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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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00AM,	11:00P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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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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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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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철 집사  2부/임동억 장로  3부/김풍원 장로  4부/도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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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경봉독 Scripture Reading .................1, 2, 3부/마태복음 5:5 ..............................All together 다같이

4부/사무엘상 17: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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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임 체인저(3) 땅은 누가 차지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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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의 물맷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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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 3부/내	영혼이	은총입어	(찬495/새438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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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 3부/Go	Deeper,	Go	Higher(2022년	주제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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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는 모두 일어나 주십시오.

더 깊이 무릎 꿇고, 
더 높이 믿음으로 날아 오르는 202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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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rona Empathy

코로나 체휼(體恤) 

“목사님, 저 코로나 걸렸어요. 기도해 주세요.” 작년만 해도 이런 기도 부탁

을 그다지 많이 받지 않았는데, 올해 들어 하루걸러 이 기도 요청을 계속 받

게 됩니다. 그만큼 많은 분이 코로나로 고생하고 있다는 증거일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코로나에 걸리고 나니 성도님들이 저를 위해 기도하겠다고 연

락이 오고, 본인의 기도 부탁을 하는 성도님들이 오히려 자기와 한배를 탔

다고 더 열심히 기도하겠다고 하십니다. 동병상련이랄까요? 당연히 목사

로서 기도 부탁한 성도님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드리지만, 저도 코로나에 걸

려서 격리 속에 있으면서 기도하게 되니, 더욱 간절해집니다.

아픈 사람을 위로하는 자는 아픈 사람이고, 곤경에 처한 자를 위로할 수 있

는 자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입니다. 남보다 더 가진 것이 은사라면, 아

픔과 어려움도 남보다 더 겪었으면 비슷한 형편의 사람을 돕도록 하나님이 

주신 은사입니다.

신학교 시절, 차가 없어서 선배에게 라이드를 얻어 학교에 다닌 적이 있었

습니다. 그때, 저에게 위로가 되었던 동기생이 있었는데 차가 없어서 학교

를 걸어 다니던 전도사였습니다. 차를 몰고 학교 가던 분들이 아무리 빵빵

거리며 타라고 손짓해도 사양하면서 유유히 로마서 전체를 암송하며 걸어 

다녔던 동기였습니다. 그때 한 후배가 한국에서 유학을 오자마자 새 차를 

몰고 다녔습니다. 1980년대, 신학생이 새 차를 탄다는 사실에 ‘아멘’ 할 수 

없었던 당시, 그 후배가 나에게 다가와, 선배님, 힘드시죠?’라고 하는데 전

혀 위로되지 않았던 기억이 납니다. 그러나, 대학에서 성악을 전공했던 차 

없는 동기생은 봄 여름 가을 겨울 내내 걸어 다니는 것이 낭만처럼 느껴질 

정도로 위로가 되었습니다. 훗날 그 동기생의 걷는 모습에 반한 한 공대 출

신 자매가 좋은 직장에 다니면서 학교 등록금도 도와주고, 결국 결혼하여 

사모로서 동기생의 목회를 빵빵하게 후원했다고 합니다.

예수님이 로마 황제의 아들로 태어나셨다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

아 다 내게로 오라”는 말씀이 감동을 주었을까 싶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를 지지 않으셨다면, 우리가 주님께 우리의 아픔을 하소연 할 수 있었을

까 의심스럽습니다. 히브리서는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체휼(empa-

thize)’하신 분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히 4:15 개역 한글) 개역 개정에

서는 이 단어를 ‘동정’으로 번역했는데 못내 아쉬움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물론 헬라어 원문은 동정(sympathy)이 나온 뿌리지만, 의미는 체휼이 훨

씬 더 깊기 때문입니다. 동정의 의미가 자기보다 가여운 사람을 불쌍히 여

기는 마음이라면, 체휼은 같은 일을 겪어봤기에 상대방을 이해하는 마음이

기 때문입니다. 내 아픔을 체휼하신 주님이시기에 내 아픔을 털어놓을 수 

있듯이, 코로나 걸린 성도들을 위해 겪어봤기에 드릴 수 있는 체휼의 기도

로 더욱 무릎 꿇겠습니다.

“Pastor, I have Covid. Please pray for me.” I did not receive very many 
prayers like that last year. This year, I receive requests for prayer every 
other day on Corona virus. This is a proof that many of us are suffering 
from Covid. Now that I have had Covid, many people have called to let me 
know that they are praying for me. Those who unknowingly called with 
prayer request said that they are in the same boat, and that they will pray 
even harder. Perhaps it’s comradery. Obviously, as a pastor, I need to pray 
fervently on prayer requests. But, being in the same situation, infected 
with Covid, I felt my prayers were even more fervent. 

Those that comfort the sick are those that are sick. Those that comfort the 
ones in trouble are those that are going through difficulties. If your gift is 
whatever you have more than others, then experience of your pain and 
suffering that are greater than others is a gift from God to help those that 
are going through similar difficulties.

I did not have a car during my seminary years. To get to school, I used to get 
rides from an upper classman. During that time, I was comforted by a class-
mate. He was a pastor who did not have a car, and he used to walk to school. 
No matter how many times classmates driving by would gesture to give him 
rides, he would decline. He would leisurely walk, memorizing the entire book 
of Romans. Around that time, a younger colleague, an international student 
who had just come from Korea, bought a new car right away and drove around. 
In 1980’s, you couldn’t really say ‘amen’ to a seminary student who drove a 
brand-new car. He approached me one day and said, ‘it must be hard on you?’ I 
remember it left me no comfort.  However, during my early college days, seeing 
my fellow classmate, who majored in voice and did not have a car, comforted 
me tremendously, almost felt dreamy, as I watched him walk spring, summer, 
fall, and winter.  Later on, I heard he met a girl, who majored in engineering. 
She supported him through school with her good job and married him. She 
became a pastor’s wife and supported her classmate’s ministry. 

I wonder whether Jesus’ words “come to me all you heavy laden” would 
have moved people’s heart if he were born a son of Roman Emperor. I doubt 
that we would pour out our pain to Jesus if he had not carried the cross. In 
Hebrews, it explains that Jesus ‘empathizes’ with our weakness. (Heb 4:15) 
Regretfully, the new translation of Korean Bible uses a word ‘sympathize’. 
The original Greek word has much deeper meaning even though it is a root 
word for sympathy. The meaning of sympathy is to feel for someone less 
fortunate. Empathy is to know the heart of the other because you have ex-
perienced it. I can tell God of my pain because he empathizes with my pain. 
Because I have experienced it, I will be on my knees in prayer with empathy 
for our congregation who are suffering from Covid.  

김한요 목사 / Rev. Bryan Kim

담임목사 칼럼
Lead Pastor's Colum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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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요 10:22에 나오는 '수전절'은 유대인들에게 어떤 명절입니까?

2. 땅은 하나님의 축복의 상징이며, 약속의 성취입니다. 성경은 땅을 소유하는 의미를 무엇이라고 합니까? 

 다음 참고 구절을 읽어봅시다. (참고/ 창 3:23, 창 12:1-3, 시37:9, 11)

3. 성경이 말하는 온유함은 무엇입니까?

 1)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고후 10:1, 갈 6:1, 딤후 2:25)

 2)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민 12:3)

 3)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마 11:28-29, 사 53:10)

적용하기

<적용찬양: 내	영혼이	은총입어	(찬495/새438장)

주일 1-3부 설교노트 / 나눔교재 설교자: 김한요 목사

땅은 누가 차지하는가? 
(마 5:5) 

산상 설교 강해- 제3편 

게임 체인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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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 2022년 신임 사역권사

곽윤영 권사
1. 자격 없고 연약한 저를 

하나님의 사랑으로 여기까

지 인도해 주심에 감사합니

다. 저의 부족한 생각과 경

험이 아닌 날마다 QT와 기도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맡겨주신 사역을 감당하고, 위로와 도

움이 필요한 영혼들을 기쁨과 감사로 섬길 수 있

도록 기도합니다. 

2. 남편 다무라 고조 장로와 2남(Daniel, Josh-

ua)

3. 실외 카페 

4. 빌립보서 4장 4절

김광희 권사
1. 받은 은혜가 너무나도 크

고 감사할 뿐입니다. 주님

이 주인 되신 교회를 사랑

하는 마음으로 섬기겠습니

다. 3년 전 식당 팀장의 아내로 섬겼을 때와 같

이 올 한 해도 식당에서의 섬김이 하나님 기뻐하

시는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2. 남편 김백열 장로와 1남(하은), 1녀(예은)

3. 식당 사역

4. 빌립보서 4장 6-8절

김귀순 권사
1. 교회 구석구석에서 묵묵

히 주님의 사역을 하시는 분

들을 잠시 섬길 기회를 주신 

아버지께 감사드립니다. 이

분들을 통해 성도님들의 마음에 긍휼하신 주님

의 마음이 닿기를 기도하며 사랑과 순종으로 연

합하여 봉사하겠습니다.

2. 남편 김도석 집사와 2녀(지예, 지수)

3. 식당 사역

4. 시편 116편 2절

김미진 권사
1. 귀한 직분 주심에 감사드

리며, 하나님의 뜻에 순종

하며 겸손한 마음으로 기쁘

게 섬기겠습니다.

2. 남편 김근수 장로와 3녀(수빈, 은빈, 채빈)

3. 식당 사역

4. 마태복음 22장 37-38절

김선민 권사
1. 주님께서 허락하신 자리

가 은혜의 자리임을 잊지 

않고 더 깊이 기도의 자리

로 나아가며 더 낮은 자리

에서 겸손하게 섬기겠습니다. 또한 저의 부족함

을 너무도 잘 아시는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주

님께 공급받은 힘으로 주님의 기쁨 되는 삶 살기

를 기도합니다.

2. 남편 박재영 집사와 2남(중현, 창현) 

3. 실외 카페 

4. 빌립보서 4장 6-7절

김선우 권사
1. 돕는 자리에서 서로의 연

약함을 감싸주고 서로에게 

잘 맞는 짝이 되겠습니다. 

2. 남편 서현열 집사와 1남

(정빈) 

3. 실외 카페

4. 신명기 1장 30절

김은선 권사
1.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드

립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

는 종으로 말씀에 순종하며 

섬기는 직분자가 될 수 있기

를 기도합니다.

2. 남편 김진환 집사와 1남(Kenneth), 2녀

(Erin & Emily)

3. 실외 카페 

4. 시편 116편 1-2절

김정아 권사
1. 팬데믹을 통해 주님은 예

배와 사역에 대한 첫사랑의 

감정을 다시 일깨워 주셨습

니다. 베델에서의 그 첫사

랑의 감격을 기억하며 초심으로 돌아가 권사 사

역을 시작하게 하신 주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

립니다.

2. 남편 이제석 집사와 1남(종현)

3. 실외 카페 

4.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노경희 권사
1. 성령 충만함으로 주님 안

에서 신나게, 멋지게 섬기

며 주님의 마음을 시원하

게 하는 딸이 되길 원합니다

2. 남편 장형룡 집사와 3남(성원, 주영, 준성)

3. 실내 카페 

4.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박규희 권사
1. 자격 없고 부족한 모습이

지만 주님께 의지하며 감사

와 순종으로 섬기겠습니다.

2. 남편 박재문 집사와 1남

(Justin), 1녀(Janice)

3. 실외 카페 

4. 빌립보서 4장 6-7절

박미정 권사
1. 부르심에 순종하며 나아

갑니다. 맡은 사역 가운데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

도록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

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충성과 섬김이 있기

를 기도합니다.

2. 남편 박관수 집사와 1녀(Kristine)

3. 실외 카페 

4. 디모데후서 4장 7-8절

박성려 권사
1.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시

는 예수님만 바라보면서 교

회를 위해 기도하며 성실히 

섬기겠습니다. 

2. 남편 박관규 집사와 1녀(윤서)

3. 식당 사역

4. 요한복음 15장 4-5절

경건의 비밀을 깨닫는 무릎
질문: 1.임직 소감 2.가족 사항  3.맡겨진 사역  4.좋아하는 성경 구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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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민 권사
1. 하나님께 거저 받은 은

혜로 주님의 충성스러운 일

꾼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

는 축복의 통로 되기를 소

원합니다. 

2. 남편 김요한 안수 집사

3. 식당 사역

4. 마태복음 6장 34절

손소영 권사
1. 감사합니다. 이끄시는 주

님으로 인해 힘 받아 다시 

나아갑니다.

2. 남편 손우영 집사와 2남

(Clive, Michael )

3. 실외 카페 

4. 마태복음 9장 37-38절

손윤미 권사님
1.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임을 고백하는 귀한 시간으

로 채워지길 소망하며 맡겨

주신 일들을 기쁘게 성실함

으로 감당하겠습니다.

2. 남편 손수국 집사와 2남(Kevin, Cody)

3. 실외 카페 

4. 이사야 12장 2절

유윤주 권사
1. 주의 은혜로 맡겨진 사역 

권사로 받은 사명을 저는 부

족하지만, 예수님이 보여주

신 사랑과 헌신을 본받아 메

마르지 않는 열매를 맺기 위하여 기도로 준비하

며 기쁘게 충성하겠습니다. 

2. 1남(John), 2녀(Jean, Jane)

3. 식당 사역

4. 시편 23편 1절

이소영 권사
1.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입니다. 능력 없고 무익한 

종이지만 맡겨주신 직분에 

감사드리고 주님의 일꾼으

로 순종하는 자, 기도하는 자 되겠습니다.

2. 남편 이승호 집사와 2남(지호, 지수)

3. 식당 사역 

4. 빌립보서 4장 13절 

이윤신 권사
1. 주님이 허락하신 직분을 

주님과 동행하며 겸손히 기

쁜 마음으로 최선을 다해 

섬기겠습니다.

2. 남편 권한호 성도와 1남(재원), 1녀(수민)

3. 실내 카페 

4. 시편 27편 1절

이윤옥 권사
1. 저를 사용해주시는 하나

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섬김을 본받아 기도와 겸손

한 자세로 섬기겠습니다.

2. 남편 존한 집사와 2남(Luck, Ken), 2녀

(Grace, Ruby)

3. 금다식(금요일 다음 세대 식사) 사역 

4. 마태복음 5 장 3절

이현숙 권사
1. 부족한 제가 주님의 몸 

된 베델교회의 사역권사

로 임직 되어서 감사하고 

또 거룩한 부담도 되지만 

저의 섬김이 주님의 이름을 높이는 섬김이 되

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도구로 사용되기

를 소망합니다. 

2. 2녀(Diane, Sophia) 

3. 식당 사역

4. 로마서 1장 17절

정광실 권사
1.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입니다. 성령님의 도우심으

로 마땅히 품어야 할 생각

과 행동, 지혜와 충성으로 

감당하길 기도합니다. 또한, 섬김 후에는 무익

한 종이 마땅히 하여야 할 것을 한 것뿐이라는 

고백이 있길 소망합니다.

2. 남편 정현근 장로와 2남(Ted, Jeffrey), 1녀 

(Christina)

3. 식당 사역

4. 시편 23편

정승희 권사
1.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에서 쓰임 받는 것에 감사하

며 동역하는 한 해가 되도록 

힘쓰겠습니다. 허락하신 직

분에 순종하며 기쁨으로 섬기겠습니다.

2. 남편 김주홍 집사

3. 실외 카페 

4. 로마서 8장 28절

조선영 권사
1.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이 자리에 

있습니다. 순종으로 더 나

아가기 소망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2. 남편 조영원 집사와 3남 (Jonathan, David, 

Jason)

3. 식당 사역

4. 시편 27편

최지선 권사
1. 기쁨으로 리셋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와 찬

양을 올려드립니다.  이제 

섬김의 자리로 부르셨으니 

순종으로 나아갑니다. 더욱 겸손으로 기도의 무

릎을 꿇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길 소

망합니다.

2. 남편 최영수 장로와 1남(원영), 1녀(수영)

3. 금다식(금요일 다음 세대 식사) 사역

4. 이사야 41장 10절

탁훈희 권사
1. 늘 막내였던 자리에서 이

제는 섬기고 나누고 돌보는 

자리로, 기도의 무릎을 세

우는 자로 맡겨진 사명 잘 

감당하는 주님의 자녀 되기를 다짐합니다.

2. 남편 탁정환 집사와 1남(Alex), 1녀(Amy)

3. 금다식(금요일 다음 세대 식사) 사역 

4. 시편 116편 1-2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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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련회에 교사로 참석하여 학생들이 은혜를 받

고 믿음의 결단을 하는 아름다운 모습을 볼 수 

있었던 시간은 저에겐 굉장히 특별한 은혜의 시

간이었습니다. 팬데믹으로 힘들었던 우리 학생

들에게 주어진 이 수련회는, 주님이 저희 모두

에게 주신 선물이었습니다. 제가 맡았던 11학

년 학생들은 지나온 시간이 얼마나 힘들고 어

려웠는지, 이러한 자신의 모습이 주님 앞에 얼

마나 부끄러운 것인지를 이야기하며, 그리스도

인의 책임을 다하지 못했다는 데에 죄의식을 갖

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

은 우리 학생들을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셨고, 

학생들은 모두가 이러한 문제에 공감하고 있다

는 데에 큰 격려와 힘을 얻었습니다. 서로를 위

해 기도해주며 학생들이 한 공동체로 묶여있음

에 감사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주님 안에서 함

께하는 기쁨을 경험할 수 있었던 귀한 시간이었

습니다. 

Grace Park(교사) 

이번 수련회는 정말 최고였습니다! 예배를 드

리며 전해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제가 하나님

에 대한 많은 생각을 할 수 있었던 시간이었습

니다. 세상은 우리를 우리 모습 그대로 받아주

지 않지만, 주님은 우리를 있는 그대로 받아주

시고 사랑하십니다. 수련회 기간 중, 온 힘을 다

하여 주님께 드렸던 찬양 시간과 소그룹 모임 시

간은 정말 잊을 수가 없습니다. 영적 부흥뿐 아

니라 재미도 있었던 수련회였습니다. 평소에는 

잘 몰랐던 친구들도 이 수련회에서 만나 서로 알

아가며 함께 할 수 있었던 너무나도 귀한 시간

이었습니다. 

Joyce Jung(BYM 9학년)

정말 오랜만의 수련회였습니다. 들뜬 마음으로 

참석했던 수련회에서 주님과의 만남에 기뻐하

고 주님과의 관계 회복에 감사했었는데, 수련

회에서 돌아온 후 바로 교회의 문이 다시 닫히

는 현실을 마주합니다. 스크린을 앞에 두고 드

릴 수 밖에 없는 예배의 안타까움을 주님께 아뢰

며, 수련회를 통해 회복된 주님과의 관계뿐 아

니라, 충만한 축복과 은혜가 BYM 중고등부 학

생들과 언제나 함께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부

모들이 그 나이였을 때는 경험하지 못했던 길을 

지금 우리의 자녀들이 가고 있습니

다. 쉽지 않은 이 길을 주님의 손 꼭 

붙잡고 주님과 동행하는 베델의 자

녀들이 되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Sherry Kim(교사)

"Renewal"이라는 주제로 준비되

었던 수련회에 참석할 수 있었음

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오랜만에 참석한 수련회여서 더 

기대하며 새해를 맞이하는 준비

를 할 수 있었습니다. 영적으로 힘

들다고 생각하고 있을 때, 이 수련

회가 다시 저의 믿음을 재충전할 

기회가 되겠다는 기대가 많았습니

다. 수련회에 참석하여 드렸던 예

배의 시간을 정말 잊을 수가 없습

니다. 자유스럽게 온 마음을 다하여 드렸던 찬

양. 저는 정말 주님께 드리는 참 찬양이 무엇

인지 깨달을 수 있었던 시간이었습니다. 말씀

을 대할 때마다 주님은 저에게 말씀을 통하여 

새롭게 됨을 알게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매일

매일 주님이 기뻐하시는 주님의 자녀로 사는 

저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하며 기도하였습니

다. 정말 너무도 귀한 수련회였습니다. 올 2022

년에는 더 굳건한 믿음으로 주님의 뜻을 따르

며 살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Shine Kim(BYM 8학년) 

이번 BYM 2021년 겨울 수련회는 정말 잊을 

수 없었던 시간이었습니다. 주님과의 관계를 

다시 세울 수 있었고, 저와 친구들과의 관계도 

회복시켜주셨습니다. 예배 시간을 통하여 주

님을 더 바라보게 되었고 온 맘과 정성 다해 주

님께 올려드렸던 찬양의 시간에 정말 제 온 힘

을 다하여 주님께 찬양 드리면서, 저는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이며 축복임을 고백할 수 있었

습니다. 수련회에서의 예배를 통하여 찬양뿐 아

니라 말씀의 은혜도 저희 모두에게 주셨습니다. 

팀으로 나뉘어 진행되었던 게임 시간도 참 재미

있었습니다. 이렇게 함께 함으로 저희 모두는 주

님의 사랑을 다시 경험했으며, 지금처럼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는 저희에게 주님께서 영적 새

로움을 경험하게 하셨고 다시 주님과의 관계를 

회복 시켜 주셨습니다. 

Tim Byun(BYM 8학년)

뚜벅뚜벅 믿음의 신세계로.. BYM 겨울 수련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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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임목사: 김한요 목사

⊙목회자⊙

기획/행정: 이충경 목사

목회지원/선교/BCA/QTM: 정승락 목사

시니어/온라인/베델뉴스: 김형균 목사

예배/선교훈련/BAM: 주성필 목사

훈련/평생교육: 김홍식 목사

베델워십/셀: 박경철 목사

교육목사/전도폭발/기도: 박성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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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세대 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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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주자: 한현미, 이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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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AMⅠ서형렬(서정희)	조지아Ⅰ김현수(고봉주)	캄보디아Ⅰ황순현(황현주)	

[ 협력선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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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의적접근지역Ⅰ이희숙,	길예평(길진명),	희바(베얀)

*선교기관Ⅰ나눔선교회,	멕시코	장로회	신학교,	밀알선교회,	바실레이아	신학교,	소망	소사이어티,	한미가정상담소,	Gift	of	Vision,	

	 GP미주본부,	NAUH,	New	Hope	선교	유치원,	QTIN	Americ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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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Ⅰ 1/30: ①부-고석민 ②부-이길수 ③부-김태현 ④부-이영진
  2/6: ①부-정현근 ②부-박세환 ③부-오세영 ④부-신영록
  2/13: ①부-이봉윤 ②부-이종선 ③부-김학남 ④부-오   준

헵시바토요새벽 대표기도(1,2월)Ⅰ 1/29: 김석열 2/5: 김경수 2/12: 김인홍 2/19: 강덕규

강단꽃(1,2월)Ⅰ        1/23: 윤성자            1/30: 박선경             2/6: 김윤숙             2/13: 이도원, 최동주

[의무실 (오전 8:30-오후 1:00)]
이번주 | 의사-이석완(심장내과), 간호사-장순희               다음주 | 의사-김혜선(소아과), 간호사-강지원

사역광고 미션의 날 "Ready! Set! Go!"
미션의	날은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주신	선교적	
사명을	더	깊이	새기고,	더	높이	비상하기를	소원하
며,	2022년	선교	헌신을	작정하는	날입니다.

부름 받은 자 Ready! Set! 지난	2년	동안	팬데믹	
기간을	보내면서,	베델	선교의	걸음은	여전히	일하
시는	하나님의	역사에	함께	하고자	하는	열정으로	
멈춤	없이	계속되었습니다.	베델은	하나님께서	열
어주실	때를	기다리며,	온라인	플랫폼과	BAM	사역
을	통해	포스트	팬데믹의	새로운	선교	패러다임을	
구축하며	준비하였고,	부르신	삶의	현장에서	선교
적인	삶을	살아가도록	훈련하며	세상	속	예수의	제
자를	세웠습니다.	

보내시는 곳으로 Go! 2022년	우리는	이제	땅끝을	
향한	비전을	가지고	더욱	높이	자라서,	하나님의	영
광을	열방에	선포하며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곳을	
향해	나갑니다!	이	거룩한	하나님의	선교	여정에	헌
신과	기도로	동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에	
선교	작정서가		배포됩니다

▶ 날짜: 1월 30일(주일)
▶ 온라인 선교 박람회: missionexpo.bkc.org
▶ 문의: 김효선 집사 (714)438-9381

국가 대상 일정 팀장
기니비사우 1	&	2세 2/17-26 John	Han	집사

K국 1	&	2세 4/19-28 김병인	장로

실크웨이브	 1	&	2세 4/20-30 이석희	장로

1일	멕시코 1	&	2세 5/7,9/24,11/5 고석민	장로

니카라과 1	&	2세 5/30-6/04 박지학	집사

몽골 예삶(청년) 7/4-7/13 강문구	목사

캄보디아 1	&	2세 7/11-20 임동억	장로

코스타리카 1	&	2세 7/18-23 이선갑	장로

BAM 1&	2세 7/19-21 허용진	장로

필라델피아	 예삶(청년) 7/23-30 강문구	목사

일본 BYM 7/24-	8/2 John	Yeo	목사

온두라스	 1	&	2세 7/26-30 김교식	장로

태국	 1	&	2세 8/1-	9 최호경	집사

베트남	 1	&	2세 8/11-18 정현근	장로

조지아	선교대회 1	&	2세 9/4-13 정광묵	집사

T국	 1	&	2세 10/2-11 김태현	장로

J국 1	&	2세 10/4-10 이길수	장로

우간다 1	&	2세 10/17-26 박원규	장로

멕시코	과달라하라	 셀,	가정 10/20-23 김효선	집사

<단기 선교 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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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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지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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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일 현장 예배 전면 오픈 베델교회는 1월 30일(주일)부터 주일예배, 토
요 헵시바 기도회, 교회학교 등 모든 예배가 전면 오픈이 되어 현장과 온라
인으로 진행합니다. 성도님들의 안전과 건강을 위해 열화상 카메라와 마스크 
착용 및 예배 후 방역은 기존과 동일하게 실시됩니다.

◆ 새생명축제(D-84) 4월 17일 부활주일에 있을 새생명축제가 84일 앞으
로 다가왔습니다. VIP 작정카드는 언제든 작성하셔서 VIP 작정함에 제출
해 주시고, 교회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도 상시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 
문의: 김학남 집사 (408)806-4133

◆ 미션의 날 본당 앞 부스에서 선교지 별로 직접 소개받으실 수 있으며, 동
시에 온라인 선교 박람회에서도 편리하게 만나 보실 수 있습니다. 단기 선교 
참여, 선교 헌금, 재능 기부 및 선교 기도의 다양한 헌신으로 하나님의 선교
에 동참하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7면 참고)
날짜/문의: 1월 30일(주일), 김효선 집사 (714)438-9381

◆ 주차 안내 베델 캠퍼스는 주차증이 있으신 성도님들에 한해서 사용을 
하실 수 있으며 비전주차장(새벽 5시 30분-오후 2시 30분까지 운행) 사용
을 부탁드립니다. 주차증 발급은 주차 사무실에서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주차증 발급 대상: ①임신 8개월부터의 산모 ②18개월 미만의 자녀를 두신 부모 ③80
세 이상 몸이 불편하신 분 ④건강상의 이유로 교회 셔틀버스를 이용하실 수 없는 분

◆ 베델 양육반, 바이블 클럽 등록 제자는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훈련되어 
양성되는 것입니다. 교회 본당 앞 설치된 부스나, 웹사이트를 통해 온라인으
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신청기간: 1월 30일(주일)까지
일대일 양육반 기간: 2월 7일(월) 주간-6월(총 16주)
바이블 클럽 기간: 2월 7일(월) 주간-5월 30일(월)(총 16주)
문의: 진정훈 집사(제자훈련) (714)318-2183, 최호석 집사(평생교육원) (949)236-0042 
*링크를 통해 신청이 어려우신 분들은 담당 목장 목사에게 문의하시면 됩니다.

◆ 베델 제자훈련 수료식 2월 6일(주일) 3부 예배에 양육반, 바이블클럽, 
BAM, 전도폭발 훈련의 수료식이 있습니다.

◆ 56차 전도폭발 모집 복음 증거는 하나님께서 이 땅을 사는 우리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생사의 순간에도 해야 하는 것이 전도입니다.
훈련 일정/장소: 2월 15일-5월 31일(총 15주) 매주 화요일 오후 7시, 비전채플
등록방법: 교회 앞 부스 또는 온라인 (베델 홈페이지 www.bkc.org) 
문의: 김종곤 집사 (714)450-0015

◆ 베델 클래시컬 아카데미(BCA) 등록 및 설명회 2022-2023년도 학기
를 위해 2월 8일부터 등록을 받습니다. 관심 있는 분들을 위한 학부모 설명
회에 많은 참석 부탁드리며 온라인으로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설명회 일시: 1월 30일(주일) 오후 1시 30분
장소: 유년부 예배실 또는 온라인(RSVP 필요,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참고)
대상: Kindergarten부터 6학년까지
문의/등록처: Emily Kang (949)854-4013, www.BethelClassical.org

◆ 수요 프로젝트 - “베델인 더 베델”(하나님의 집에 거하는 베델교인) 베
델교회 성도들이 세상 속에서 말씀을 살아내는 모습을 나누며 은혜와 도전을 
주는 프로그램으로 돌아오는 수요일(26일)에 2회가 방영됩니다.

◆ K-5 Zoom Bible Study 지난주에 이어 교회학교 K-5학년을 대상으로  1월 
23일(주일) 온라인으로 진행되는 Zoom 바이블 스터디가 있습니다. Zoom 링
크는 카톡 광고로 나가며 문의는 교사나 담당 사역자에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 교회학교 엘리야 특별새벽기도회 개근상 지난 엘리야 특별새벽기도회에 
온라인으로 6일 모두 출석하여 개근한 학생은 Go Deeper Go Higher 특별 
제작 후드티를 상으로 받습니다. 1월 30일(주일) 교회학교 주일예배 때 시상
이 있을 예정입니다. 

◆ 교회학교 큐티인(QTIN) 교회학교 큐티인 영어 PDF 파일이 각 부서를 통 
해 모든 학부모님들께 전달되었습니다. 온 가족 함께 큐티인으로 큐티할 수 
있도록 각 가정마다 독려 바랍니다. 아직 파일을 못 받으신 부모님들은 각 부
서 사역자에게 연락 바랍니다.

◆ C2C 모집 다양한 워쉽 장르 중의 하나인 힙합으로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
께 드 리는 뜨거운 찬양의 자리에 초대합니다.
일시/대상: 2월 4일(금)-2월 11일(금) 오후 4-7시, 6학년부터 12학년
등록: 온라인 (베델 홈페이지 www.bkc.org) 
문의: 안지호 집사 (949)241-1807

◆ 결산총회 2021년을 결산하는 결산총회가 2월 5일(토) 헵시바기도회 후, 
본당에서 열리는 것을 공고합니다.

◆ 헌금내역서 헌금 내역서가 1월 말에 발송 예정입니다. 급히 필요하신 분 
들은 교회 사무실이나 또는 offering@bkc.org로 연락처, 교적번호, 영문이
름을 남겨 주시고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QTIN 적용 사례 공모 QTIN으로 묵상한 내용을 적용, 실천한 사례와 은
혜로운 사연을 공모합니다.
모집 마감/보내실 곳: 1월 31일까지, bethelnews@bkc.org
문의: 유미경 권사 (949)422-9046

◆ 교역자 동정 믿음 목장을 섬기시던 김형균 목사께서 다음 사역을 준비하
기 위해 다음 주일(30일) 사임하시게 됩니다. 그 동안의 섬김에 감사드리며 
목사님의 가정과 앞으로의 사역을 위해 기도 부탁드립니다.

◆ 위로해 주세요
- 故 곽태준 성도님(곽윤영 권사의 부친, 다무라고조 장로의 장인)께서 
 1월 15일(토)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 故 김현배 목사님(김정은 집사의 부친, 변진 집사의 장인)께서 
 1월 19일(수)에 한국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습니다.



Sermon on the mount - 3

GAME CHANGER

Apply to Life1. ‘Feast of Dedication’ in John 10:22 is what kind of holiday to the Jews?

2. Earth is a symbol of God’s blessings and fulfillment of His promise. In reading the reference verses, 
 what does it mean to possess the land? (Ref: Gen 3:23, Gen 12:1-3, Ps 37:9, 11)

3. What is meek that Bible is speaking of?

 1)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2 Cor 10:1, Gal 6:1, 2 Tim 2:25)

 2)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Nu 12:3)

 3)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Matt 11:28-29, Is 53:10)

<Song in Response: Since Christ my soul from sin set free

Apply to Life

Sunday Worship Sermon Note Speaker: Rev. Bryan Kim

Who will Inherit the Earth?
(Matthew 5: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