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1년 12월 19일제45권 51호

담임목사 방송설교 안내

■ 영아부(18-36개월) / 본당 2층 영아부실
	 9:00AM,	11:00AM	

■ 유아부(37개월-PreK) / 할렐루야채플, 온라인
	 9:00AM,	11:00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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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년부(2-3학년) / 유년부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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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중파 TV 방송:
	미주	CBS	TV	채널	20.12·주일/오전	11시(Live)	
	미주	CGN	TV	채널	44.9·화요일/오후	2시	

■ 케이블TV 방송 (CTS America):
	TV	DirecTV	채널	2092·공중파	채널	18.8
	화요일/오후	8시	30분·목요일/오후	1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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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 탄 감 사 주 일  Christm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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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 Prayer ..................................................................................................All together 다같이

1부/김인권 장로   2부/김재훈 집사   3부/김정욱 집사   4부/나승채

 영상광고 Media Announcement ..............................................................................Media 방송실

 성경봉독 Scripture Reading ..............1, 2, 3부/요한복음 1:14-18 ...........................All together 다같이

4부/사무엘상 15: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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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생 The One & On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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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회는 싫지만 기도 응답은 받고 싶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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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 3부/참	반가운	신도여(122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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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 3부/기쁘다	구주	오셨네(115장)

*축도 Benediction ...............................................................................Rev. Bryan Kim 김한요 목사

*표는 모두 일어나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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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range Homeless Person

이상한 홈리스

산호세 인근에 있는 연합 집회에 갔을 때, 젊은 목사님에게 팬데믹에 잘 

버티고 있으시냐고 안부를 물었더니, 대뜸 “홈리스에게 교회를 뺏겼습니

다”라고 답하는 것이었습니다. 미국 교회에 세 들어 한인교회 목회를 하

고 있었는데, 팬데믹 동안 모일 수 없어 교회 사무실에 가끔씩 와서 우편

물만 확인하곤 했답니다. 그때 교회 마당에 홈리스들이 텐트를 치고, 거

주하기 시작한 것을 알게 되어 걱정이었다고 합니다. 마침 교회 건물 옆

에 붙어 있는 사택에 불이 나서, 교회 관리인이 사택 짐을 정리할 때 홈

리스가 도와주었길래, 추운 겨울을 바깥 텐트에서 지내지 말고 교회 체

육관에 들어와 잠만 자라고 호의를 베풀었다고 합니다. 예배당에 아무도 

방문하지 않는 팬데믹 동안, 홈리스는 체육관에서 잠을 자면서 점점 자

기의 영역을 넓혀 갔다고 합니다. 체육관에 밤새 전깃불을 켜 놓고, 화장

실을 맘대로 사용하고, 심지어 교회 체육관 주소로 자기의 우편물도 받

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한인 목사님이 우편물 확인차 가끔 들러 체육관

을 들여다보면, 홈리스의 짐이 체육관에 점점 쌓이더니, 나중에는 TV까

지 설치하고, 게임도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상황을 파악한 미국 교회는 

홈리스를 내보내기 위해서 경찰에 호소도 했지만, 인권 운운하면서 그를 

강제로 내보낼 수 없다고 했고, 고소한다 해도 소송비용이 교회가 감당

하기 힘든 액수였다고 합니다. 결국 미국 교회는 완전히 폐쇄되었고, 여

기에 세 들어 살던 한인교회도 예배 장소를 잃어버렸다는 얘기였습니다.

성탄은 정반대의 홈리스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은 홈도 아니고, 텐트

도 아닌, 마구간에서 탄생하셨습니다. 집이 없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

님께서 이런 말씀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마 8:20). 진정 예수님은 홈

리스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남의 집을 빼앗는 홈리스가 아니었습니

다. 홈리스의 홈이 되어주신 분이었고, 거처가 없는 이에게 쉼터가 되어

주신 분이었습니다.

홈리스 예수님이 찾아오신 마음은 다시 훈훈한 사랑으로 따뜻해집니

다. 잃어버린 홈을 되찾게 되는 스토리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집을 떠났

던 자녀들이 돌아오고, 방황하던 남편이 제자리를 찾습니다. 아내가 따

뜻한 저녁밥을 짓고 주일이 되면 온 가족이 하나님의 집, 베델을 향해 예

배드리러 갑니다. 성탄은 집을 잃고 헤매는 죄인들에게 찾아오셔서 영원

한 홈, 천국을 약속하신 날입니다. 홈리스의 홈을 찾아 주시기 위해서 스

스로 홈리스가 되신 날입니다. 남의 것을 빼앗는 홈리스가 아니라, 자기

를 비워 영원한 홈을 찾아 주신 홈리스이십니다. 

When I went to lead a revival in San Jose, I met a young pastor. I asked 

him how he was dealing with the pandemic. He answered at once, “I 

lost my church to a homeless”. He was renting from an American church 

to hold Korean services. Because gathering was not possible during the 

pandemic, he would occasionally come to church to check on his mail. 

He learned that a homeless was living in a tent in the church yard and 

began to worry. One day there was a fire in a home that was on church 

property. Caretaker of the church was clearing out the burned property 

with help from this homeless person. Out of gratitude and generosity, the 

caretaker offered the homeless to sleep in the gym instead of his tent in 

the cold winter.  The homeless person slept in the gym. Since no one was 

coming to church during pandemic, he began to spread out and expand 

his territory. Gym light was left turned on all night. Restroom was at his 

disposal, and even his mail was being delivered to the church. When this 

Korean pastor stopped by to check on his mail, he noticed more accumu-

lation of homeless person’s stuff in the gym. Then a TV was installed, and 

he was playing video games. After assessing the situation, the American 

church called the police to take the homeless person out. They were told 

that he could not be forced out due to human rights. Even if they sued, 

litigation cost would be beyond what the church could afford. The Amer-

ican church had to close their doors. The Korean church that was renting 

lost their place of worship. 

Christmas is a story that is opposite of this homeless person. Jesus was 

born not in a home, not in a tent, but in a stable. He did not have a home. 

Jesus once said, “Foxes have dens and birds have nests, but the Son of 

Man has no place to lay his head.” (Matt 8:20) Jesus was truly homeless. 

However, Jesus was not a homeless who took someone else’s place. He 

became a home for the homeless and a resting place for those that did 

not have a place. 

 

A heart visited by homeless Jesus warms again with love. There are sto-

ries of those that found their home again that was lost. Children that 

left home return. Wandering husband returns to his place at home. Wife 

prepares warm dinner. The whole family heads out on Sunday to God’s 

house, Bethel to worship. Jesus came searching for sinners, homeless and 

struggling, on Christmas day with promise of heaven, our eternal home. 

It is the day He became homeless to help find home for the homeless. He 

is not a homeless who takes away from others, but by emptying Himself, 

He helps to find us an eternal home. 

김한요 목사 / Rev. Bryan Kim

담임목사 칼럼
Lead Pastor's Colum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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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4절의 '말씀(logos)'는 예수 그리스도를 칭합니다. 성부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를 설명하는 단어를 찾아 

 영어 번역과 비교하며 그 의미를 새겨 보십시오.(14절, 참고/요 3:16)

2. '사랑하는 아들' (마 3:17)이라는 표현이 줄 수 있는 오해는 무엇입니까? (참고/ 마 3:17, 니케아 신경)

3. "말씀이 육신이 되어…"(14절)는 성육신 incarnation을 말합니다. "우리" 가운데 거하시게 된 배경을 참고 구절을 

 읽어가며 정리해 봅시다. (참고/출 6:7, 레 26:12, 왕상 8:10-11, 출 34:6-7)

4.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사랑임을 어떻게 본문은 표현하고 있습니까? (18절)

5. 우리는 성탄의 계절에 어떤 메시지를 받고 살아야 합니까? (참고/ 행 2:38, 요일 4:7-9)

적용하기

<적용찬양: 참	반가운	신도여(122장)

성탄주일 1-3부 설교노트 / 나눔교재 설교자: 김한요 목사

독생 The One & Only
(요 1: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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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베델교회에 부임하신 소감과 사역 소개해 주세요.

공식적인 첫 목양사역을 남가주를 대표하는 건

강한 베델 교회, 예삶에서 시작하게 되어 기쁩

니다. 예배를 사모하며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

는 예삶의 청년들에게 많은 자극과 도전을 받으

며 매주 큰 기쁨과 감격으로 사역하고 있습니다.

2. 전도사님의 신앙적 배경과 가족 소개해 주세요.

개척교회 목회자의 맏아들로 자라는 동안 말로 

다 할 수 없는 많은 시련을 겪

으며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삶

으로 배웠습니다. 미국에 오기 

전 한국의 "옹기장이"라는 찬양 

선교팀의 일원으로 4년간 국내

외 수백 개 교회들을 다니며 예

배의 기쁨과 한 영혼의 소중함

을 경험하는 시간을 보내고 말

씀으로 더욱 준비된 사역자가 

되기 위해 2년 전 Talbot 신학교로 유학을 오

게 되었습니다. 선교팀에서 만난 김상희 자매와 

2년 연애 끝에 내년 1월 8일에 한국에서 결혼

합니다.  

3. 가장 좋아하시는 성경 구절 알려 주세요.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

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

이라(요일 4장 10절)" 내 의지와 노력으로 하나

님을 사랑하는 일에 실패하여 스스로 실망하고 

좌절할 때마다 진정한 사랑은 하나님을 향한 나

의 사랑이 아닌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위로를 봅니다. 먼저 손 내

밀어 주시는 그 사랑으로 인하여 오늘도 주님 앞

에 설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4. 앞으로의 비전과 사역에 대한 각오를 들려주세요.

'하나님이 인도하셨다'라고 밖에 말할 수 없는 

방법으로 베델교회를 섬기게 되었습니다. 베델

의 가족이 된 기쁨이 큰 만큼 부담도 크지만 늘 

겸손한 마음으로 배우는 일에 주저하지 않는 전

도사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 전도사이기 

이전에 한 성도이자, 청년으로서 사랑하는 예삶

의 지체들과 함께 울고 웃으며 신앙의 고민과 삶

의 무거운 짐을 함께 질 수 있는 좋은 믿음의 친

구가 될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코로나 펜데믹이 한창이던 작년 9월, 갑작스런 

암선고를 받고 당황했을 때부터 지금까지 교회의 

예향 섬김을 통해 격주로 음식을 배달받고 있습

니다. 다양하게 조리된 정성 가득 담긴 음식들을 

통해 수술과 방사선치료로 연약해진 몸과 마음에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월요일 오전 텅 빈 교회의 

주방에 모여 섬겨 주시는 장금이 권사님과 집사

님들, 너무 수고 많으십니다. 쉬시는 월요일에 집

까지 배달해주시면서 기도해주신 목사님들, 감

사합니다. 그리고 이름도 모르는, 배달로 섬겨 주

시는 집사님, 권사님들, 이 지면을 빌어 정말 감

사하다고 인사를 드립니다. 건강할 때는 깨닫지 

못했던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을 예향을 통해 

피부로 느낍니다. 저와 일면식도 없는 분들께서, 

제가 뭐라고 이렇게 시간을 들여 댓가없이, 정성

으로 섬겨주시는지… 지난주 설교 말씀에서는 헌

금에서 향기가 난다고 하셨는데, 음식에서도 향

기가 납니다. 갓 배달된 따뜻한 음식들의 온기에

서 연약한 자들을 향한 예향팀의 기도와 응원과 

사랑을 전달받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이찬영 권사

예향은 예수님의 향기의 줄임말로, 암 환우분들

에게 교회에서 음식을 만들어 전해드리는 사역

입니다. 예향은 저같이 만들어진 음식을 배달하

는 일, 환자분들에게 맞는 음식을 선정하는 일, 

재료를 준비하는 일, 음식을 만드는 일, 만들어

진 음식을 포장하

는 일 등 많은 도움

의 손길이 필요한 

사역입니다. 저는 

코로나 팬데믹 시

기에 교회에서 방

송된 예향 사역을 

보면서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

자 하는 마음으로 시작하게 되었

습니다. 처음엔 거동이 불편하신 

나이 많으신 분들이 많을 줄 알았

는데, 막상 배달을 맡은 분들은 저와 나이 차이

가 많지 않은 분들이셨습니다. 이런 분들을 보

면서 나도 언제든 아플 수 있는 사람이구나 하

는 생각이 들고, 내가 아플 때 이렇게 도움을 주

시는 분들이 있다면 얼마나 고마울까 하는 생각

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더 열심히 하게 됩니다. 

또 예향 사역을 하시는 분들의 간증을 들으며, 

처음에 믿음이 없으셨던 분이 예향의 음식을 먹

으며 저희가 믿는 예수님을 알고 싶

어하고, 교회에 마음 문을 열었다

는 간증을 들으며 이게 진짜 전도구

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의 향

기, 예향 이름처럼 아픈 분들에게 예

수님의 향기를 나타내는 사역이라

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예수님의 

향기가 세상에 전달되어 하나님

의 나라가 확장되는 사역에 동참

하게 되어 감사하는 마음입니다.

김규현 집사

공병주 전도사

음식에서도 향기가 납니다.

목회자 인터뷰

특집 - 감사편지(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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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의 생각을 대량 섭취하게 되면 우리는 세상 틀 
속으로 밀려 들어가게 된다."라는 핵심 내용으로 12
월 초 교사 훈련 세미나 진행되었습니다. 

교사 훈련에 임하면서 '나는 왜 자신 없이 엉거

주춤하며 영아부 교사라는 이름표를 달고 있

지?'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다가 저는 '이제 새

로운 자세로 섬기자!'라는 결단을 했습니다. 이

렇게 새롭게 교사로서의 결단을 하고 주님 앞

에 섭니다. 신앙의 첫걸음을 떼는 아가들과 함

께 찬송하고 기도하고 예배드리는 동안 이 아가

들을 친히 가르치실 주님 앞에서 제가 할 수 있

는 것은 없다고 여겨집니다. 제가 할 것은 비록 

없으나 주님께 마음 다해 무릎을 꿇고 기도합니

다. '주님! 제가 아가들을 사랑하게 해 주세요'라

고 마음 모아 간절히 기도합니다.

김성희 권사(영아부)

처음 유아부 교사로 섬기게 된 계기는 교사 모집

한다는 광고를 보고 단순히 순종하는 마음으로 

자원했습니다. 하지만 교사 훈련 세미나를 들은 

후 한 영혼에 대한 책임감의 무게가 느껴졌습니

다.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을 알고 배우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또 그 작은 믿음의 씨앗이 얼

마나 귀하며 세상에 어떤 영향력을 미치게 될지

는 우리가 생각하는 상상 이상일 것입니다. 저

는 많이 부족하지만, 유아부를 섬길 기회를 주

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며 저와 유아부 친구

들이 하나님 말씀 안에서 꾸준히 성장하여 하나

님 나라를 확장하는 일에 큰 일꾼이 되길 간절

히 소망합니다. 

김영미 성도(유아부)

초등부에서 짐 나르는 것을 도와주러 갔다가, 

한 분의 집사님께서 20명이나 되는 5학년 남자

아이들을 가르치시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예전

에 저도 교회학교에서 말 안 듣던 아이들 중 한 

명이었습니다. 그 선생님을 보니 말 안 듣던 저

를 잘 가르치고 사랑해 주셨던 교회학교 선생님

이 생각났습니다. 가르쳐 주셨던 선생님과 교회

에 이제는 조금이나마 보답이 되고자 초등부를 

섬기게 된 청년입니다. 아이들을 교육한 경험이 

없어서 매주 주일마다 녹초가 되지만, 기뻐하실 

하나님을 생각하며 힘내어 버텨내고 있습니다. 

이진아 전도사님이 '교사는 훈련과 교육을 통해 

만들어지는 것'이라고 하셨는데, 이번 베델 교

사훈련 세미나를 통해 교사의 본질에 대해 배웠

습니다. 또한 효과적인 성경 공부 방법과 학생

들을 훈육하는 법이 도움이 되었습니다. 앞으로 

아이들과 함께 영적으로 성장해 나갈 남은 시간

이 기대됩니다. 

김태성 성도(초등부)

교사로 처음 부름을 받았을 때는 떨리는 마음

으로 시작하였습니다. 그리고 주일 가르칠 때

마다 준비가 부족하다는 불안함으로 계속 마음

이 불편하였습니다. 그러던 중에 교사 세미나를 

통해 교사의 기본자세와 수업 준비 과정, 진행 

방법 그리고 스킬들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그

룹 대화를 통해 내가 교사를 하게 된 이유와 나

의 장점 등을 나누면서, 하나님께서 제게 맡겨

주신 아이들을 어떤 마음으로 대해야 하는지 확

신을 주셔서 자신감도 생겼습니다. 항상 기도하

고, 모든 과정을 성령님께 맡기는 충성된 교사

로 섬기겠습니다. 

조수진 집사(유년부) 

소망부를 섬기고 있는 크리스티나 이입니다. 매

해 교사훈련 세미나에 참 여 했 지

만, 특히 2020, 21년 코로

나 특수 상황에서 줌으로 

강의를 들으며 좀 더 집중

해서 강의에 몰입할 수 있

어서 긍정적인 유익한 부

분도 있었습니다.  각 학

년별로 세심하게 짚어 주

시는 전도사님 강의 내용

도 참 좋았으며 특히, 아

이들을 교육하면서 어지

러운 세상속에서 성별의 

혼란과 민감한 세대속에 있는 아

이들을 잘 지도해야하는 사명감

을 가져야 함을 다시 되새겼습니

다. 소망부의 특수 상황으로 교

사와 학생과 TA와 함께 움직이

라는 말씀에 공감이 많이 갔습니

다. 올해로 10년째 소망부 교사

로 섬기며 책임감을 새삼 새롭게 

느끼는 시간이었습니다.  그 어느 시기보다 더 

조심스럽고 주님께서 주시는 지혜를 더욱 간구

하며 임해야 함을 깨달으며, 모든 교사가 더욱 

합심하여 기도하며 임해야 함을 각인하는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이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

립니다. 

크리스티나리 집사(소망부)

교회학교 교사로 섬기며 늘 성경 말씀을 어떻게 

전달하면 좋을지, 진정한 복음 전파는 무엇인지 

고민하였습니다. 이번 교사 교육을 통해 이 어

려움에 대한 해답의 틀을 잡아갈 수 있었고, 더 

큰 사랑과 체계적인 클래스를 할 수 있다는 자

신감을 얻게 되었습니다. 단순 아카데믹이 아니

라 말씀을 전한다는 큰 사명을 품고 오로지 주

님의 말씀을 전하는 입이 되고자 다짐하는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황수정 집사(K-1)

2021, 교사로 수고하심을 감사드려요교육부 - 교사 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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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자훈련은 주님의 몸 되

신 베델교회가 성도에게 주

시는 가장 큰 선물 중 하나

입니다. 회심 후, 어떻게 주

님을 믿어야 할지 잘 모르던 

저에게 주님은 브리지, 양육

반, 제자반 훈련을 통해 벅찬 기쁨과 감사를 허

락하셨습니다. 그 이후 저는 한 집사님의 복음 

제시를 듣게 되었고, 그분의 기도 후원자에 이

어 전도 폭발 훈련생으로, 1단계 교육 훈련을 마

치게 되었습니다.

전도 폭발 훈련은 베델 제자훈련의 꽃입니다. 

부활 후 승천하시며 예수님이 하신 말씀 "세상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내가 너희에게 분부

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명령을 실

천하는 것이 바로 전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은 우리가 길 잃은 한 영혼을 주님께 인도할 때, 

너무나 기쁘셔서 춤추며 노래한다고 하십니다. 

나를 사랑해주시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이 바로 전도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

백하면서, 그 사랑을 한 번도 제대로 전하지 않

았던 저의 모습을 뉘우치게 되었습니다. 영생의 

정의와 가장 기쁜 소식인 복음 제시의 구체적이

고 효과적인 실행 방법을 전도 폭발에서 배우게 

되었고, 어려운 전도 대상자에게 복음을 제시할 

때, 성령님이 저 대신 일 해 주심을 알게 되었

습니다. 전도 대상자들이 결신이라는 열매를 맺

을 때의 감동은, 다른 교육에선 느낄 수 없었던 

특별한 은혜와 기쁨이었

습니다.

절대로 교회는 안 나가

겠다며 "싫다! 교회는 너

나 가라"라고 했던 친구

가 다음날 교회에 나타났

을 때의 기쁨은 아직도 생

생합니다. 성령님이 하셨

습니다! 복음 제시는 기독교인으로서 가장 어려

운 실천 의무인 동시에 주님이 기뻐하시는 가장 

아름다운 행함이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복음 

전도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꼭 해야 하는 것이

라 확신하며, 이 영생의 기쁨을 나누는 아름다

운 사역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길 소원합니다. 저

를 주님의 마음으로 이끌어 주신 목사님과 동역

자들께 감사드리며,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

드립니다. 

최동주 집사

나보다 먼저 가 계신 성령님전도폭발 간증

세상을 사는 지혜
My Story
 My Song

하늘을 볼 겨를도 없이
정신없이 세상을 살다가
마음의 먹먹함이 내 삶을 짓누를 때
그제서야 주님을 찾습니다
(중략)
모든 것을 다 잃은 것 같던 순간에도
모든 아픔이 다 내 것인 것 같다 해도
항상 지키시는 나의 주
세상을 살아갈 힘 되시네

4년 전 여름, 예배 중에 칸투스가 올려드린 찬

양의 가사가 마치 "그때는 몰랐었지?"라고 되

묻는 듯 합니다. 먹먹한 마음이라는 게 무엇인

지를  알게 된 일을 겪은 뒤,  이어진 팬데믹으

로  찬양하지 못한 길고 긴 시간이 어느덧 2년

여 되었습니다.  예전처럼 무대에서 찬양할 기

회는 아직 주어지지 않았지만, 주님의 거룩하

심을 노래한다는 칸투스 (CAN-tabile san-

TUS)의 이름에 걸맞게 그저 주님을 찬양함이 

감사해서 다시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즐

기기 위해 마이크를 잡고 목청을 높이기보다

는, 가사를 통해 받은 은혜를 입술로 고백하며 

주안에서 형제 된 단원들과 하모니를 이루고 박

자를 맞추어가는 과정만으로도 주님이 주신 찬

양의 특권을 풍성히 누리는 시간이 됩니다. 멤버 

중 아무도 음악을 전공한 사람이 없고 모두 바

쁜 삶의 현장을 살아가고 있지만 매주 화요일 저

녁, 빠짐없이 모일 수 있음이 감사합니다.

뛰어난 실력이 아니라 찬양을 통해 주님이 주시

는 감동과 감격을 나눌 수 있는 

것 또한 얼마나 감사한지요.  좋

은 음악이 넘쳐나고 은혜의 찬양

도 쉽게 접할 수 있는 시대지만, 

내 입술을 열어 소리를 내고 여

러 목소리를 하나로 다듬어 맞

추고 그 소리가 조화를 이루도

록 아름답게 만들어가는 여정에

는 홀로 듣고 따라 하는 찬양에서 맛보지 못하는 

기쁨이 있습니다. 또한 그 과정에서 나누는 삶

의 이야기들은 신앙 선배들의 귀한 나눔이자 같

은 시대를 살아가는 동역자들의 간증이기도 합

니다. 함께 나누어 더욱 풍성해지는 복음의 비밀

이 찬양이라는 도구를 통해 나타나는 칸투스가 

있음에, 오늘도 마음속에 감사를 품고 연습실로 

향하는 발걸음을 재촉합니다. 이 은혜를 더 많

은 분과 나눌 수 있기를 기도하며, 기대합니다.

석승진 집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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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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병주 전도사 

예삶채플: 김유미 전도사 

영어고등부: 여욱제(John) 목사

영어중등부: 현호승(Daniel) 전도사

한어중고등부: 이형석 전도사

교회학교 디렉터: 이진아(Jinah) 전도사

유년부: 이승진(Sharon) 전도사

K-1: 정가영(April) 전도사

 유아부: 장지은(Jieun) 전도사 

영아부: 이진영 전도사

소망부: 박정민 전도사

Beyond the Blue: 이란혜 전도사

통역/제자반: 이앤드류 전도사

⊙성가대 및 찬양팀⊙

 지휘자: 김형직 목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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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BS,	CTS,	CGN	TV

*문서선교Ⅰ기독일보,	미주	크리스천	신문,	크리스천	위클리

선교후원

예배 봉사자

주일예배 대표기도(12,1월)Ⅰ 12/26: ①부-김정윤 ②부-김정태 ③부-김종학 ④부-김준희
  1/2: ①부-이선갑 ②부-변준호 ③부-홍대원 ④부-나승채
  1/9: ①부-김광영 ②부-김진성 ③부-김주홍 ④부-신희원

헵시바토요새벽 대표기도(12,1월)Ⅰ  12/25: 성탄예배 1/1: 송구영신예배     1/8: 엘새 1/15: 김광경

강단꽃(12,1월)Ⅰ      12/19: 박중현            12/26: 김학남            1/2: 기승효, 김종헌, 김한요            1/9: 무명

사역광고 2022 신임 임직자 명단
임직예배: 2021년 12월 19일 (주일) 오후4시 30분
■ 사역장로(7명): 고석민,	김교식,	김병인,	박원규,	이길수,	임동억,	정현근
■  안수집사(14명): 강덕규	김요한	림학철	박영선	안성회	이준호	장세인	정낙성	조광종	조룡	조준석	최동주	최종형	최춘석	
■  Bethel Grace 안수집사(9명): Eric	Cha,	Thomas	Ahn,	Gene	Kim,	Jeni	Kim,	Joanne	Lee,	Barnaby	Lin,	Jenny	Lin,	
	 																														Paul	Song,	Sokin	Yoon
■ 사역권사(25명): 곽윤영	김광희	김귀순	김미진	김선민	김선우	김은선	김정아	노경희	박규희	박미정	박성려	박정민	
	 											손소영	손윤미	유윤주	이소영	이윤신	이윤옥	이현숙	정광실	정승희	조선영	최지선	탁훈희	
■ 전입장로(1명): 주진철(9803)	
■ 협동권사(8명): 고선혜	(9624)	곽연자	(9762)	김태순	(10034)	김휘자	(9993)	이영순	(2496)	장정자	(4619)	전수재	(3721)	
																					주정숙	(9803)	
■ 서리집사(158명)
남자(73명):	 Edwardo	Diaz	(10040)		Tam	Nguyen	(10038)		구윤모	(10365)		김경호	(10261)		김광희	(10302)	김동민	(10086)	김민국	(8653)
김성주	(10344)	김우찬	(8963)	김원용	(10408)	김원태	(4336)	김재민	(10094)	김재욱	(9340)		김종민	(8064)	김준호	(7935)	김진호	(10248)
김케빈	(10271)	김학수(10104)	김현중	(10284)	김호준	(10065)	김훈	(10146)	남기주	(10145)	류성빈	(9818)	민광옥(10452)	민신현	(9702)	
민현철	(10263)	박상률	(10244)	박영대	(589)	박종구	(10142)	박종훈	(10352)	박준영	(10397)	백세호	(9715)	신창환	(9613)		안광호	(9957)	
안영보	(10407)	안철완	(10383)	양인준	(10388)	유경래	(9558)	유명상	(10356)	유천목	(10416)	윤성현	(9831)	윤종수	(10348)	윤태경	(10381)	
이다니엘	(9838)	이상수	(10373)	이상훈	(10208)	이승현	(10304)	이시우	(10105)	이완수	(10047)	이원	(737)	이종수	(10063)	이준영	(10395)	
이진서	(7983)	이현동	(10337)	임준형	(10412)	장재용	(10098)	장지봉	(10420)	장현복	(10422)		장형룡	(7196)	전현석	(10367)	정순고	(7213)	
정웅태	(10259)	지현재	(9752)	차영준	(8265)	천성한	(10267)	최민규	(7351)	최재환	(9074)	하헌정	(7801)	한윤성(	10282)	허광훈	(10377)	

허주영	(9737)	홍승우	(9215)	황대경(10361)

여자(85명): 강미해	(10396)	계연정	(10259)	고화영	(10383)	곽소이	(10337)	권영미	(9558)	권혜리	(10314)	김경옥	(10371)	김다은	(10302)	
김선희	(10420)	김성은	(10388)	김애란	(9543)	김영심	(10352)	김윤경	(10407)	김윤희	(4336)	김자현	(10188)	김재연	(10094)	김지은	(10138)	
김춘희	(10248)	남명희	(10145)	남보람	(8653)	문경선	(10244)	민혜미	(10263)	박경숙	(10360)	박선민	(9764)	박정원	(10063)	방지선	(10038)	
배희경	(10412)	백귀원	(10104)	백금주	(10341)	백도희	(9715)	성현실	(10284)	송정화	(9448)	신상희	(10222)	신유미	(9613)	양광주	(8064)	
양정미	(10086)	유덕자	(10416)	유별이	(10361)	윤수연	(9831)	윤인선	(9915)	이나리	(9215)	이미아	(10078)	이사랑	(10367)	이소영	(9694)	
이수자	(10105)	이영옥	(737)	이원경	(10231)	이은선	(10356)	이은호	(10111)	이정민	(10142)	이정원	(10377)	이주희	(9773)	이현숙	(9702)	
이현주	(9834)	이현지	(9027)	이형숙	(10365)	이혜림	(10397)	이혜숙	(10373)	임세원	(10148)	임영신	(10312)	장윤정	(10304)	정수민	(9838)	
정지숙	(10381)	정지혜	(10348)	정하은	(9100)	조나원	(9892)	조진희	(7351)	조한나	(10422)	조혜진	(9752)	주현정	(10382)	진수연	(9074)	
차찬주	(8265)	채윤경	(10208)	최상미	(10146)	최유경	(10047)	최윤이	(9818)	최진나	(10344)	하수지	(10188)	한지영	(10406)	한하영	(10282)	

함지희	(10236)	허성숙	(9737)	허지선	(10271)	황소피아	(9887)	황혜연	(102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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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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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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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전 주차장 3377 Michelson Drive, Irvine, CA 92612 *주차	시	<Employee	Reserved	Parking>은	피해서	주차하시기를	알려드립니다.

◆ 성탄감사주일 오늘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을 
감사하는 성탄감사주일입니다. 

◆ 베델교회 예배 전면 오픈 주일예배, 토요 헵시바 기도회, 새벽기도 등 모
든 예배가 전면 오픈이 되어 현장과 온라인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성도님
들의 안전과 건강을 위해 열화상 카메라와 마스크 착용 및 예배 후 방역은 기
존과 동일하게 실시됩니다. 

◆ 2022 엘리야 특별새벽기도회 Go Deeper, Go Higher! 2022년 새로운 
한해를 시작하며 더 깊이 무릎 꿇고, 더 높이 믿음으로 날아 오르는 엘리야특
별새벽기도회에 베델의 모든 성도님들을 초대합니다.
일시: 2022년 1월 3일-1월 8일(월-금 오전5시, 토 오전 5시 30분)
강사: 김한요 목사(베델교회), 박석훈 목사(멕시코 우리교회), 홍기영 목사(분당 창조교회)

◆ 12월 25일(토) 성탄감사예배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
운데 오심을 감사하는 성탄감사예배(Christmas Family Worship)가 있습니
다. 구세주 오심을 높여 드리는 베델콰이어의 칸타타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
되, 한어권, 영어권 및 다음세대에 이르기까지 함께 하는 온세대 예배로 참
여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예배 후 가족사진 이벤트가 예배전후로 코트야드 
포토부스에서 열리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일시/장소: 12월 25일(토) 오전 10시 30분, 본당
*12월 25일 토요 헵시바 기도회는 오전 10시 30분에 성탄감사예배로 대체됩니다.

◆ 송구영신예배 하나님의 은혜 속에 걷고 뛰었던 2021년을 마무리하고 새
해를 맞는 송구영신예배가 1,2부로 각각 드려집니다. 한해를 보내는 감사, 
새해를 맞는 기대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이 예배에 온 가정이 함께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시/장소 : 12월 31일(금) 1부-저녁 7시, 2부-저녁 10시 30분, 본당
*송구영신예배 때 신년 감사헌금과 My one prayer(1년 기도제목)을 드립니다.

◆ 임직예배 연말제직회와 교인총회를 통하여 선출 된 2022년 신임임직자
들의 임직예배가 있습니다. 
일시/장소: 12월 19일(주일) 오후 4시 30분, 본당

◆ 돌파 코로나 2020년 초부터 시작된 코로나로 인해 겪었던 어려움과 변화
를 베델 교회가 어떻게 슬기롭게 대처하여 지금까지 지내왔는지를 보는 특집 
기획 다큐 '돌파 코로나-베델이 간다' 세번째 시간이 이번주 수요일에 유투
브를 통해 방송합니다. 많은 시청 바랍니다.
일시/유튜브 주소: 12월 22일(수) 오전 10시, youtube.com/BethelKoreanChurch

◆ 교회학교 교사만찬 2021년 교사만찬이 각 부서에서 있을 예정입니다. 지
난 1년간 수고해 주신 모든 교사 분들께 감사 드리며 교회 학교를 지켜 주신 
하나님을 찬양 하는 귀한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문의: 각부서 전도사

◆ CIM 겨울 수련회 "Align"이란 주제로 CIM 겨울 수련회가 열립니다. CIM 
친구들과 예수님을 더 알기 원하는 중고등부 학생 모두 환영합니다. 
날짜: 12월 28일(화)-30일(목) 
장소: Hope Heaven (23062 FORLORI Cir, Perris, CA 92570)
강사: 주성필 목사
회비/등록마감: $150, 12월 26일(주일)  
문의: 김도석 집사 (714)401-0532

◆ BYM 중등부 크리스마스/연말파티 BYM 중등부에서 12월 26일(주일) 
예배 후에 크리스마스/연말파티를 할 예정입니다. 점심이 제공되며, 많은 학
생들이 올해 팬데믹 기간동안 교회에서 즐길수 있는 시간이 거의 없었는데, 
이 파티를 통해 학생들이 다시 열정과 열심으로 남을 섬기고, 주님을 섬길 수 
있는 종이 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 교회학교 성탄절 특별 예배 성탄절을 맞이하여 각 부서에서 특별 예배
가 있습니다. 자녀들이 예수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성탄절의 참 뜻을 이
해하고 함께 축하하는 귀한 예배의 시간을 가질 예정이오니 많은 참여 부탁
드립니다.
날짜: 12월 19일(주일) 2, 3부
문의: 각부서 전도사

◆ 칸투스 남성 중창단 모집 칸투스 남성 중창단에서 각 파트 한 분씩을 초
대합니다. 찬양으로 "행복 바이러스"를 나누시기 원하시는 분들의 참여를 기
다립니다.
문의: 김철 집사 (714)602-0025

◆ Lost & Found 운영 안내 교회 내에서 물건을 분실하신 분들은 주일예배 
후 본당 앞 Lost & Found 부스로 오셔서 분실물을 찾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분실물 사진 확인 방법: 교회 홈페이지에서 Lost & Found 아이콘 클릭
문의: 이제석 집사 (949)943-0850

◆ 헌금 내역서 2021년도 헌금내역이 교적에 기재된 집 주소로 발송됩니다. 
주소 변경이 필요하신 분은 헌금봉투 아래 주소 변경란에 기재해 주시거나 
교회 사무실로 변경 신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교회 사무실 (949)854-4010, bethel@bkc.org

◆ 축하해 주세요
- 박상준/홍안나 성도 가정에 딸 하율이가 12월 9일(금)에 태어났습니다.
- 김준희 형제와 이혜원 자매의 결혼식이 12월 16일(목)에 있었습니다

◆ 위로해 주세요
- 故 김문웅 집사님(김덕재 집사의 부친, 한정희 집사의 시부)께서 
 12월 17일(금) 한국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 故 박정숙 권사님(박숙선 집사의 시모)께서 12월 17일(금)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Apply to Life1. “The Word (logos)” in verse 14 refers to Jesus Christ.  Reflect on the English term that describe the 
 relationship between God the Father and Jesus Christ, and discuss the meaning.  (v.14, Ref: John 3:16)

2. How can the expression “This is my Son, whom I love” (Matt 3:17) be misunderstood by some?  
 (Ref: Matt 3:17, Nicene Creed)

3. “The Word became flesh” in verse 14 refers to the incarnation.  Please read the referenced verses 
 below and discuss the background involved as He made His dwelling among “us”.  (Ref: Ex 6:7, 
 Lev 26:12, 1 Kings 8:10-11, Ex 34:6-7)

4. How does the verses express the relationship between Father and Son as love?  (v.18)

5. What is the message that we should receive for our daily lives in this season of Christmas?  
 (Ref: Acts 2:38, 1John 4:7-9)

<Song in Response: O Come, all ye Faithful

Christmas Sunday Worship Sermon Note Speaker: Rev. Bryan Kim

The One & Only 
(John 1:14-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