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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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애굽기 17:1-7 ............................All together 다같이

4부/사무엘상 3:1-21

 말씀 Message ............................................1, 2, 3부 ................... Rev. Kyung Chul Park 박경철 목사

목마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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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른이 된다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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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 3부/아	하나님의	은혜로	(찬410/새310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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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 3부/믿음	in	'21

*축도 Benediction ...................................................................... Rev. Kyung Chul Park 박경철 목사

*표는 모두 일어나 주십시오.



2021년 9월 19일 베델교회2

The Tail is Wagging the Dog

주객전도의 행복

우리 집에 늦둥이로 태어난 막내딸이 드디어 대학을 갑니다. 캠퍼스 

기숙사로 갈 짐들이 집안에 한 두 개씩 쌓여가는 것을 보니 딸이 집

을 떠난다는게 실감 납니다. 직장 생활하는 아들 딸들이 대학에 갈 때

는 전혀 느끼지 못했는데 저도 나이가 드는지 막내딸이 대학을 가는

데, 괜히 안쓰러운 생각이 듭니다. 학교 가기 하루 전 날에는 “베이비

(큰 딸이 막내를 부르는 호칭) 대학 가기 전에 밥 같이 먹자”며 큰 딸

이 집에 옵니다. 작은 오빠는 “너 갈 때 난 안 울 거야” 하며 애써 쿨

한 척 합니다. 큰 오빠는 “학교 갈 때 나한테 들러서 점심 먹고 가라”

고 전화합니다. 다들 끔찍이도 막내를 챙깁니다. 막내가 운전 면허증

을 땄을 때도 가족들 모두 “네가 어떻게?!?!?” 깜짝 놀라며 축하해 주

는 분위기였습니다. 

지난주 부흥회를 마친 뒤, 바쁜 일정을 정리하고 거의 밤 12시가 되

어 귀가하던 중 막내딸로부터 전화가 왔습니다. 무슨 일이 있나 싶어 

옆에 있던 아내가 황급히 전화를 받았습니다. 잠시 후, 아내가 기가 

막힌다는 듯 웃습니다. “걱정 말고 어서 자, 곧 들어 갈게.”라며 아내

가 전화를 끊습니다. 그리고는 어이가 없다는 듯이, “누가 누구를 걱

정해~”라는 것입니다. “왜?” “무슨 일인데?”라는 저의 말에 아내는 “

지금 몇 시야?” 라며 막내가 엄마 흉내를 냈다는 것입니다. 막내의 귀

가가 늦어질 때마다 엄마가 “지금 몇 시야?” 라며 막내에게 전화하곤 

했는데, 지금은 막내딸이 엄마 아빠의 귀가가 늦어지니 “지금 몇 시

야?”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자식의 걱정거리가 되어

가는 것 같은 묘한 긴장과 이젠 품 안의 막내딸도 다 컸구나 라는 신

선한 웃음으로 다가왔습니다. 

혹시 지금 내 옆에 “지금 몇 시야?”라고 물어볼 사람은 없는지요? 늘 

돌봄을 받다가, 이제는 남을 돌봐야 하는 역할을 해야 하는 일은 없는

지요? 연세 드신 부모님, 이제 교회 갓 출석하기 시작한 성도님, 화장

실 갈 때 동행해야 할 어린아이들, 새로 입사한 직장 동료, 신앙생활

의 걸음마를 시작한 분들을 돌아보고, 또한 우리를 늘 돌보던 분들, 

회사 선배, 사장님, 교회 장로님, 셀 목자에게도 사랑 담긴 관심과 애

정을 표현해 보면 어떨까요? “지금 몇 시야?” 틀림없이 코 흘리개 막

내딸이 엄마 걱정할 때 신선한 웃음이 터지듯, 우리의 공동체에 웃음

과 함께 행복의 바이러스가 번지지 않을까요?

Our youngest daughter, who was born at our later years, is finally 

going to college. Her leaving home became real as I watched boxes 

getting packed and ready for her dorm. Perhaps I’m getting old-

er. Unlike when my older children, who are now working, went to 

college, I felt sad thinking about my youngest daughter going to 

college. A day before she was to leave for school, my oldest daugh-

ter came over, “Baby(a term of endearment for her younger sister), 

I wanted to have a meal with you before you left for college.” Her 

older brother pretends to be cool, “I’m not going to cry when you 

leave.” Her oldest brother calls, “Stop by on your way to school and 

have lunch together.” Everyone seems to deeply care for the young-

est. When she received her driver’s license, everyone in the family 

celebrated in surprise, “How did you?!?!?!” 

Last week, after finishing up a busy day of revival, I was on my way 

home around midnight when my youngest daughter called. Think-

ing something might be wrong, my wife, sitting next to me, quick-

ly answered the call. Few moments later, my wife starts laughing. 

Then she says, “We will be home soon, Don’t worry. Go to sleep.” 

and hangs up the phone. Then she says in astonishment, “who is 

worrying about who~”. I said, “What?” “What’s going on?” My wife 

continues. She said the youngest was mimicking her and asked, 

“Do you know what time it is?” Whenever my youngest daughter 

was late in coming home, my wife used to call her and asked, “Do 

you know what time it is?” It touched us in a refreshing laughter. 

In a peculiar way, how it seemed we have become our children’s 

worry and that my youngest daughter was all grown up. 

Is there anyone you need to ask, “Do you know what time it is?” Isn’t 

there someone you need to care for, after being cared for?  How 

about expressing your concern and affection with “Do you know what 

time it is?” to those you care for like your elderly parents, a newcomer 

who just started attending church, young children you need to ac-

company to a restroom, a new hire at work place, or to new believers; 

and to those who care for you like your senior at work place, a compa-

ny president, a church elder, and a cell leader? Why don’t we express 

our concern and affection? Without a doubt, there will be a good 

laughter when a snotty little girl worries for her mom. That way, don’t 

you think a happy virus will spread with laughter in our community? 

김한요 목사 / Rev. Bryan Kim

담임목사 칼럼
Lead Pastor's Colum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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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하기1. 르비딤에서 장막을 치고 마실 물이 없는 백성의 행동은 어떠한지 빈칸을 채우며 생각해 봅시다. (2-3절)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                                     )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                                     )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으매 그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                                     )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                                     )

2. 원망하는 백성들 사이에서 모세의 행동은 어떠한지 나누어 봅시다(4절)

3. 내가 떠밀려진 원치 않고 피하고 싶은 상황 앞에서 주로 나의 행동은 백성과 모세 사이에 어떤 사람입니까?(2-4절)

4. 부흥회를 마치고 다시 말씀으로 시작하려하는 때에 물이 없어 원망이 드는 환경 앞에 내가 예수님께 구해야 할 것은 

 무엇인가요? (6절)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참고/ 요 4:14, 요 7:38-39)

<적용찬양: 아	하나님의	은혜로	(찬410/새310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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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마르세요?   출애굽기 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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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에서 예배를 드릴 수 없게 된 충격 속에 주

의 옷자락이라도 붙잡는 심정으로 QR팀을 섬기

게 되었습니다. 제한된 숫자의 성도님들이라도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었으니 몇 분의 봉사자가 

필요하다는 소식을 듣고 시작된 QR팀 섬김은 

이번 팬데믹 기간, 광야에 길을 내시는 기적과 

같은 감사의 시간으로 가득했습니다. 예배가 시

작되기 전 QR팀을 섬기는 분들이 함께 모이면, 

김홍식 목사님의 따뜻한 기도로 시작되어 준비 

완료된 팀장님, 섬기시는 모든 팀원분이, 한마

음 한뜻이 되어 오시는 성도님들을 사랑으로 '스

캔'하는 행복했던 시간이 되었습니다. 문득 이것

이 하나님 나라가 아닌가 싶은 생각에, 매주 섬

길 수 있는 은혜를 부어주시는 주님께 감사를 올

리게 됩니다. 은혜가 배가 되니 위로와 즐거움

이 가득했으며, 모두가 어려운 이 시기에 주님

께서 QR팀에게 주신 가장 큰 사랑의 선물이었

음을 고백합니다. 

김선형 집사

작년 이후 베델의 가장 친근한 단어로 다가온 

'QR Code' 베델의 모든 예배의 현장에 영적 전

쟁의 최전방을 수호하는 주님의 군대인 QR팀

이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닌 듯싶습니다. 팀원 한 

분 한 분이 코로나의 숲을 뚫고 나와 헌신하시는 

모습은 주의 말씀에 생명을 걸고 순종하는 진정

한 예배자의 모습이라 생각됩니다. 이런 QR팀

의 일원으로 섬기면서, 특별히 그동안 뵙지 못

했던 많은 성도님을 반갑게 만날 수 있는 유익을 

누리고 있음에 감사합니다. 부모님의 손을 잡고 

교회에 나오는 교회학교 어린아이들의 QR 체크

인을 할 때면, 주님의 교회가 살아 숨 쉬고 있다

는 벅찬 감동에 동역의 기쁨을 마음껏 누리게 됩

니다. 주일 이른 새벽, 팀장님께서 준비해 주시

는 'Q coffee'의 진한 향

기와 섬김에도 정말 감

사드립니다. 

박재영 집사

집 앞마당보다 교회 

앞마당이 더 익숙했

었던 제가 교회에 가지 

못했던 지난 시간을 되

짚어보니 울컥하는 마

음이 듭니다. 얼굴의 반

이 가려졌지만, 눈만 봐

도 알아볼 수 있는 베델의 

형제자매님들을 보며 얼

마나 반가웠던지요. 흔하

게 하던 허그는 못하지만, 

QR코드 확인을 위한 2개의 기계, 스캐너와 셀

폰의 가까운 만남 또한 너무나 귀하게 여겨졌습

니다. 사역 중 들려오는 빠른 템포의 찬양에 들

썩이던 어깨와 움직이던 무릎, 이런 사소함이 결

코 당연한 것이 아님을 가르쳐 준 팬데믹이었습

니다. 교회와 예배, 그리고 믿음의 공동체의 소

중함을 알게 해 주신 QR 사역팀 모든 분들께 감

사드립니다.

안예진 집사

팬데믹으로 시작된 QR Code 사역팀에서 섬기

면서, 예배가 얼마나 소중한지 깊이 깨닫게 되

었습니다. 아내의 눈에 문제가 있어서 함께 섬

기지는 못했지만, 함께 하시는 분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기도로 이 사역을 계속 섬길 수 있었습

니다. 아침에 일찍 나와야 하는 부담도 있지만, 

그동안 뵙지 못하던 분들을 만나 반갑게 인사하

며 서로를 격려할 수 있게 되고 알지 못했던 많

은 분의 얼굴을 알아

가면서 제가 베델 공

동체에 속했음을 다

시 한번 느끼게 됩

니다. 비록 작은 일

이지만 이 일을 통

해 온 교회가 은혜

롭게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된다고 생각

하니 얼마나 감사한지요. 섬길 기회를 주신 하나

님께 감사드립니다.

정현근 집사

락다운 이후 조심스레 교회가 다시 열리면서 시

작된 QR팀 사역은 예배를 그리워하던 저에게 

주님이 내려주시는 단비였습니다. 매주 새벽 해

뜨기 전 둥글게 모여 드리는 목회자분들의 찬

양과 기도, 특히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

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 하리이다. "

처음 듣는 이 찬양은 제 마음에 깊이 새겨져 있

습니다. 주일 아침, 교회 앞마당에서 울려 퍼지

는 통성기도에 참여하고 아침마다 만나는 반가

운 얼굴들을 눈에 익히며, 예배당 뒤편에서 들

리는 찬양팀의 찬양 연습 소리도 제게는 은혜였

습니다. 담임목사님의 첫 번째 주일설교를 통해 

늘 큰 은혜를 허락해 주시는 주님께서 주신 첫 

사역이 1부 QR팀이라서 저는 정말 행복합니다.

최동주 집사

‘삑’소리는 통과!QR 사역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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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부부에게 자주 회자되는 한마디 I am put 

here, 그리고 명쾌하게 대답하고픈 한마디였기

에, 이 주제로 열리는 부흥회는 기대로 가득했습

니다. 지난 한 해 저희에게 일어난 많은 일들, 특

히 일주일 사이에 방향을 틀게 되어 이곳으로 이

사 온 것은 저희 삶에 참 많은 변화를 가져다주

었습니다. 목사님의 광고를 듣고는 반드시 '광클

(빛의 속도로 클릭)'로 예배자리를 선점하겠다는 

굳은 의지로 현장 예배 등록에 성공했습니다. 삶

을 통한 고난이 약재가 되어 많은 가정이 회복되

고, 영혼이 구원되었다는 강사 목사님의 고백을 

들으며 "전 못해요" "전 그 고난 싫어요"라는 마

음이 불쑥 올라왔습니다. 모태 신앙으로 평생 익

숙한 교회와 함께 살아오며 교회-집-학교가 삶

의 동선이었고, 굳이 들춰보지 않으면 내가 죄인

임을 아무도 모르게 살아갈 수 있는 저의 삶은, 

목사님의 예전 모습과 아주 닮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목사님의 간증과 회복의 말씀을 들으며, 

지난 몇 달간 휘몰아치듯 제게 베푸셨던 은혜가 

떠올랐습니다. 안정을 중시하는 저는 작년 한 해 

크고 작은 어려움과 이주라는 큰 변화에 직면하

며, 손에 쥐고 있던 모든 것과 제 삶의 지반이 

뒤흔들리는 경험을 했습니다. 힘들고 지친 마음

은 계속되었고, 이주 후 몇 달간은 산후에도 없

던 우울 바이러스에 잠식되기도 했습니다. 살고 

싶어 들어간 베델교회 예배당에서, 말씀을 통해 

다시금 저와의 관계를 회복해 주신 하나님은 또

한, 나를 위해 미리 정해진 만남인가 싶을 정도

로 정~~말 좋은 분들과의 교제를 통해 공동체

의 기쁨도 맛보게 하셨습니다. 말씀이 들리는 삶

은 축복이요, 은혜를 공유하는 것은 사명이라고 

하는데 어느새 저는 그 복을 누리고 있는 것 같

습니다. 말씀 앞에서 저는 교만하기 그지없는 죄

인이며 너무 부끄러워 숨고만 싶지만, 그분의 형

상으로 저를 빚어가실 은혜를 구하며 베델 공동

체와 함께 든든히 서서, 받은 은혜를 나누며 살

아가고 싶습니다.

왜? 보내셨을까 라는 질문을 '이제는 그만'하고, 

지금 서 있는 자리에서 묵묵히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저를 가장 잘 아시는 하나님의 계획에 제 

인생의 초점을 맞추려 합니다. 그리고 내게 주시

는 영적 부담의 여정에 믿음으로 용기를 내어 받

은 은혜를 공유하는 사명도 실천해 보려 합니다. 

정지혜 성도

김양재 목사님의 부흥 성회 가운데 토요일 오전

에 있던 셀목자 수양회는 우리들의 믿음을 다

시 한번 점검하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었습니다. 

QT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묵상하고, 그 

말씀을 우리들의 실생활에 적용하는 습관을 가

져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우리들은 자신

의 죄를 솔직히 인정하고 회개해야 하며, 죄사

함 받고 구원받은 후에는 다른 이들의 영혼구원

에 힘써야 한다고 강조하셨습니다. '우리들교회' 

셀모임에서는 자기의 부끄러운 죄와 '흉년'을 모

두 솔직히 고백하고 셀식구들과 나누며 말씀으

로 위로 받고 치유를 받는다고 말씀하시면서 보

여주신 직분자들이 죄를 고백하시는 영상은 놀

라웠습니다. 마지막으로 목사님께서는 각 교회

마다 사정이 다르므로 형편에 맞는 방법으로 셀

모임을 운영해야 한다고 권고해 주시는 것도 잊

지 않으셨습니다.

이근웅 장로

셀목자들께 질의 문답한 내용을 나누고자 합니다. 

1. 셀목자를 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예배와 신앙생활을 통해 받는 은혜와 지혜

를 삶에서 나누고, 그 나눔과 간증을 통해 무

디어진 신앙이 다시 활력을 얻고 성장해 나가

기 원하기 때문입니다. 

·한 영혼을 섬기는 일이 너무 소중하고 즐겁

기 때문입니다.

·셀모임을 통해 매주일 선포되는 말씀을 우

리의 삶에 구체적으로 적용하여 성숙한 그리

스도인으로 살아가기 위하여 합니다.

2. 셀목자로 섬기며 받은 유익은 무엇일까요?

·서로에게 단단한 중보자가 있음에 감사하며, 

함께 믿음이 성장함을 보는 것이 유익입니다.

·성령안에서 서로 위로하고 도전하며, 공동

체(교회)의 한 몸이 되는 것입니다.

들리는 은혜

셀모임은 생명 나무

심령부흥성회 간증

셀목자 수양회 후기
*2021 셀목자 
사진 영상 모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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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붕어, 자라가 여기 살아요

기후의 변화로 더 뜨거워지고 바이러스로 인하

여 더 삭막해져 모자를 눌러쓰고, 색안경을 끼

고, 마스크로 입을 가리고, 자외선 차단제로 얼

굴을 가리고 살아가는 지금, 특히 나이 든 사람

들이 많이 사는 이곳 라구나 우즈는 더 삭막하고 

우울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조그만 시냇물이 흐

르는 크릭이라도 걸을 때면 불어오는 바람과 수

많은 꽃 속에서 숨을 쉴 수 있어 좋습니다. 어제

는 이슬비가 올 듯 말 듯 하는 우중충한 크릭을 

걷다가 이곳 사랑방을 섬기며 셀목자이신 김은

식 장로님과 권사님을 만났습니다. 풀이 제법 높

게 자라 흘러가는 물도 잘 보이지 않는 개울가에

서 땀을 흘리며 사람들이 걸으며 물을 볼 수 있도

록 낫을 들고 그 주위의 풀을 베고 계셨습니다. 

저는 꿈도 꾸지 못할 일이었습니다. 장로님은 이 

물 안에 아름다운 금붕어와 자라가 있는데 이 풀 

때문에 많은 사람이 보지 못해서 안타까운 마음에 

하셨답니다. 저도 처음으로 개울을 들여다보았더

니 아름다운 금붕어들과 어미 자라와 새끼 자라가 

놀고 있었습니다. 많은 분이 지나가면서 보고 함

박웃음을 짓고 좋아하는 모습을 보니, 장로님의 

흐르는 땀이 얼마나 아름다운지요. 장로님, 수고

하셨어요. 잘하셨다고 칭찬하고 싶습니다. 

이덕이 권사

힘이 되는 그 이름

카톡으로 소통하는 세상이다 보니 저장된 이름

들을 가끔 훑어봅니다. 한국의 그리운 이름들, 

그저 하나라도 주고 싶은 이름들, 서먹서먹해진 

이름과 누구였더라 하는 낯선 이름들까지... 그

리고 그 안에서 늘 의지하는 이름 하나를 보게 

됩니다. 다 늦은 중년에 가족들을 데리고 호기

롭게 미국에 왔지만 만만찮은 세상을 뼈저리게 

느끼며 힘들 때 같은 셀이라는 이유로 동병상련

의 나눔을 하고, 연약한 인간인지라 하나님께 기

도하며 답을 찾으려 하면서도 구하기 전에 한숨

지을 때마다 기도해준다며 위로해준 친구, 10

년 가까이 홈리스 봉사를 하고 와서 냄새나니 좀 

떨어지라 해도 "가긴 어딜 가? 여기서 같이 오

래 살아야지."라며 제 곁을 지키는, 그 이름 '박

원규 집사'. 

지금, 이 순간에도 교회 어디선가 누군가에게 더 

소중한 이름으로 더 큰 나눔을 하고 있을 것입니

다. 저는 앞으로도 그 사랑을 시기하지 않고 응

원할 것입니다. 베델의 누군가가 저처럼 위로받

을 수 있다는 것을 알기에 말이죠. '나는 다른 사

람들에게 과연 어떤 이름의 사람일까' 하는 두려

움을 느끼는 밤, 커피 한잔하자는 카톡을 보내며 

굳이 그 두려움을 떨쳐봅니다.

한종국 집사

팬데믹 동안 작업실이 문

을 닫아 학비를 벌 수 없어 

힘들었습니다. 베델교회

의 장학금으로 학비를 내

고 책을 살 수 있게 되어 큰 

감사를 드립니다. 

Daniel Choi

유영 장학금을 받게 되어 

영광입니다. 감사한 마음

으로 열심히 공부하겠습니

다. 저는 국제적인 감각을 

가진 리더로 성장하는 것

이 꿈입니다. 앞으로 하나

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며 그리스도의 향기와 선한 

영향력의 증인으로 살아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Giyoon Park

이 장학금을 통해 저와 친

구들이 하나님 나라 확장

에 쓰임을 받게 될 계획이 

있음을 믿습니다. 

Gyumin Shin 

베델 장학위원회의 귀한 

손길로 준비된 장학금을 

받게 되어서 영광입니다. 

많은 절차와 심사를 통해 

갖게 된 기회인 만큼 꼭 

필요한 곳에 장학금을 사

용하겠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뜻과 예수님의 향

기를 주변에 선포하고 전파하는 주의 자녀, 그

리고 크리스쳔 리더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Yujin Jeon

베델교회 장학 위원회와 

성도분들에게 장학금 주

신 것에 진심으로 감사드

립니다. 교회에서 해주신 

지원은 저의 학비에 큰 도

움이 될 것이며, 그리스도

의 지도자로서 교회에 봉사하고 또 학업에 집중

하는데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할 수 있게 될 것입

니다. 여러분들의 뜻깊은 지원에 다시 한번 감

사드립니다. 더욱 더 열심히 노력해 나중에 저

와 같은 학생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사람으로 

성장해 나가겠습니다.  

Jueun Lee 

주렁주렁 칭찬 열매

2021년 장학생들의 감사 편지

칭찬합시다(6)

장학 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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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
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베델교회는	오랜	시간	이웃에게	사랑을	전하는	사역을	지속해왔습니다.	많은	사역이	있지만,	그중에서	양로원	사역
은	외로운	어르신들에게	주의	사랑을	전하고자	하는	분들이	모여,	양로원과	양로병원을	찾아가	예배와	찬양을	드리
고,	그	연약한	분들을	위해	함께	기도하며	사랑으로	섬겨	왔습니다.	그런데	예기치	못한	팬데믹이	시작된	후,	병원의	
정책으로	찾아가지	못하게	되어	늘	안타까운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작년에는	코로나19가	생기고	얼마	되지	않아	
모든	곳에	마스크가	부족하였기에,	직접	만나	뵐	수는	없지만,	그분들에게	꼭	필요한	마스크를	긴급히	마련하여	전
달하고	기도하여	왔습니다.	끝날	줄	알았던	코로나가	여러	변이로	인해	길어지면서	다시	마스크와	손	세정제가	필
요한	실정이	되었습니다.	이에	양로원	사역팀은	성도님들의	손길을	모아	어르신들에게	필요한	마스크와	손	세정제,	
그리고	그림을	그릴	수	있는	색연필을	준비하여	전달하게	되었습니다.	저희의	작은	정성이	그분들에게	따스한	위로
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베델교회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사랑을	나누며	실천하고자,	가까운	지역의	외롭고	힘든	분들을	찾아서	섬
기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모두가	어려운	시간	속에서	조금이나마	이웃을	섬길	수	있어서	기쁘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 전달 품목: 마스크 4,000매, 손 세정제 400병, 색연필 40박스
▶ 전달 장소:
 1. Sunmar Nursing Center
 2. Orange Grove Rehabilitation
 3. French Park
 4. Town & County Manor (C&MA 재단 운영)
▶ 문의: 이해원 집사 (714)788-3833, 
         윤대호 집사 (714)702-68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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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9/19: 김선민, 김정연, 서덕령, 손서영    9/26: 김교식, 정지숙, 윤태경    10/3: 김형균, 윤주원, 이자영

사역광고 베델 이웃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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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장 예배 신청 안내 베델교회는 온라인과 현장에서 
동시에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예배 신청은 매주 화요일 새벽 5시30분에 
카톡 채널을 통해 발송된 예배 신청 링크와 교회 홈페이지(bkc.org)에서 등
록하실 수 있습니다. 교적번호가 없는 방문자 또는 새가족은 사전 신청 없이 
예배 당일 새가족 부스로 오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 교회학교/중고등부 현장 예배 주일 2,3부에 현장예배를 드리며 온라인 
예배도 동시 진행이 됩니다. 신청은 동일하게 카톡 채널을 통해 발송된 링크 
및 홈페이지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 예배 신청을 하신 후 문자로 발송된 QR
을 가지고 주일날 코트야드에 위치한 교회 체크인부스에서 체크인 해주세요.

◆ 비전 주차장 주차 / 예배 후 즉시 출차 현장 예배 인원이 늘어남에 따라 
2,3부 주차 공간이 많이 부족합니다. 5시30분 부터 비전 주차장을 사용하
실 수 있사오니 성도님들께서는 비전 주차장에 주차 하시고 교회 셔틀을 타
고 교회 오시기를 부탁 드립니다. 셔틀은 오후 1시30분 까지 운행을 합니다. 
비전 주차장 주소: 3377 Michelson Drive, Irvine, CA 92612 

◆ 새가족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팬데믹 가운데 온라인으로 새가족 교
육을 수료하신 분들(자녀포함)을 위한 새가족 환영회를 엽니다. 베델교회
의 사역과 목회자 소개, 그리고 풍성한 성도의 교제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일시/장소: 10월 2일(토) 오후 5시, 본당
문의: 최주상 장로 (949)290-0717, 이길수 집사 (714)328-3350

◆ 수요특별기획 "예수아" 돌아오는 수요일(22일)에 방영되는 13회 예수아
는 7-12회까지 예수아를 통해 불려졌던 찬양들을 편집하여 전체 다시 듣기
로 보내드리고 14회부터 다시 게스트와 함께 방영을 하게 됩니다. 많은 성
원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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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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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프가니스탄 긴급 구제 헌금 탈레반의 점령으로 혼란 가운데 있는 아프
가니스탄의 피난민들을 위한 긴급구제헌금 3만불이 NEI(권순영 대표)를 통
해 아프가니스탄 카불 현지 은행으로 보내졌습니다. 피난민들에게 음식을 나
누어 주며 가족용 천막을 마련하는 일에 쓰여지게 됩니다. 헌금에 감사드리
며 피난민들을 위해 기도부탁 드립니다. 

◆ 몽골 온라인 선교 재능기부 예삶 몽골 단기선교팀에서 몽골 선교를 위해 
몽골을 품은 불고기 덮밥을 판매합니다. 본당 앞 코트야드에서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많은 관심과 기도, 그리고 구매를 부탁드립니다. 
문의: 윤여훈 자매 (949)648-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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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
은 참석과 관심 부탁드립니다. 
K-1(Kindergarten-1학년): 9월 19일(주일) 오후 2시 온라인 줌미팅
유년부(2-3학년): 9/26(주일) 오후 12시 45분 (구)식당
유아부(Preschool-PreK): 9/26(주일) 오후 12시 30분 할렐루야채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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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BYM 고등부 "Set a Fire" 금요예배 매주 금요일 BYM 고등부 예배가 비
전 채플에서 있습니다. 찬양과 말씀과 교재 가운데 하나의 공동체로 바로 서
도록 기도와 관심 부탁 드립니다. 
시간/장소: 매주 금요일 오후 7시 30분-9시, 비전채플
문의: 김학남 집사 (408)806-4133, John Yeo 목사 (818)270-5454

◆ BYM 중등부 "Harvest Crusade" Registration BYM 중등부에서 10월 3
일에 Angel's Stadium에서 하는 "Harvest Crusade 2021" 참가를 위한 등록
을 내일 (9월 20일)부터 다음주 금요일 (9월 24일)까지 받습니다. 
문의: 천승현 집사 (512)947-7291, Daniel Hyeon 전도사 (949)677-4911 

◆ 영아부 사역자 청빙 광고 베델 교회학교에서 함께 동역할 영아부(1.5-3
세) 사역자를 모십니다. 자녀들을 사랑하고 말씀 가운데 양육해 주실 사역
자를 모집하오니 자세한 사항은 행정실 또는 교회학교 디렉터에게 연락 주
시기 바랍니다. 
문의: 정승락 목사 (714)512-1206, 이진아 전도사 (951)454-2188

◆ 매일성경/큐티인 안내 9월/10월 매일성경을 교회 카페 및 사무실에서 판
매를 합니다. 큐티인은 11월호부터 판매를 시작합니다. 

◆ 축하해 주세요 박관수 집사/박미정 집사 딸 Kristine 양과 Anthony 군이 
9월 24일(목) 하와이에서 결혼식이 있습니다.

◆ 위로해 주세요
- 故 송정심 권사님(김광영 집사 모친/김종희 권사의 시모)께서 
 9월 5일(화)에 한국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 故 이승남 권사님(이강훈 장로의 부인)께서 9월 16일(목)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습니다. 



Apply to Life

Sunday Worship Sermon Note                                        Speaker: Rev. Kyung Chul Park

Are You Thirsty?   Exodus 17:1-7

<Song in Response:  I Know not Why God’s Wonderous Grace (Hymn 310)

1. Fill in the blanks below and think about the actions of people camped at Rephidim who did not have 
 water to drink. (v.2-3)

So they quarreled with Moses and said, “Give us water to drink.” Moses replied, “Why do you 

 (                                               ) with me? Why do you put the Lord to the (                                               )?”

But the people were thirsty for water there, and they (                                               ) Moses. They said, 

“Why did you bring us up out of Egypt to make us and our children and livestock 

(                                               ) of thirst?”

2. Share what Moses’ action was in the midst of grumbling people. (v.4)

3. Between people of Israel and Moses, what is your action like when you are forced into a situation 
 that you want to avoid? (vv.2-4)

4. With the revival just finished, we want to start living in the Word. What do we need to seek from Jesus 
 when we are put in a situation of grumbling, and no water? (v.6)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Ref: Jo 4:14, Jo 7:38-3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