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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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3학년 채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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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베델그레이스채플, 온라인 	 	
	 11:00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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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엘하 17:11-14 ..........................All together 다같이

4부/사무엘상 4:1-6:21

 말씀 Message ............................................1, 2, 3부 ....................... Rev. Hong Sik Kim 김홍식 목사

미련한 계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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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사용하기 vs. 하나님 사랑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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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 3부/내가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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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 3부/믿음	in	'21

*축도 Benediction .......................................................................... Rev. Hong Sik Kim 김홍식 목사

*표는 모두 일어나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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팬데믹 이후 제일 많이 가는 심방은 아카시아 노인 아파트입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매주 주보를 드리고 어르신들의 안부를 묻고 돌보아 드리

길 원하셔서 특별한 일이 없는 한 매주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참 신기

한 것이 제가 어르신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기 위해 간다고 생각했었는

데, 다녀오면 제가 더 힘을 얻고 은혜를 받습니다. 

몇 주 전에 저는 2019년 최고령으로 엘리야 특별 새벽기도회를 개근

하셨던 문수복 권사님(93세) 댁에 다녀왔습니다. 권사님은 귀가 잘 들

리시지 않아 꽝꽝 문 두드리는 소리를 듣지 못해 때로는 방문하지 못

할 때도 있었지만, 그날은 열어 주셨습니다. 또한, 팬데믹 중에 심장이 

좋지 않아서 여섯 번이나 병원 응급실에 다녀오셨다고 하셨습니다. 여

전히 숨 쉬는 것이 힘드신 것으로 보이셨습니다. 참 안타까운 마음이

었습니다. 안부를 묻고 난 후, 저는 담임목사님의 주일 설교를 요약하

여 전해드렸습니다. 말씀을 들으시면서 권사님이 은혜를 받으셔서 “아

멘, 아멘” 하셨습니다. 그런데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자마자 두 눈

을 감고 두 손을 들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 놀라워 잃었던 생

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라는 찬송을 어린아이와 같이 부르시는 모습

이 정말로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며 부르시는 것이었습니다.  너무나도 

약해진 몸으로, 숨 쉬시는 것조차 힘들어 보이는 권사님이 말씀에 은혜

를 받으시니, 자신의 죄를 깨닫고 그 은혜로 인하여 찬송하신다는 것이 

저에게 너무나 큰 감동으로 다가왔습니다. 

건강한 몸으로 신앙생활 하는 나는 과연, 권사님만큼 뜨거움이 있는

가? 목사로 부름을 받아 은혜로 하루하루를 살면서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의 은혜에 매일 감사하는가? 잠시 주님께 회개하는 마음이 들

었습니다.  제 마음에도 감사가 뜨겁게 샘 솟듯 올라와 찬송을 따라 부

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음정도 박자도 맞지 않는 찬송을 함께 부

르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에 감사하며 눈물을 한 바가지 흘리고 나

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 지신 사랑의 능력을 다시 

경험하고, 눈물이 회복되는 시간이었습니다. 몸이 약해도, 심장이 좋

지 않아도, 예수님의 은혜를 아는 자는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줄 수 있

습니다. 은혜를 회복하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같이 고백합시다. ‘나

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다. ‘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

하고”(딤후 2:1)

Since the pandemic, most of home visits I made have been to Acacia Se-
nior Apartments. Every week, our senior pastor would ask me to deliver 
Sunday bulletins and care for them. Unless there’s other commitment, I 
would go there almost every week. What‘s unusual is that I thought I was 
going there to comfort and encourage seniors, but when I return home, I 
am strengthened and blessed. 

A few weeks ago, I visited deaconess Moon Soo Bok (93 years old) who 
had a perfect attendance during Elijah Early Morning Prayer. Deaconess 
still has very good vision and can read the Bible, but she is hard of hear-
ing. There were times I was not able to visit her because she could not 
hear my hard knocking on her door. On this day she heard my knock, and 
I was able to visit her. I walked in and asked her first how she was. She 
said she had heart issues and that she went to emergency room 6 times 
during the pandemic. I felt very sad. As she was talking, I could see that 
breathing wasn’t easy for her. After the greeting, I opened the Bible and 
hymnal, and gave summary of the past Sunday’s sermon. As she listened, 
she began to be blessed and responded with ‘Amen, amen’. We ended 
with the Lord’s Prayer. Then she immediately raised her two hands with 
her eyes closed, and began to sing “Amazing Grace, how sweet the sound, 
that saved a wretched like me”. It was truly a praise of thanks for God’s 
grace, like a child. She was so frail, having difficulty breathing. It touched 
me greatly as I watched her praise out of grace, being blessed by the 
Word, and recognizing her sin. Am I as passionate as her in my life of faith, 
in my healthy body? I have been called to be a pastor, but am I thankful 
daily like a child for God’s grace, as I live each day? There was a moment 
of my repentance. 

As I watched her praise, my heart rushed with thanks. I began to praise 
with her. We were not in tune or in rhythm, but we were thankful for God’s 
grace. I left after having shed bowlful of tears. It was an experience of em-
powerment and restoration as I experienced again in my heart the love of 
Jesus’s cross that He bore for me. I think this is God’s wittiness. Even when 
body is weak and heart is not well, those that received the grace of Jesus 
can affect others around them. Restoring grace is most important. Don’t 
you want to confess with me? It is by God’s grace that I am who I am. 

2 Tim 2:1 “You then, my son, be strong in the grace that is in Christ Jesus.”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Strength in Midst of Grace

김홍식 목사 / Rev. Hong Sik Kim

목회자 칼럼
Pastor's Colum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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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다윗은 누구에게 배신을 당했고 그들과의 관계는 무엇인가요? 그리고 살아오면서 배신 당한 경험이 있다면 

 그때의 심정을 나눠봅시다? 

     

2. 모세는 이혼증서를 써주라고 했는데 예수님은 그것을 어떻게 해석하셨습니까?(마19:8) 

 나에게 아직도 해소하지 못한 다른 사람을 향한 악함이 있다면 나눠주세요. 

 

3. 명령하셨다(17:14). = 우리의 악함의 해소는 하나님의 (                                      )에 있습니다.(삼하15:25,31)

 v.; ≡ Str 6680; TWOT 1887-1. LN 33.323-33.332 (piel) command, order, tell, instruct, give :(ṣā·wā(h)) צָוָה
direction, decree, i.e., state with force/authority what others must do (Ge 2:16)
Swanson, J. (1997). Dictionary of Biblical Languages with Semantic Domains : Hebrew (Old Testament) 
(electronic ed.). Oak Harbor: Logos Research Systems, Inc.

4. 완벽하다고 생각했던 계획들이 틀어진 적이 있습니까? 또한 말도 안되는 계획과 결정이 나중에는 더 좋은 

 결과를 가져다 준 경험이 있다면 나눠보세요

5. 예수님은 가룟유다의 배신의 고통을 다윗이 아히도벨에게 배신당하고 기록한 시를 인용해서 복음을 주십니다

 (시41:9, 요13:18).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서운함이나 분함을 가지고 있다가 복음으로 회복된 경험이 있다면 

 나눠주세요.

적용하기

<적용찬양: 내가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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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련한 계책   사무엘하 17:11-14

이름 관계

(삼하3:1-3)

(역대상2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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셀사역팀은 셀모임이 건강하게 성장하도록 지

원하는 팀입니다. 코비드 상황에서 셀목자들의 

고민과 어려움을 설문조사를 통하여 귀 기울여 

듣고, 이를 바탕으로 봄 수양회에서는 20년 이

상 봉사하신 셀목자들과 목장별 모범 셀목자를 

시상하고, 격려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가을 

수양회에서는 김양재 목사님의 특강, 우리들교

회 소그룹 리더들의 동영상을 통해 도전을 받았

고, 모든 셀목자들의 사진을 함께 보며 축복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삶이 설교인 진실한 목회자 

박경철 목사님, 만능 총무 김성균 집사님, 새벽

까지 선물 포장한 성실한 김수희 집사님, 식기 

용기 하나하나 꼼꼼히 챙긴 이석배 집사님은 하

나님이 보내신 천사들이었습니다. 셀목자들이 

오늘도 각자의 처소에서 부르심에 따라 사명을 

감당하시길 응원하며 기도합니다. 

김병주 장로

셀목자들의 셀 진행과 재헌신을 다짐할 기회가 

되길 바라는 한마음으로 가을 셀목자 수양회를 

준비했습니다. 심령부흥성회를 통해 믿음의 공

동체 안에서 셀모임이 얼마나 중요하고 소중히 

세워가야 하는지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번 수양회를 준비하면서 하나님께서는 사역

(使役)이 사역(私役)이 되지 않게 한 걸음 뒤에서 

돌아볼 수 있게 해주시고 준비하는 과정에서도 

감사할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더욱 건강한 셀모

임이 될 수 있도록 설문지를 통해 의견을 수집하

고 나누기도 하며 셀목자들이 예수님의 뒤를 따

르기 위해 삶에서 치열하게 복음을 위해 헌신하

는 마음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 셀목자로 부르셨음을 상기하며 이

번 수양회를 통하여 베델의 모든 셀목자들이 재

헌신으로 리셋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김성균 집사

본당에 셀목자님들의 웃음소리가 가득하다

가, 또 눈물바다도 되었다가, 박수 소리가 울

려 퍼질 때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은혜와 

위로, 격려가 느껴졌습니다. 팬데믹으로 각

자 고군분투하며 셀식구들

을 가슴과 기도로 품고 나

아가기가  쉽지  않았지만, 

지치고 외롭고 낙심될 수

도 있는 셀목자님들을 봄

과 가을 수양회로 섬길 수 

있어서  진심으로  기뻤습

니다. 팀원을 격려하고 기

도로 진행해 주신 목사님, 매순간 카리스마있는 

리더쉽으로 팀을 이끌어 주신 장로님, 명철함과 

많은 은사로 최선을 다해 섬겨주신 총무님, 그리

고 자상함과 헌신적인 섬김으로 참 본을 보이신 

부장님께 많은 것들을 배울 수 있어서 감사했습

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

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

라"(잠 16:9)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께 맡겨드릴 때, 영적 은혜와 기쁨과 성장과 사

랑을 셀식구와 마음껏 누리시길 바랍니다. 

김수희 집사

이번 가을 셀목자 수양회를 준비하며 함께한 팀

원들에게 감사함이 가득합니다. 섬기고자 하는 

사명의 마음으로, 바쁜 상황에서도 한마음이 되

어주셔서 오히려 부임하자마자 시작하게 된 셀

사역팀과 봄 셀목자 수양회를 준비하는 일은 사

역자인 제가 다 차려진 밥상에 수저 하나 얹는 

마음이었습니다. 첫 만남부터 이번 가을 수양회

까지 함께 하면서 한 분 한 분 사역을 넘어 서

로 함께 하는 경험이 제겐 가장 큰 은혜였습니

다. 기도 제목을 나누시며 동역의 마음을 열고, 

팀원들 모시고 식사 대접하시고, 매주 출장으로 

먼 곳을 가서도, 며칠 밤을 새우

며 선물을 포장하면서 함께한 일들이 우리의 열

심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경험된 일들이

기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더욱 감사를 드립니다. 

박경철 목사

셀목자 수양회를 준비하고 섬기는 동안 특별히 

셀목자들을  사랑하시며  위로하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좋으신 하나님은 코

로나를 지나오며 지쳐있던 셀목자들을 위로하

셨고, 일상이 되돌아오는 시점에서는 새롭게 헌

신하는 마음을 가지도록 응원하셨습니다. 한국

에서 때맞춰오신 김양재 목사님도 예비하신 하

나님의 은혜의 통로셨습니다. 하나님의 섬세한 

위로의 마음이 그대로 흘러가 셀목자들이 위로

받고 재충전되는 아름다운 시간이었습니다. 세

상이 몰라도 하나님은 셀목자의 어려움과 고충

을 아시며 위로하신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부엌에서, 또는 보이지 않는 여러 곳에서 말없이 

섬겨주시던 도움의 손길들과 사역을 위한 많은 

기도가 응답된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셀목자들

의 재헌신과 재도전 위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늘 

함께하시길 기도합니다.

이석배 집사

셀목자의 사랑보자기셀사역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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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델 그레이스 교회(BGC)에서는 새 성전 단장

으로 바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지난 몇 달 

동안 진행된 성전 공사가 이제 9월 19일 마무되

었습니다. 저희 BGC(베델 그레이스 교회)에서

는 9월 19일 11시와 2시에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헌당예배는 10월 1일 저녁 7시에 드릴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헌당예배시 김한요 목사

님께서 BGC(베델 그레이스 교회)를 위한 축복

의 시간을 갖게 됩니다. BGC는 건축공사 캠페

인을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진행되는 캠페인

은 성전 건축을 위해 3년 동안 작정한 헌금을 주

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건축공사는 두 부분으로 

진행될 계획입니다. 첫부분은 건축 안을 공사하

는 것이고, 두 번째는 성전 밖을 단장하는 것입니

다. BGC (베델 그레이스 교회)에서 진행되는 안

과 밖의 공사와 성도님들의 건죽 공사 작정 헌금 

모두 주님의 뜻 안에서 아름답게 진행되고 완성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건축공사가 진행되는 동안에도 BGC(베델 그레

이스 교회)사역은 여전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대학부 모임은 매주 금요일 7시에 있으며, 제자

훈련은 매주 주중에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쎌모임도 교회에서 계속 모임을 갖고 있습니다. 

쎌모임  명칭은  "House  Church"에서  "BGG 

(Bethel Grace Group)"으로 바뀌었습니다. 가

정사역인 BGG는 주중 성도님들 가정에서 모이

고, 대학부 BGG는 금요일 저녁 7시 교회에서 

모이게 됩니다. 그리고 싱글 어른들은 주일 2시 

예배후에 교회에서 BGG 모임을 계획하고 있습

니다. 현재 BGC(베델 그레이스 교회)에는 10그

룹의 셀모임이 있습니다. 싱글 성인 그룹은 수양

회를 준비하며 함께 섬기고 있습니다. 

지난 여름에는 커뮤니티 돕는 일과 터키 선교사

님을 도왔으며, 탈북 가정이 모이는 교회를 찾

아 의자와 학교가방을 전달하였습니다. "함께" 

모이기 힘든 지금, 주님의 복을 세어보며, 은혜

임을 고백합니다. 앞으로 펼쳐질 BGC(베델 그

레이스 교회)의 주님의 사역들이 우리주님께 영

광이 되길 소원합니다. 함께 늘 BGC를 위해 기

도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Dan Nam 목사(Executive & Family Pastor)

처음으로 진행된 이번 일본 리모트 선교는 막막

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무작정 기도로 구했고,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셨습니다. 선교는 하나님

께서 하신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셨습니

다. 온라인 선교 이전에는 BYM 자녀들이 매해 

일본으로 가서 어린아이들을 대상으로 영어 캠

프를 통해 그곳의 어린이들이 복음을 접할 수 있

는 좋은 계기가 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팬데믹이 

심각한 상황이 되며 일본 현지로 갈 수 없는 상

황이 되었고, 감사하게도 일본어팀의 번역과 교

육부에서 준비해 주신 VBS 및 크래프트를 현지

에 전달해 온라인 선교를 은혜 가운데 원활히 마

칠 수 있었습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께 모든 영

광과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허용진 장로

일본 리모트 선교를 앞으로 더욱 섬기고자 하는 

마음 주신 것이 가장 큰 은혜였습니다. 작지만 

제가 가진 달란트인 일본어로 섬기고 싶다는 마

음 하나로 참여한 일본선교였습니다. 처음에는 

제가 어떤 도움이 될 수 있을까 했지만, 일본 현

지와 라이브로 연결해 그곳 아이들의 VBS현장

을 보면서 매일 더 뜨겁게 기도하게 하셨고, 기

도로 섬기며 오히려 제가 받는 은혜가 더 컸음을 

경험했습니다.

정대현 집사

일본은 제게 고향과도 같은 특별한 곳으로 늘 일

본을 위해 기도하는 마음과, 선교에 대한 비전

을 품고 있었습니다. 이 마음을 가지고 이번 일

본 선교에 참여했고, 팬데믹으로 현지에 갈 수 

없는 안타까운 상황이었지만 일본의 복음화와 

아이들의 영혼을 위해 더욱 뜨거운 마음으로 기

도를 통해 섬길 수 있었던 은혜와 감사의 시간이

었음을 고백합니다.

박인주 집사

코비드로 인한 팬데믹 상황이 종료되어 자유롭

게 일본을 오갈 수 있게 된다면, 저도 일본 단기 

선교팀에 합류해서 동시통역 등으로 섬길 수 있

기를 바랍니다. VBS 영상을 번역하며, 최대한 

성경의 본 의미를 살리고자 하였고, 일본의 아이

들이 성경 말씀에 더욱 친숙해지고 즐겁게 알 수 

있기를 바라며 준비한 감사의 시간이었습니다. 

츠지 나요코 성도

Amazing Grace!

여호와 이레

BGC 영어 예배

일본 리모트 선교
*인터뷰 영상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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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8월, BYM중등부 수양회 wilderness re-

treat은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체험하는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교회 코트 야드에서 잠을 잔다

는 설렘을 안고 모인 우리는, 12지파로 그룹을 

나누어 하나의 공동체와 가족으로 1박 2일을 보

냈습니다. 메추리를 상징하는 닭을 함께 먹고 영

화 '십계'를 보면서 출애굽 당시 이스라엘 백성

들의 상황이 더 가까이 와닿았고 정말 광야에 있

는 것 같이 느껴졌습니다. 별 맛없는 만나를 두 

번이나 먹어야 했고 불편한 잠자리에서 함께 잠

을 자느라 몸이 힘들었을 텐데도, 함께 광야를 

지나는 것이라며 서로를 격려하고 그 과정에서 

더욱 친밀해지는 은혜로운 체험을 했습니다. 특

히 부쩍 가까워진 우리 그룹은 첫날 저녁 텐트 

안에서 나눔의 시간에, 각자의 영적 고민을 솔

직하게 내놓으며 함

께 기도하는 은혜도 

있었습니다.

특별히 말씀을 전하

러 오신 새라 전도사

님을 통해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

성, 소유하신 백성이 된다는 것

의 의미와 단순히 하나님을 지

식으로 아는 것이 아니고 개인

적으로 만나 하나님과 관계를 맺

는 삶에 대해서 배우며, 도전을 

받고 결단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마지막 순서

로, 교회 외부에서의 힘든 일정을 마치고 약속의 

땅인 가나안, 비전 채플로 돌아온 우리를 위해 

부모님들께서 준비해 주신 깜짝 이벤트로, 아름

다운 장식과 잔칫상 같은 만찬은 우리가 모두 하

나님 나라의 기쁨과 사랑을 느끼는 최고의 시간

이 되었습니다.

일주일 내내 데코레이션으로 비

전 채플을 완벽한 광야로 바꿔

주시고, 많은 프로그램과 게임

을 연구하고 준비해 주신 분들, 

그리고 대낮부터 텐트를 설치

해  주셔서  우리가  안전하게 

잠잘 수 있도록 밤을 새워 불

침번을 서 주시고, 장식과 만

찬을 정성스럽게 준비해주신 

모든 수고하신 손길들 또한 감

동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이 이토록 구석구석 섬세하게 

미친다는 것을 체험할 수 있도

록 교사로 섬기게 해 주신 하나

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새 학기

에도 BYM 중등부에 부어주실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합니다.

이지애 교사

광야에서 발견한 사랑영어중등부(BYM Jr.)

끝없는 기도
My Story
 My Song

나의 백성이 다 겸비하여 내게 기도하며 
나의 얼굴을 구하여서 그 악한 길 떠나면 
하늘에서 듣고 죄를 사하며 
그들의 땅을 고치리라 
아버지여 고쳐 주소서 
이 나라 주의 것 되게 하소서
주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오니 
상한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언제부터였는지 제 안에 주님을 향한 사랑이 식

은 것은 분명히 아닌데, 냉랭한 마음과 메마른 

눈으로 기도를 하는 저 자신과 마주하면 기도의 

깊은 자리로 나아가는 데에 걸림돌이 되었습니

다. 모든 것을 다 아시는 아바 아버지께조차 내

려놓지 못한 저의 자존심 때문에 격식을 갖춘 짤

막한 기도만 하는 것은 저의 안전하지 못한 영적 

상태를 정확하게 반영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던 중 지난해 많은 성도님과 선교사님께서 

저와는 비교할 수 없는 어렵고 힘든 상황에 계신

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무엇을 어떻게 구해

야 할지 모르고 그저 엎드려 기도하는 죄인 앞에 

주님은 함께 울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성령님

을 통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중보 해주셨습니

다. 그 기도의 시간에 저의 돌같이 굳고 딱딱한 

마음은 조금씩 누그러졌고 회개의 기도를 통해 

눈물의 회복이 시작되었습니다. 저는 간절한 기

도가 주님 앞에 우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했는데, 

주님은 은혜가 먼저 부어져야 한다고 말씀해 주

셨습니다. 이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간절

히 기도합니다. '주님 가난한 심령 주옵소서. 이 

땅 회복시켜주옵소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

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중략) 그 손이 해가 지도

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출 17:11-12)

홍성아 집사

*예수아 영상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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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렐루야!	새로운	만남의	기쁨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팬데믹으로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힘
들고	어려웠던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베델	교회에	새가족의	발걸음이	끊이지	않게	하심을	감사드립
니다.	오는	10월	2일	토요일	오후	5시에	교회	본당에서	새	가족	여러분들을	모시고	환영회를	마련합니다.	교회에	등
록하시고	4주에	걸쳐	새가족	교육을	마치신	분들을	베델의	가족으로	맞이하는	환영회에	초청하오니,	한	분도	빠짐없
이	참석하셔서	교회의	사랑과	진심	어린	나눔을	가득	채워가시길	바랍니다.

저희	새	가족	사역팀은	함께	기도하며	섬기는	동안	한	영혼에	대한	소중함과	한	영혼을	찾으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놀
라운	사랑을	더	깊이	깨닫고	배우게	되었습니다.	또한,	담임목사님과	담당이신	한순고	전도사님,	모든	성도님의	사랑
을	모아	새	가족	여러분들께서	베델교회의	한	가족으로서	삶의	현장에서	승리하시고,	이민	생활의	부족함을	채워드
리는	영적인	형통하심과	신앙의	정수를	누리게	되시길	기도하겠습니다.

이번	환영회는	본당에서	목회자	소개와	사역	소개,	그리
고	풍성한	성도의	교제	시간으로	진행되며,	권사님들이	
정성스럽게	준비한	최고의	도시락을	나눠드릴	예정입니
다.	환영회를	마친	후에는	베델의	진정한	한	가족으로	일
대일	양육,	제자훈련	등	각종	교육	프로그램과	다양한	교
회의	사역에	동참할	수	있는	특권이	주어집니다.

지난봄에	이어,	가을에	새롭게	열리는	새	가족	환영회에	
자녀분들과	함께	꼭	참석하셔서	잊지	못할	은혜의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모든	성도님께서도	뜻깊은	날을	기억
하시어	한마음으로	기뻐해	주시고,	기도로	함께해주시
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의	힘과	소망이	되시고	귀한	열
매	주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 일시: 10월 2일 토요일 오후 5시 
▶ 장소: 교회 본당 
▶ 문의: 최주상 장로 (949)290-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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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9/26: 김교식, 정지숙, 윤태경  10/3: 김형균, 윤주원, 이자영  10/10: 이석희  10/17: 박세환, 최재윤, 최인주

사역광고 참 잘 오셨습니다! 새가족 환영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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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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일예배 및 토요 헵시바 전면 오픈 안내 10월 2일(토) 헵시바 예배
를 시작으로 토요 헵시바와 주일예배를 전면 오픈 합니다. QR 코드 신
청 없이 주일 예배와 헵시바에 나오실 수 있습니다. 성도님들의 안전
과 건강을 위해 열화상 카메라와 마스크 착용 및 예배 후 방역은 기존
과 동일하게 실시됩니다. 베델교회는 온라인과 현장에서 동시에 예배
를 드리고 있습니다. 

◆ 예배 후 즉시 출차 / 비전 주차장 주차 현장 예배 인원이 늘어남에 따라 
2,3부 주차 공간이 많이 부족합니다. 베델 캠퍼스에 주차하신 분들은 예배 
후 즉시 출차를 부탁 드립니다. 또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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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새가족 환영회 안내 팬데믹 가운데 온라인으로 새가족 교육을 수료하신 
분들(자녀 포함)을 위한 새가족 환영회를 엽니다. 베델교회의 사역과 목회자 
소개, 그리고 풍성한 성도의 교제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7면 참고)
일시/장소: 10월 2일(토) 오후 5시, 베델교회 본당
문의: 최주상 장로 (949)290-0717,  이길수 집사 (714)328-3350

◆ 몽골 온라인 선교 을지바트 선교사님이 사역하시는 몽골 참사랑 교회 청
년부와 예삶 공동체가 함께 진행한 실시간 온라인 수양회가 9/25(토) 은혜 
가운데 잘 진행되었습니다. 위해서 기도해주셔서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참사
랑 교회를 위해 많은 기도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 카타콤 기도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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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BYM 고등부"Set A Fire" 금요예배 매주 금요일 BYM고등부 예배가 비
전 채플에서 있습니다. 찬양과 말씀과 교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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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amaritan’s Purse 캠페인 매년 가난과 기근으로 고통을 겪고 있는 국제 
아동들이  코로나로 인해 더욱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해외 빈곤 아동
들에게  크리스마스 선물로 Shoe Box를 만들어 보내는 사마리탄 퍼스 박스 
나누기 캠페인에 동참해 주세요. Shoe Box는 본당 앞 부스에서 픽업하실수 
있고 선물을 박스 안에 채우신 후에는 주중에 교회 사무실이나 주일날  픽업
장소와 같은 장소에 Drop 하시면 됩니다.
모집기간: 10월 3일(주일)-10월 24일(주일) 1-3부 예배 직후    
문의: 최병웅 집사 (714)586-6703

◆ 교회학교 Media Reset Camp 하나님의 말씀으로 미디어를 어떻게 분별
해야할지 배우고 훈련받는 미디어 리셋 캠프가 9월 26일(주일)부터 시작합
니다. 참여하는 모든(5-9학년) 자녀들이 큰 은혜와 도전받도록 기도와 관심 
부탁드립니다. 등록은 마감 되었습니다. 

◆ 교회학교 캔디 드라이브 10월 31일(주일) Family Fall Fest를 위한 캔디/
초콜릿 도네이션을 받습니다. 캔디와 초콜릿은 각 부서에 Drop 하실 수 있으
며 캔디 드라이브에 참여한 자녀는 달란트를 받습니다. 할로윈 그림이 그려
져 있는 캔디나 초콜릿, 땅콩이 들어간 제품은 피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간/문의: 10월 3일-10월 24일 (매주 주일), 각 부서 전도사 

◆ 교회학교 새학기 오픈하우스 새학기를 맞이하여서 교회학교 각 부서에
서 오픈하우스를 준비하였습니다. 각 부서의 비전과 앞으로 일년동안의 사역 
계획을 나눌 예정이며, 자녀의 담당 선생님을 만날 수 있는 시간이 있으니 많
은 참석과 관심 부탁드립니다. 
유년부(2-3학년): 9월 26일(주일) 오후 12시 45분, 2-3학년 채플
유아부(Preschool-PreK): 9월 26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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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부), 유년부, 초등부, 소망부

◆ 주보와 QR의 디지로그적 만남 주보 지면에 나오는 QR 코드로 관련 영상
을 직접 보실 수 있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방법: ①스마트폰 카메라를 실행하여 주보에 있는 QR코드에 비춥니다.
 ②관련 링크가 뜨면 터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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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Bethel Grace Church 소식 베델교회 영어권 예배인 Bethel Grace 
Church가 성전 리모델링을 마치고 매주 주일 오전 11시, 오후 2시에 예배를 
드립니다. 많은 기도와 관심을 부탁 드립니다.

◆목회자 동정 초등부를 섬기셨던 Jamie Kim 전도사님께서 개인적인 사정
으로 사임하시게 되었습니다. 그 동안의 섬김에 감사드리며 앞으로의 사역
을 위해 기도 부탁 드립니다. 

◆ 위로해 주세요
- 故 김헌몽 권사님(김선희 집사의 모친, 김황용 집사의 장모)께서 
 9월 22일(수)에 한국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 故 양인석 성도님(양승철 집사의 부친, 손연숙 집사의 시부)께서 
 9월 23일(목)에 한국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 故 김종식 성도님(김응진 집사의 부친, 조윤미 집사의 시부)께서 
 9월 25일(토)에 한국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Apply to Life

Sunday Worship Sermon Note                                            Speaker: Rev. Hong Sik Kim

What Do You See?   2 Samuel 17:11-14

<Song in Response:  God’s Grace (What I’ve Been So Far)

1. Who betrayed David and what is their relationship?  Please share your experience of being betrayed 
 by someone you trust and how you felt.

2. Moses allowed divorce provided that a divorce certificate was issued, but what did Jesus say about it? 
 (Mat 19:8)  If you have any unresolved situation of doing harm or evil to others, please discuss.

3. He commanded (v. 17:14) = Through God’s (                                        ) we find resolution of our evil acts. 
 (2 Sam15:25, 31) 

 ,v.; ≡ Str 6680; TWOT 1887-1. LN 33.323-33.332 (piel) command, order, tell, instruct, give direction :(ṣā·wā(h)) צָוָה
decree, i.e., state with force/authority what others must do (Ge 2:16)
Swanson, J. (1997). Dictionary of Biblical Languages with Semantic Domains : Hebrew (Old Testament) (electronic ed.). 
Oak Harbor: Logos Research Systems, Inc.

4. Have you ever experienced a situation where your presumed perfect plan went badly awry?  Or, a 
 plan that appeared ill-conceived at the start actually bring results that far exceeded expectations?  
 Please share.

5. Jesus described the pain of being betrayed by Judas Iscariot by quoting a verse in the poem that 
 David wrote in the aftermath of betrayal by Ahithophel, as described in the Gospel (Psalm 41:9, 
 John 13:18).  Have you had an experience of being betrayed, and the anger and disappointment 
 that resulted, then recovering through the Gospel?  Please share. 

Name Relationship

(2 Sam 3:1-3)

(1 Chron 27:3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