(킨더-1학년) / 임마누엘채플, 온라인
	 9:00AM,	11:00AM	

■ 유년부(2-3학년) / (구)식당, 온라인
	 9:00AM,	11:00AM

■ 초등부(4-5학년) / 체육관, 온라인
	 9:00AM,	11:00AM	

■ 영어중등부(BYM Jr.) / 비전채플, 스튜디오, 온라인 
	 9:00AM(스튜디오),	11:00AM(비전채플)

■ 영어고등부(BYM) / 비전채플, 스튜디오, 온라인 
	 9:00AM(비전채플),	11:00AM(스튜디오)

■ 한어중고등부(CIM) / 샬롬채플, 온라인
	 9:00AM,	11:00AM	

■ 소망부(장애인) / 소망부실, 온라인
	 9:00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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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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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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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룻기 1:1-6 ...............................All together 다같이

4부/골로세서 3:18-19

 말씀 Message ............................................1, 2, 3부 ....................... Rev. Yang Jae Kim 김양재 목사

말씀이 들리는 축복

4부 .......................... Rev. Yang Jae Kim 김양재 목사

결혼의 목적은 행복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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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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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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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Old Faithful” Revival Meeting

올드 페이스풀(Old Faithful) 부흥회

얼마 전 우리 교회 은퇴 장로님의 작품 전시회를 다녀왔습니다. 너무나

도 멋진 작품들을 감상하며 큰 감명을 받고 아름다운 작품들을 보면서 눈

이 다 시원해지는 느낌이었습니다. 이렇게 좋은 시간을 허락해 주신 것만

으로도 감사한데, 장로님은 오히려 저희 목회자들이 와 주셔서 감사하다

며 식사까지 대접해 주셔서 황송한 마음이었습니다. 작품을 감상하는 관

객 입장에서 걸작품을 보는 것은 새 영화를 보는 시사회에서와 같은 설렘

이자, 큰 감동과 기쁨입니다. 또한 작품을 만든 원작자의 입장에서, 자신의 

작품이 감상하는 분들에게 그 가치와 의미가 인정받는 것은 더할 나위 없

는 기쁨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번 전시회를 다녀오면서 천지 우주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이 그려 놓으신 밤하

늘의 별들과 온 세상에 병풍처럼 펼쳐 놓으신 산수목들을 보면서 하나님

의 자녀들이 감탄하며 그 가치를 인정하고 찬송한다면 하나님이 무척 기뻐

하실 것 같았습니다.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속에 그리어 볼 

때” 찬송가에도 있듯이 하나님의 작품을 칭찬하고 찬양하는 우리들의 찬

양 속에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나중에 시

간이 되면 꼭 해보고 싶은 것이 생겼습니다. RV를 타고 미 대륙을 횡단해 

보는 것입니다. 벌써 40년 넘게 하나님이 저를 이곳 아름다운 나라, 미국

(美國)에서 살게 하셨는데, 나중에 아무것도 본 것 없이 하나님 앞에 서면, 

하나님 마음이 전시회에 아무 손님이 없어 섭섭한 작가의 마음이 아닐까 

싶기 때문입니다. 솔직히 야영 한번 제대로 해 본 경험이 없는 저로선, 대

륙 횡단은 겁이 나서 아직도 실천할 엄두가 나지 않습니다. 그래도 나중에 

기회가 되면 꼭 해 보고 싶은 이유는 하나님이 만드신 작품을 많이 감상하

고 정말 멋졌다고 하나님께 맘껏 찬양 드리고 싶어서입니다. 집회 때문에 

남들보다 많이 미국의 여러 도시를 가봤다고 할 수는 있지만 공항만 보고 

오는 것이 대부분인지라, 이번에 우리 교회 강사로 오신 목사님께도 잠시

라도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우리 동네 작품들을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이번 휴가 때 미국 최초의 국립공원인 옐로스톤에 가서 보게 된 간헐천은 

정말 환상적이었다고 하나님께 칭찬을 엄청 많이 해 드렸습니다. 거대한 

공원 바닥이 온통 부글부글 끓는 물로 가득 찬 것 같이 여기저기서 뜨거운 

김과 함께 흘러나오는 간헐천들이 1만여 개가 넘습니다. 그중 반드시 봐

야 할 간헐천은 [올드 페이스풀] 입니다. 정기적으로 시간만 되면 물기둥

이 뿜어져 올라오는데, 그 높이가 60미터나 됩니다. 구경하며 턱이 빠지지 

않도록 조심해야 할 정도로 장관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정말 이름 그대로, 

늘 어김없이 그 시간만 되면 솟구쳐 오르는 물기둥은 하나님의 성실하신 

은혜를 찬양하고 있었습니다. 이번 부흥회도 어김없이 찾아오셔서 은혜의 

물줄기를 폭포수같이 쏟아부어 주실 올드 페이스플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I once went to an art exhibition of a retired elder from our church. 

His fine works of art moved me; even my eyes felt refreshed. I 

was grateful for such a wonderful time, yet this elder thanked 

us our pastoral staff for coming and treated us to a meal. For an 

art audience, seeing great works of art is like seeing a prerelease 

screening of a new movie – with excitement, emotions, and joy. 

For an artist, his joy comes from his audience seeing the meaning 

and value of his works. This exhibition made me think about God 

who wonderfully created heaven and earth, and rejoices greatly 

when his children admire his creation and praise him for it. “O, 

Lord my God! When I in awesome wonder, consider all the worlds 

thy hands have made.” As this hymn says, I believe that God re-

ceives glory amid our praising of his works. So, when I have free 

time later, I want to travel across the U.S. in an RV. God has led me 

to live in this beautiful country for over 40 years. If I were to stand 

before him without seeing much of it, then God may get disap-

pointed like an artist who did not have any audience to his art ex-

hibition. Honestly, for me, who have not even had a real camping 

experience, a cross-country road trip will be a scary and daunting 

task. Despite that, if given an opportunity, I would like to do it. For 

I want to see many of God’s wonderful works, and praise him to 

my heart’s content. Due to various revivals and mission meetings, 

I have traveled to many places in the U.S., but usually I only get to 

see the airports there. Thus, even if only briefly, I want to show our 

guest pastor the works of God in our neighborhood.

On my recent vacation, I visited Yellowstone National Park, the first 

national park in America. Its geysers were truly fantastic and I gave 

God a lot of praises. This expansive park has over 10,000 geysers 

that spout hot steams with water bubbling over. A must-see gey-

ser is “Old Faithful”. Like clockwork, water gushes out upward to 

60 meters. It is a magnificent sight. As its name indicates, without 

fail and on time, it spouts a tall column of water in praise of God’s 

faithful grace. I praise the “Old Faithful” God who, without fail, has 

come to our Revival Meeting and poured out the streams of grace 

like a waterfall.

김한요 목사 / Rev. Bryan Kim

담임목사 칼럼
Lead Pastor's Colum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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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하기

주일 1-3부 설교노트 / 나눔교재                                                          설교자: 김양재 목사

말씀이 들리는 축복   룻기 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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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가 열려 다시금 기쁜 얼굴로 예배 안내에 참

여하게 해 주신 것에 정말 감사합니다. 아침 일

찍 예배를 위해 함께 모여 기도로 준비하면서, 

현장에서 주님께 예배할 수 있다는 그 기쁨으로 

교회에 오신 성도님들이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

지 새삼 깨닫게 됩니다.

밝게 인사해주시는 성도님들을 뵈면 힘이 절로 

생기고 함께 예배하는 기쁨이 어떻게 배가 되

는지도 깨닫게 됩니다. 모든 팀원분이 따뜻하

게 챙겨 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아껴 주시는 아

름다운 팀워크에 감동하며, 주 안에서 함께 사

역하는 기쁨을 누리게 해 주심에 다시 한번 감

사드립니다.

김자현 자매

주일 예배의 자리를 정돈하고, 교회를 찾으시는 

성도님들을 안내하는 예배 사역팀에서는 주보

를 배부하고, 좌석까지 안내해 드리며, 예배 중 

헌금을 봉헌합니다. 예배가 완료된 후에는 성도

님들의 안전한 퇴실을 안내하고, 좌석을 정리하

며 사역을 마무리합니다.

담당 목사님, 팀장님과 함께 1, 2, 3부 예배에

는 전체 30명이 넘는 분들이 섬기고 계시며, 베

델의 소중한 예배를 위해 기쁨으로 섬기고자 하

는 분들은 언제라도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예배

를 섬기면서 저는 베델 성도님들의 높은 품격을 

접합니다. 저희의 부족으로 실수하는 상황에서

도 서로 양보하시며, 활짝 웃어주시는 성도님들

을 보면서 베델의 성숙함을 느

끼는 한편, 저희가 도리어 큰 은

혜를 받고 보람을 느낍니다. 하

루속히 팬데믹 상황이 끝나서 이

전처럼 많은 성도님이 함께 모

여 주님께 예배드리는 날이 속히 

오기를 바랍니다.

김효선 집사 

여러 가지 이유로 하나님과 교회가 점점 

멀게만 느껴질 때쯤, 내가 할 수 있

는 하나님의 일이라면 뭐든 하자고 

시작한 예배팀 사역은 저에게 많은 변

화를 가져다줬습니다. 특별 새벽기도

회 한번 완주하려면 몸부림쳐야만 했

던 저를, 주일 1부 예배 봉사를 위해 

새벽에 거뜬히 일어나게 하시고, 예배

부 사역을 시작하는 긴장과 염려는 팀원들의 환

대 덕분에 편안함으로 바뀌었습니다. 예배와 담

임 목사님의 설교, 그리고 베델 성도님들이 받으

실 풍성한 은혜와 위로를 위해, 조금 더 가까운 

곳에서 조금 더 기도할 수 있는 현장에 있게 해 

주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박혜성 집사 

어릴 때 교회 입구에서 주보를 나누어 주시던 집

사님, 권사님들이 생각나며 어느덧 제가 그 자

리에 서서 성도님을 맞이하는 사역을 담당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저를 여기까지 이

끄셨음에, 정말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매주 뵙는 성도님들의 얼굴이 점점 낯익어 가고 

반갑게 인사해 주시는 성도님들을 뵐 때면 마음

이 참 따뜻해집니다. 델타 변이 바이러스의 우려 

속에서도 매주 늘어가는 성도님들을 보면서 현

장 예배를 얼마나 사모하시는지를 피부로 느낍

니다.  모든 성도님이 바이러스 걱정 없이 모두 

현장 예배에 나오실 수 있는 그 날이 오기를 간

절히 기도드립니다. 

신상희 집사 

저는 담임 목사님이 설교에서 언

급하셨던 "스파이" 

성도였습니다. 예

배에 참석만 하고 

누가 알아보기 전

에 바람처럼 교회에

서 사라졌었습니다. 

예배팀에 속한 아는 

집사님께서, 주일 예

배 봉사를 잠깐 못하시는 

분을 대신하여 몇 주간

만 봉사할 수 있는지 문

의하셨고, 부부

가 같이 봉사해

야 한다는 말씀

에 덩달아 저도 

"잠깐"이라는 말

에 현혹되어 예

배팀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자의 반 타의 

반 시작하게 된 예배

팀 봉사가 3년이 지

났습니다. 회사를 그

만두고 비즈니스를 하면서 얽매이지 않고 자유

롭게 살던 제가, 매 주일 정장에 넥타이를 매고 

예배 시간보다 일찍 교회에 가서 예배가 끝난 후 

늦게까지 교회에 머물다가 집으로 돌아가는 것

이 때론 힘들게 느껴질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

나 팬데믹으로 현장 예배를 못 드린 지 한참이 

지나고 부분적으로 현장 예배를 시작하게 되었

을 때, 예배팀 동역자분들과 예배에 참석하시는 

성도님들을 통해 부어지는 하나님의 은혜가 여

태껏 험난한 세상 속에서 나를 살리셨던 것임을 

분명히 깨닫게 되었습니다.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정낙성 집사 

스파이 작전? 이젠 끝
예배사역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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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최대 우범 지역 중 한 곳인 North Central 

- 매일 총기사고가 끊이지 않고 가난과 굶주림

으로 고통받고 있는 그곳에 하나님께서 이태후 

선교사님을 보내셨습니다. 

빗자루를 들고 폐허가 된 거리를 청소하며 이웃

을 둘러보니 방치된 아이들이 보였습니다. 오직 

복음을 통해서만 가난의 대물림을 끊을 수 있다

는 것을 보게 하신 하나님께서는 아이들을 위해 

여름 캠프를 운영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2006년부터 매년 열린 여름 캠프에서 펼쳐진 다

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복음을 들은 아이들은 하

나님이 얼마나 자신을 사랑하시는지 깨닫게 되었

습니다. 꿈이 없던 아이들에게 꿈이 생겼습니다. 

하지만 코로나로 인해 매년 열렸던 여름 캠프마

저 불가능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곳을 

향한 하나님의 손길은 멈추지 않았고, 청년들도 

멈출 수 없었습니다. 선교팀을 이루어 매주 주

일에 모여 선교 훈련과 기도 모임을 갖고, 선교

사님과 줌 미팅도 하고, 홍보 영상도 찍었습니

다. 예삶 지체들은 찬양과 기도로 사역지에 대

해 알아가는 시간을 가진 후, 펀드레이징을 위

해 필리 치즈 스테이크 300인분을 준비했습니

다. 썰고 볶고 다듬으며 재료 손질을 하고, 메뉴

판과 기도 카드도 정성스럽게 만들었습니다. 선

교 티셔츠를 직접 만들어 입은 것도 이번 선교의 

특별함을 더해 주었습니다. 선교지에 있는 아이

들에게 보내줄 예쁜 리본 핀을 손수 만들어 선물

해주신 귀한 성도님 가정의 손길로 격려를 얻기

도 했습니다.

독립기념일 주일이 다가왔습니다. 이른 아침부

터 모여 펀드레이징을 준비하는데, 정말 많은 예

삶 친구들이 힘을 다해 도와주었고, 베델 성도

님들의 후원으로 300개를 완판하여, '모두 함

께 하는 선교'의 아름다움을 맛보았습니다. 여

러 가지 모양으로 보태어 주신 사랑을 가득 담

아, 5천 불에 달하는 수익금을 전액 필라델피

아 선교지로 전달하였습니다. 특히, 어려서부터 

캠프에 참여해 건강한 꿈을 꾸며 자란 Brian과 

Ayasha에게 이번 가을, 대학에 진학하는 학비

로 이 헌금이 지원된 것은, 우리의 작은 섬김에 

아름다운 의미를 더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가 아닐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물심양면으로 격려해주

신 성도님들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계속

해서 이태후 선교사님과 Uber Street의 아이들

을 위해 기도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삶 필라델피아 선교팀 일동

이번 여름 수양회는 정말 기억에 남는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팬데믹으로 수양회를 하지 못했던 

지난해였는데, 교회에서 진행된 이번 수양회는 

정말 특별한 경험이었고 이 특별한 장소에서의 

수양회 시간이 저는 참 좋았습니다. 예배마다 하

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모두 마음이 뜨거

워졌고 매시간 큰 격려를 경험했습니다. 교회에

서 함께 드리는 예배는 다른 어떤 장소에서의 수

양회보다도 정말 좋았습니다. 다른 수양회 때

와 달리 학생들이 많지는 않았지만 그러기에 저

는 주님을 더 깊이 만날 수 있었습니다. 이번 수

양회는 제가 BYM 고등부를 떠나면서 경험했던 

아주 멋진 수양회였습니다.

Iris Lee (12학년)

2021년 BYM 고등부 여름 수양회는 설명할 

수 없을 만큼 특별한 시간이었습니다. 보통 때

처럼 멀리 수양회 장소로 가지는 않았지만, 주

님은 교회에서도 큰 은혜를 주셨습니다. "Firm 

Foundation"이라는 표어 아래, 어떻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든든히 설 수 있는가를 생각하

며 우리 삶을 십자가에 재조명하는 시간이었습

니다. 초등학교 때부터 듣고 자란 십자가지만 

든든한 기초는 결국,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

리에게 보여주신 그 사랑이었음을 다시 확인했

습니다. 십자가로 인하여 주어진 자유함에 얼마

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수양회를 위해 섬겨주

신 많은 분의 헌신에 몹시 감격스러웠고 마치 천

국의 한 부분을 경험하는 듯했습니다. 2021년 

BYM 여름 수양회, 너무도 감사한 영원히 잊지 

못할 시간이었습니다.

Joy Kim (12학년)

저는 이번 수양회 기

간에 찬양팀과 소그

룹 인도로 섬겼습니

다. 처음에는 이러한 

섬김이 너무 오랜만

이라 많이 망설였습

니다. 일을 마치고 조

금 늦게 수양회에 참

여하면서도 하나님

께서 이 수양회를 인도하신다는 확신이 생겼습

니다. 소그룹을 인도하면서 주님께서는 큰 평안

을 주셨고 함께 섬기시는 리더들을 보면서 많은 

격려를 받았습니다. 학생들도 순서 하나하나마

다 열심히, 온 힘을 다했고 특히 예배 시간의 뜨

거운 찬양과 서로를 위한 중보기도의 모습에 저

의 마음이 얼마나 뜨거웠는지 모릅니다. 너무나

도 귀한 2021년 여름 수양회였습니다. 주님께

서 학생들의 삶을 어떻게 인도하시고 축복해주

실지, 벅찬 기대가 제 마음을 가득 채웁니다.

Joan Kwak (교사)

꿈속에 숨겨진 생명

표현 못할 특별함

선교

교육부

*QR 코드로
영상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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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한 대추차 마음 

저는 동부의 노스캐롤라이나에서 살다가 이곳

에 왔습니다. 2014년 베델교회에 싱글들을 위

한 세미나가 있다는 것을 알고 설레는 마음으로 

'민들레 동산'에 참석했습니다. 오랜 시간 신앙

생활을 했지만, 낯선 곳은 역시 모든 것이 낯설

었습니다. 그런 저에게 나이 지긋하신 한 권사

님이 다가와 어디서 왔고, 어디에 묵는지 물으

시고는 호텔에 묵고 있던 제게 '다음부턴 우리 

집으로 오고, 교회에도 같이 가자'시며 친자식처

럼 따뜻하게 대해 주셔서 얼마나 힘이 됐는지 모

릅니다. 민들레 동산에서 그 권사님이 갖다주신 

베델의 진한 대추차, 먹기도 아까울 만큼 예쁘

고 맛있는 스낵에 감동하여 '베델교회에 다니며 

나도 이런 봉사를 할 수 있으면 좋겠다.'라고 생

각했습니다. 세미나를 마치고 주일 새벽에 교회

에 도착하니, 그 권사님(김경자A)이 교회 주차

장 앞에서 사람들을 맞이하며 도넛과 커피를 대

접하고 계셨습니다. 원피스를 입고 서 계신 권사

님의 실루엣이 어렸을 때 본 '전도 부인'의 모습

과 비슷해서 친근감 있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하

나님의 인도하심으로 베델교회에 오게 되었고, 

그 권사님의 따뜻한 사랑으로 잘 정착할 수 있었

습니다. 저도 김경자 A 권사님처럼 따뜻한 어머

니의 마음으로 성도들을 대하며, 교회를 사랑하

고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후배 권사가 되고 

싶습니다. 팬데믹으로 인해 잘 뵐 수 없는 권사

님, 늘 건강하시고 교회에서 자주 뵐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권사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정인숙 권사

변함없는 성실함으로

김수명 장로님과 김은정 권사님을 칭찬합니다. 

두 분은 매 주일 단정하고 성실하게 신령과 진정

이 담긴 아름다운 마음으로 예배에 임하시며, 셀

모임때마다 예배 가운데 누렸던 귀한 간증을 허

심탄회하게 나눠 주셨습니다. 또 인자하고 따뜻

한 성품으로 셀식구들을 섬겨 모이기에 더욱 힘

쓸 수 있도록 베델교회 좋은6셀의 모범이 되셨기

에 칭찬합니다. 김선형 집사님은 목요 중보기도 

모임을 통해 만났습니다. 함께 기도하면 그 위로

와 힘이 배가 된다는 기쁨을 알게 해주셨으며, 매

일 아침 매일 성경 QT 본문을 묵상하며 성실하

게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아 삶에 적용하

셨습니다. 그리고 팬데믹 기간에도 믿음의 동역

자의 역할을 잘 감당하며 리드해주었습니다. 말

씀 안에서 승리하고, 항상 기뻐하며 범사에 감사

하고 쉬지 않고 기도함으로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도록 모범을 보여준 수고와 사랑에 큰 박수를 

보냅니다.   

이은화 집사 

칭찬받고 회복하기칭찬합시다(5)

축복하노라
My Story
 My Song

나의 은총을 입은 이여 너를 아노라
너의 이름을 내가 아노라
나의 사랑을 아는 이여 함께 가노라
내가 친히 함께 가노라

내가 너로 편케하며 나의 모든 선함으로
너의 앞을 지나며 나의 이름으로 너를 지키리라
나의 은총을 입은 이여 나의 사랑을 아는 이여
내가 너를 축복하노라

작년 3월 팬데믹으로 전 예배가 온라인으로 전

환되면서 찬양팀과 성가대 오케스트라로 섬길 

수 없게 되었을 때,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어색함

과 불안함이 있었습니다. 중학교 때부터 지금까

지 매주 쉬지 않고 교회 오케스트라에서 바이올

린으로 섬기고 있었기 때문에 더욱 그러했는지

도 모릅니다. 다행히 몇 달 뒤 워쉽팀과 함께 주

일 현장 예배에서 한정된 인원으로나마 오케스

트라에서 섬길 수 있게 되었습니다. 2년 가까운 

시간 동안 묵묵히 그 자리를 지켜주고 기다려주

고 계시는 오케스트라분들에게 항상 감사한 마

음뿐입니다. 

얼마 전 담임목사님 설교 "그대 그런 사람을 가

졌는가?" 빌립보서 2장 19절 말씀에 바울이 신

뢰하고 믿고 함께 했던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

의 관계처럼, 팬데믹 상황에서 1부와 2부 예배 

워쉽팀 오케스트라로 함께 섬기는 분들이 계셔

서 진심으로 힘이 되고 두려운 마음들이 사라지

는 은혜를 매주 체험하고 있습니다. 

팬데믹의 절정 중에, 교회의 찬양팀도 무대에서 

더이상 설 수 없게 되어 오케스트라와 밴드만으

로 찬양 드리던 몇 주간의 시기가 있었습니다. 조

금은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가지고 교회에 나오

게 되었을 때를 기억합니다. 비록 회중석에도 몇 

분 밖에 앉아있지는 않았지만, 막상 교회의 문턱

을 밟고 들어왔을 때는 오히려 평안한 마음에 "잘 

나왔다" "아멘으로 나왔습니다."라는 고백을 나

눌 수 있었습니다. 지금도 동일한 섬김으로 함께 

하시는 오케스트라 분들을 보면 깊은 감격과 감

사가 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는 수요일 아침 '예. 수. 아' 에서 

첫 번째로 연주했던 "축복하노라"라는 곡에서 '나

의 사랑을 아는 이여 함께 가노라 내가 친히 함

께 가노라'라는 가사가 있습니다. 이처럼 함께하

신다는 하나님 말씀에 힘입어 우리도 계속 함께 

찬양의 자리에 있기를 소원합니다. 

박미 집사

*QR 코드로
영상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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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들은	우리의	희망이고	미래입니다.	신실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미래를	이끌어갈	젊은이들을	격려하기	위한	2021년	
베델	차세대	리더	장학금을	올해도	총	73명의	주님의	자녀들이	받게	되었습니다.	매년	크리스천	리더를	양성하기	위
한	이	프로그램을	통해	그동안	수많은	장학생이	배출되었습니다.	특히	2021년에는	유영	장학금	1만	불이	새로	신설되
어	베델교회	뿐	아니라	타	교회	학생들,	목회자와	선교사	자녀들도	혜택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귀한	장학생들이	베델
의	리더이자	다음	세대를	주님께로	인도할	신실한	믿음의	사람으로	자랄	수	있도록	많은	기도와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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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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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0월)Ⅰ9/12: 김인권, 조혜성  9/19: 김정연, 서덕령  9/26: 김교식, 정지숙, 윤태경  10/3: 김형균, 윤주원, 이자영

사역광고 제8회 베델 차세대 리더 장학금

Abigail	Kang
Alice	Kwak
Amy	Sylki	Joo
Andrew	Kim	
Andrew	Wooyoung	Son	
Billy	Baekkyon	Choi	
Chaewon	Christina	Hwang	
Chanho	Ju	
Christina	Y	Kim	
Chungmin	Seo	
Daniel	Choi
Daniel	J	Hong
Dongjae	Park	

Dongkyu	Joseph	Kim	
Eric	Jung	
Gina	Park
Gloria	Kim	
Gloria	Yeeun	Park	
Gyumin	Shin
Hajun	Eddie	Park
Hanbyul	Ko	
Hannah	Jisun	Kim	
Heechan	Jung
Hyeeun	Chu	
Irene	Ahn	
Jeebin	Lee
Jeemin	Grace	Choi
Jeremiah	Kim	
Jihee	Jane	Kim	
John	Myung-Hwan	Shin
Jonathan	Yi	
Jonathan	Park
Jongmin	Park	

Joshua	Yoon	
Joyce	Lee	
Ju	An	Lee	
Jueun	Lee	
Jueyon	Lee	
Kanghee	Shaun	Cho	
Kieun	Grace	Seok
Lauren	Kobayashi
Lois	Shinhae	Kim
Minkyu	David	Kim
Miseok	Kim
Nakyung	Elina	Kim	
Nara	Kim
Paul	Andrew	Lee
Peter	Park,	Samuel	Choi
Sarah	Geeheh	Kang	
Sean	Lee,	Seeun	Bae
Sehee	Bae
Seonghan	Wang
Seoyoung	Park

Serena	Phelps
Soyoung	Ju
Sumin	Jo
Sunghyun	Danny	Choo	
Sungyeon	Lindsay	Kim
Sunki	Eric	Kim
Taehwan	Daniel	Shin
Timothy	Jun
Woochang	Wi
Yechin	Joy	Kim	
Yeeun	Iris	Lee	
Yein	Kim	
Yejee	Sofia	Park	
Yejin	Park	
Yeseong	Dave	Koo	
Youbeen	Grace	Hong
Younghwan	Kim
Yu	Jin	Jeon,	Yun	Hoe

유영장학금(3명): Giyoon	Park,	Jubilee	Haram	Yoon,	Min	Hoe	

BETHEL
YOUNG CHRISTIAN 

LEADERS

SCHOLARSHIP

베델장학금(73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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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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감사의 말씀 2021년 심령부흥성회와 주일예배로 귀한 말씀을 전해 주시
는 김양재 목사님(우리들교회 담임)께 감사를 드립니다. 심령부흥성회는 주
일 1부-4부까지 계속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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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 비전 주차장 주차 안내 현장 예배 인원이 늘어남에 따라 2, 3부 주차 공간
이 많이 부족합니다. 5시 30분부터 비전 주차장을 사용하실 수 있사오니 모
든 교회 임직들과 봉사자분들은 비전 주차장에 주차하시고 교회 셔틀을 타고 
교회 오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비전 주차장 주소: 3377 Michelson Drive, Irvine, CA 92612 

◆ 베델 차세대 크리스천 리더 및 유영 장학생 장학금 수여식 2021년 베
델 차세대 크리스천 리더와 유영 장학생 장학금 수여식이 오늘(12일) 주일예
배 3부에 있습니다. 차세대 리더들을 위해 많은 격려와 기도 부탁드립니다. 

◆ 하반기 셀모임 시작 셀모임 여름 방학을 마치고 오늘(12일)부터 하반기 
셀모임이 다시 시작하게 됩니다. 함께 모여 말씀 앞에 삶을 나눌 때에 역사하
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셀모임이 되시길 바랍니다. 

◆ 55차 전도폭팔 기도후원자의 밤 55차 전도폭발 기도후원자의 밤이 돌아
오는 화요일 9월 14일 저녁 7시에 비전채플에서 있습니다. 많은 관심과 참
여 바랍니다.  

◆ 예배안내팀 봉사자 모집 예배팀에서 영광스러운 주일예배를 준비하는 안
내팀 봉사자를 모집합니다. 복음을 위한 예배팀 사역을 위해 관심 있는 성도
님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합니다.
모집 분야: 주일(1부, 2부, 3부), 토요 헵시바 안내팀
문의: 김응진 집사 (213)215-49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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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회학교 교사 모집 교회학교에서 교사분들을 모집합니다. 어린 영혼들
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계신 분이라면 누구나 지원 가능합니다. 함께 
다음 세대를 세워갈 신실한 교사분들을 찾사오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모집 부서: 유아부, K-1, 유년부, 초등부, 소망부
문의: 각 부서 전도사 

◆ 교회학교 및 중고등부 BYM 현장 예배 시간 변경 안내 오늘(12일) 예배
부터 매주 주일 2, 3부에 현장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 교회학교 새 학기 오픈 하우스 새 학기를 맞이하여서 교회학교 각 부서에
서 오픈 하우스를 준비하였습니다. 각 부서의 비전과 앞으로 일 년 동안의 사
역 계획을 나눌 예정이며, 자녀의 담당 선생님을 만날 수 있는 시간이 있으니 
많은 참석과 관심 부탁드립니다. 
초등부(4-5학년): 9월 12일(주일) 오후 12시 30분 현장 GYM, 오후 4:00 줌미팅 
유년부(2-3학년): 9월 26일(주일) 오후 12시 30분 현장 (구)식당
K-1(Kindergarten-1학년): 9월 19일(주일) 오후 2시 줌미팅
유아부(Preschool-Pre K): 9월 26일(주일) 오후12시 30분 현장 할렐루야채플
소망부: 9월 12일(주일) 오후 12시 30분 현장 소망부실 

◆ 베델 워십팀 공개 모집 하나님을 찬양하며 매 주일 감사함과 기쁨으로 리
셋하길 원하십니까? 베델 워십팀과 함께 베델의 예배를 회중 찬양으로 함께 
세워나갈 새로운 팀원을 공개 모집합니다.
모집 분야: 싱어, 악기
오디션 일시: 9월 18일(토) 오전 11시 30분, 본당
싱어 준비사항: 
 ① 자유곡- 1곡
 ② 지정곡- 하루의 은혜 C Key, 은혜 Bb Key(내가 누려왔던 모든 순간이) 중 한 곡
 ③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은 신앙고백(간증문) - Letter 용지 300단어
악기 준비사항: 문의 번호로 연락해주시면 악기 특징에 따라 지원 요건을 알려드림
문의: 현승원 집사 (701)212-5517, 박경철 목사 (949)774-9557

◆ 헵시바 워십팀 공개 모집 토요일 열방을 품고 기도하는 헵시바 기도회를 
섬길 헵시바 워십팀원을 오디션을 통해 공개 모집합니다.
모집 분야: 싱어
오디션 날짜/장소: 9월 25일(토) 오전 9시. 임마누엘 채플
문의 : 손용주 목사 (702)449-2627

◆ 매일성경 안내 매일성경을 교회 카페 및 사무실에서 판매를 합니다. 

◆ 축하해주세요
- 박종민 장로/박혜경 권사의 딸 Annie Park 양과 Taylor Yamanish 군의 
 결혼식이 9월 5일(주일)에 있었습니다. 
- 서태석 집사/서은조 권사의 아들 서성진 군과 김민지 양의 결혼식이 
 9월 11일(토)에 있었습니다.

◆ 위로해주세요  
- 故 송정심 권사님(김광영 집사 모친/김종희 권사의 시모)께서
 9월 5일(화) 한국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Apply to Life

Sunday Worship Sermon Note                                            Speaker: Rev. Yang Jae Kim

Blessings to hear the Words   Ruth 1: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