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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임목사 방송설교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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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아부(37개월-PreK) / 죠이채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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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부/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찬248/새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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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부/정현근 장로  2부/박세환 집사  3부/오세영 집사  4부/도준수

 찬양(1부) Anthem ...............................................................................  Bethel Choir 베델 콰이어

1부/나의 예배는 멈추지 않네(작곡 홍지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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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경봉독 Scripture Reading .................1, 2, 3부/마태복음 5:7 ..............................All together 다같이

4부/사무엘상 19:1-2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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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임 체인저(5) 약한 쪽 편들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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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던져진 자리가 은혜의 자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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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 3부/십자가를 질 수 있나(찬519/새461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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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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gikkun

마기꾼

영국 신문 가디언에 한국말이 등장했습니다. ‘마기꾼(Magikkun)’이라는 

말이 한국에서 유행한다며 소개하는 기사였습니다. ‘마스크+사기꾼’을 줄

인 말로, 마스크로 얼굴을 가려 원래 모습보다 더 멋지게 보이는 사람을 ‘마

기꾼’이라고 부른다는 것입니다.  코로나 이후 마스크에 대한 이미지가 확

실히 바뀐 것은 사실입니다. 코로나 이전에는 마스크를 쓴 사람은 몸이 아

픈 사람, 혹은 뭔가 가리려고 하는 의심스러운 사람이라는 이미지였다면, 

지금은 건강에 신경 쓰는 사람, 접근해도 괜찮은 사람이라는 긍정적인 이미

지로 바뀐 것입니다. 여성들은 마스크 때문에 화장을 안 해서 좋다고도 했

지만, 이제는 마스크 자체의 디자인도 다양해져서 단순히 의료용이나 미세

먼지용이 아니라, 패션의 일부로 자리매김하는 추세입니다.

대부분의 사람은 얼굴을 가리면 자신감이 생긴다고 합니다. 자기 얼굴에 

100% 자신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고 하니 설득력이 있습니다. 코로

나는 마스크를 우리의 결함을 가려주는 합법적인 도구로 등장하게 했습니

다. 이제는 마스크를 써도 누구 하나 벗으라고 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거기

에 선글라스까지 쓰면 완벽한 얼굴 봉쇄입니다. 교회에 와서 서로 인사는 

하는데, 누군지 알아볼 방법이 없습니다.

창문에 비친 그림자, 실루엣의 신비도 있습니다. 얼굴에 난 여드름, 주근

깨, 뾰루지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맑은 피부의 얼굴을 상상하며, 가려

진 그림자 너머 멋진 상상을 하게 되나 봅니다. 상상은 자유이지만 마스크

를 일상생활 중에 착용하다 보니 마스크 뒤에 감추려는 우리의 죄도 미화하

는 습관이 있지 않을까 우려됩니다.

아담과 하와를 그린 라파엘의 작품을 보면 가리는 것이 거의 없습니다. 그

러나 죄가 세상에 들어온 후, 죄로 인한 수치를 가리기 시작했다고 할 수 있

습니다. 있는 그대로의 모습은 안타깝기 그지없었기 때문입니다. 무화과나

무 잎으로 가리기 시작했지만, 죄의 흔적을 덮기에는 터무니없이 부족했습

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며 죄의 수치를 가리기 시

작했습니다. 즉, 피를 내어 죽인 동물의 가죽으로 인간의 주홍 같은 죄를 가

리기 시작하는 십자가의 그림자를 보게 하십니다.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를 입으면 그때부터 나를 감추는 ‘마기꾼’을 얼굴에 쓸 

이유가 없어집니다. 지금의 나 자신보다 좋은 모습인 척하면서 남에게 보일 

이유가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위드 코로나 시대가 된 것 같습니다. 

유럽의 많은 국가들이 벌써 마스크를 벗고 다닙니다. 우리도 이제 마스크를 

벗고, 무엇보다도 ‘마기꾼’은 반드시 벗어 버리고, 주님이 가려 주신 은혜만

으로도 충분한 멋진 미소를 띠며 다닐 날이 있을 것을 믿습니다. 

A Korean word appeared in a British Newspaper, The Guardian. It was 
an article that introduced a word ‘Magikkun’ which has become popu-
lar in Korea. It’s a shortened word that combines ‘mask(masuku) and 
fraud(sagikkun)’. This word ‘magikkun’ refers to people who look more 
attractive than they actually are when masks cover their faces. With Co-
rona virus, it is true that our image of mask has changed. Prior to Corona 
virus, people wearing masks were either sick or suspicious people who 
were trying to hide from something. Now the image has changed to a 
person who is concerned about health and is fine to approach. Women 
say that they are glad that they don’t have to wear make-up with mask. 
There are many different mask designs. They are no longer simply used 
for medical reasons or pollution. There are many pretty mask designs. 

Most people say that they feel confident when their faces are covered. 
This is convincing since no one is 100% confident about their appearance. 
Corona virus has made the mask a legitimate tool to hide our faults. Now-
adays no one is asked to take off their masks. When you put on sunglass-
es on top of that, your face is completely covered. When we greet each 
other at church, sometimes it’s hard to recognize anyone. 

There is also mystic view about reflected shadow, silhouette on windows. 
Pimples and freckles on faces are not visible in shadow. We imagine our 
faces clear skin and imagine own attractiveness looking at the shadow. 
You are of course free to imagine. But wearing masks, hiding behind 
masks, makes me wonder, perhaps, we have a habit of hiding our sins. 

There isn’t much to hide in Rafael’s painting of Adam and Ever. Howev-
er, since sin came into the world, we began hiding shamefulness of sin. 
That’s because it’s sad to see us as we are. They tried to hide with fig 
leaves. But absurdly, it was not enough to hide the evidence of sin. God 
made clothes for them out of leather to hide shamefulness of sin. God 
makes us see a shadow of the cross that hides our crimson red sins in the 
blood of the animal that was killed for its leather. 

When you are clothed with grace of Jesus’ sacrifice, we no longer need to 
wear ‘Magikkum’ to hide our face. That’s because the reason to pretend 
to be someone else disappears. Now it has become a season of living with 
Corona virus. They are not wearing masks in many of Europeans coun-
tries. I believe there will come a day when we can take off our masks, 
definitely take off ‘Magikkun’, and show our wonderful smiles because we 
are sufficiently hidden by grace of God. 

김한요 목사 / Rev. Bryan Kim

담임목사 칼럼
Lead Pastor's Colum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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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마태복음 18장과 누가복음 10장의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에 나오는 '긍휼'의 요소는 무엇인가요?

2. 참고 구절을 찾아 읽으며, 우리에게 긍휼의 대상은 누구인지 적어 보십시오.(참고/겔 16:49, 신 14:28-29, 신 15:8-9)

3. 긍휼을 베푸는데, 방해하는 요소들이 있습니다. 무엇일까요?(참고/ 갈 6:9)

 1)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요일 3:17-18, 약 2:13-17)

 2)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고전 13:3)

 

4. 누가 긍휼을 베풀 수 있습니까?(참고/고후 8:9) 그리고, 그것이 왜 복인지, 나누는 자의 행복을 알아봅시다.(잠 19:17)

적용하기

<적용찬양: 십자가를	질	수	있나(찬519/새461장)

주일 1-3부 설교노트 / 나눔교재 설교자: 김한요 목사

약한 쪽 편들기
(마 5:7) 

산상 설교 강해- 제5편 

게임 체인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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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년인사 - 프로젝트 팀장(2)

위축되었던 베델의 성도

들이 더 깊고 더 높은 영적 

성장과 더불어, 한마음으

로 나아가는 2022년이 되

길 소망합니다. 부족하지

만 올해 행사지원팀을 맡

게 되었습니다. 훈련되고 

헌신된 팀원들과 함께 기도하고 상의하면서 최

선을 다해 섬기겠습니다. 교회의 구석구석을 따

뜻하고 아름답게 하는 일에도 힘쓰겠지만, 무엇

보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베델의 모든 행사가 될 

수 있도록 돕는 행사 지원팀이 되겠습니다.

김수진 권사(행사 지원)

샬롬! 세상의 소망인 주

님의 몸 된 교회의 재정을 

맡게 되어 거룩한 부담감

이 있습니다. 아직도 많이 

낮아지고 배워야 하는 제

가 이 사역을 통하여 은혜 

가운데 더 깊이 들어가고, 

주님을 향한 믿음이 더 높아지기를 소망합니다. 

성도님들의 귀한 헌금이 주님의 영광을 위해 아

름답고 지혜롭게 쓰일 수 있도록 기도하며, 주

님의 인도하심 따라 항상 순종과 겸손의 마음으

로 맡겨진 사역을 성실히 섬기겠습니다.

김응진 집사(재정)

"기도가 깊어지면 전도

가 높아진다!" 올 한 해 어

려운 시기를 잘 극복하고, 

십자가 사랑 때문에, 복

음에 빚진 자들로서 마땅

히 해야 하는 전도훈련에 

임하게 되었습니다. 이 귀

한 복음을 증거하는 일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맡겨주신 

사명입니다. 전도 폭발을 통해 성도님들은 복음의 

내용을 자세히 배우고 어떻게 하면 더욱 효과적으

로 "한 사람이 한 영혼을 하나님께" 전할 수 있는

지, 그 방법을 훈련 받게 됩니다. 모든 것이 은혜

이며 오직 하나님께만 모든 영광 올려 드립니다!

김종곤 집사(전도 폭발)

2021년 한 해를 돌아보

면 하나님께서 손대지 않

으신 곳이 없고, 모든 것

이 신실하신 하나님의 은

혜였음을 깊이 느끼게 됩

니다. 2022년 한 해도 모

든 사역팀의 예산이 효과

적으로 사용되어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를 소망

합니다. 더 깊이 무릎 꿇고 더 높이 믿음으로 날

아올라 하나님과 더욱 가까워지는 은혜 충만한 

2022년 되시길 기도드립니다.

김진성 장로(예산 조정)

2021년은 하나님께 나아

와 현장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 그리고 교

회가 우리 삶에서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절실하

게 깨달을 수 있었던 한해

였습니다. 혼란스럽고 힘

든 시간이 계속되고 있지만, 찬양과 예배를 드

릴 수 있게 해 주신 은혜에 감사드리며 이 귀한 

예배를 돕는 사역에 참여할 수 있게 되어 영광입

니다. 2022년에는 우리 모두가 더 깊은 회개와 

겸손, 더 높은 믿음과 순종으로 하나님께서 더욱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김진환 집사(예배 진행)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여 

담임 목사님의 설교와 예

배를 2세 가족과 함께 듣

고 싶어 하시는 1세 성도님

들이 많이 계신 것을 알았

습니다. 귀한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위하여 주님의 

말씀과 예배를 온전히 통역하며 전달하는 2022

년 통역사역팀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많은 기

도, 권면, 그리고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Come 

and join the translation team and pro-

claim the Gospel of Jesus Christ! 

김현일 집사(통역)

지난 2년, 팬데믹 중에도 베델교회를 보호해주

신 주님의 은혜와 이제 모든 성도님이 함께 나

와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

배드릴 수 있음에 감사와 

영광을 올려 드립니다. 홍

보팀은 교회의 여러 사역

을 신문, 방송, SNS 등 다

양한 미디어 매체를 통해 

지역사회에 알리며 복음

을 전하는 사역을 감당합니다. 이 사역을 함께 

섬기시는 홍보팀원들과 목사님께 주님의 지혜

가 더하시어 오로지 주님만 홀로 영광 받으시기

를 소망합니다.

박관수 집사(홍보)

지난 6년 동안 환우와 그 

가족을 음식으로 섬겨온 

예향 사역은, 팬데믹 상황 

가운데서도 중단 없이 진

행되었습니다. 한 달에 두 

차례에 걸쳐 환우의 건강 

회복과 가족을 향한 응원

의 마음을 담아 정성껏 음식을 만들어 배달하고 

있습니다. 음식을 만드는 손길에도, 음식을 배

달하는 발걸음에도, 그리고 성경 말씀과 메뉴를 

적어놓은 메뉴판에도 환우들을 위한 기도의 마

음이 늘 함께합니다. 많은 분이 봉사자로 자원

해 주셨지만, 건강과 안전을 위해 최소한의 인

원으로 2022년 예향 사역이 시작되었습니다. 

예향 사역의 터를 닦아주신 모든 분께 감사하

며 그 터 위에 든든히 설 수 있도록 충성하겠

습니다.

박순임 권사(예향) 

2022년 새롭게 열리는 수

요예배를 기대합니다. 심

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들이 주의 전을 사모함

으로 다시 모여 이전보다 

찬양과 기도에 집중하며 

말씀으로 은혜받아 재충

전하는 풍성한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베델의 

수요예배는 두 손 높이 들고 부르는 감동의 찬양

과 교회와 사역, 가족과 동역자들을 위해 큰 소

리로 올려드리는 통성의 중보기도 소리로 주의 

전을 가득 채울 것입니다. 새롭게 열리는 수요

주 나의 이름 부르실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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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배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박재영 집사(수요예배) 

어느 때 보다 어렵고 힘든 

환경 가운데 2022년 새

해를 맞이했지만 이 시대

와 이 땅, 특별히 주님이 

세우신 교회 공동체를 향

한 선하신 계획과 방법을 

신뢰하며 다시 한번 믿음

의 용기를 내어, 주님이 주실 은혜를 구하며 담

대히 나아가는 한 해가 되길 소망합니다. 올 한 

해 총무로 섬기게 되어 감사드리며, 더욱 무릎 

꿇고 기도하며 낮은 자세로 성실히 섬기는 종

이 되겠습니다.

변준호 장로(실행위원 총무)

항상 부족한 죄인을 사랑

하시며 넘치는 은혜를 주

시는 주님께 감사드립니

다. 3년 전에 주방 사역

을 통해 집사님, 권사님 

그리고 장로님들께서 기

쁨으로 이 사역을 섬기는 

모습에 많은 은혜와 감동을 받았습니다. 받은 

은혜와 사랑을 저도 조찬 사역을 통해 즐겁게 

그리고 열심히 실천하겠습니다. 주님, 사랑합니

다. 모든 영광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이명환 집사(조찬) 

새해 첫 사역인 엘리야 새

벽기도를 맡게 되어 힘차

게 준비하였는데, 뜻하지 

않은 오미크론 상황으로 

인해 많은 성도님과 함께

하지 못한 아쉬움이 있었

습니다. 하지만, 매일매일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의 연속이었고 믿

음의 동역자들과 함께했던 귀한 시간이었습니

다. 앞으로 있을 고난주간에는 베델의 모든 성

도님이 함께 모여 찬양과 기도로 예배드릴 수 있

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종선 집사(엘새/고저)

건강한 셀모임을 통하여 주일에 선포된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날마다 적용되어, 우리 자신

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고 주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같이 이 땅에서 온전히 이루어지는 

일에, 셀모임 사역팀이 사

용되기를 간구합니다. 교

회의 지원과 지속적인 훈

련, 그리고 긴밀한 소통

을 통하여 셀목자들을 적

극 지원하고 셀사역이 든

든히 세워져가기를 바랍

니다. 또한, 주께 받은 그 사랑과 은혜의 말씀

을 베델의 작은 공동체인 셀모임에서 마음껏 나

누고 적용하실 수 있기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자 합니다.   

임낙현 장로(셀모임) 

구원받은 후, 덤으로 얻

은 삶이 아침마다 호흡하

는 숨을 통해 해 같이 빛

납니다. 그 감사와 충성하

는 마음으로, 그리고 예수

님 사랑으로 가득한 모습

으로 살아낼 때 하나님께

서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리라 믿습니다. 제자

는 태어나는 것이 아닌 훈련으로 세워진다는 말

씀을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믿음으로 실천하

는 한 해가 되기를 기도드립니다. 

진정훈 집사(제자훈련) 

능력이 안 됨에도 불구

하고 신임 팀장으로 섬

길 수 있게 해 주신 주님

께 감사드리며, 또한 올 

한 해 함께 이 사역에 동

참하시는 의사 선생님과 

간호사님께도 감사드립

니다. 주일에 의무실에 오시는 성도님들을 성

심으로 잘 섬기겠습니다. 2022년 한 해, 화이

팅입니다! 

채수정 권사(의무/양호) 

대부분 사람들은 2020-

21년을 코비드의 해로 기

억할 것입니다. 저에겐 

상상하지도 못한 건강의 

어려움이 찾아온 해였으

며 그것을 무사히 넘기고 

여기까지 온 것,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올

해는 더 깊게, 더 높게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

하며 나아가는 것이 저에게 주신 미션이라는 생

각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주님을 깊이 알아가

고, 또한 훌륭한 사회의 일원으로 그들을 잘 양

육하여 차세대 영적 리더가 되도록 지원하는 장

학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황세헌 집사(장학)

아장아장  걸음마  느려도...

저는 QTIN 걸음마를 시작한 세 아이의 엄마입니다. 

말씀의 인도하심을 받는 하루의 기쁨과 유익을 아이

들과 함께 누리고 싶었고, 이미 자녀들과 큐티를 하

고 있는 셀 가족들의 모습에 도전받아 2022년 온 가

족 큐티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한 달째, 참 서툽니

다. 첫째는 <청소년 큐티인> 구석구석 나누고 싶어 

하고, 둘째는 <어린이 큐티인> 한글 묵상 노트를 꼭 

쓰고 싶어 하고, 막내는 <새싹 큐티인> 나누다가 스티커 붙이기에 빠집니다. 어느 날은 한 

시간이 훌쩍 넘어가고, 어느 날은 일심동체 순식간에 끝납니다. 때로는 모두가, 때로는 일

대일로 나눕니다. 깊은 나눔에 감동받고, 엉뚱한 나눔에 웃습니다. 말씀을 나눌 때 아이들

은 내 자녀가 아닌 동역자가 됩니다. 같은 본문의 말씀을 나누면서 깊어지는 영적 공동체 됨

이 참 기쁨이며, 이렇듯 서툰 시간에 완전하신 하나님을 만남이 참 은혜입니다. 혹시 자녀

와의 큐티를 망설이고 계시다면 서투른 저희 가정을 보시고 용기 내어 우리, 같이 하면 좋

겠습니다. 혹시 저희 가정처럼 막 걸음마를 시작했다면, 멈추지 말고 우리 함께 계속 가면 

좋겠습니다. 아장아장 느려도 바른 길이니 더 깊이, 더 높이 가겠지요. 자녀들과 함께 Go 

Deeper!  Go Higher! 

 큐티인
 간증

김주희 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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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반

코비드로 인한 팬데믹 이

후 온라인 예배를 드리며, 

시간이 흐를수록 몸도 마

음도 게을러지고 오랫동

안 해오던 큐티와 성경 읽

기도 멈추고, 영적으로 나

태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러다가 양육반 성경 

공부를 통해 다시 큐티와 말씀 묵상, 성경 구절 

암송을 하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삶을 바

꾸는 경험을 여러 번 하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가장 가까운 가족들과 생활 속에서 부딪힐 때마

다 묵상한 말씀이 주시는 지혜로, 우리가 모두 

주의 귀한 자녀라는 관점으로 상대방을 대하니 

감사하게도 문제와 갈등이 풀어지는 것을 보았

습니다. 또한 아이들이 오랜만에 엄마가 성경을 

읽고 외우고 큐티하는 것을 보며 저절로 신앙 교

육이 되어서 참 감사했습니다. 아이들을 믿음 안

에서 잘 양육하는 것이 인생의 가장 큰 숙제이자 

목표라고 늘 생각하면서도, 백 마디 말보다 더 

엎드려 기도하고 말씀 보고 묵상하는 엄마를 보

여주는 것에 게을렀다는 회개를 했습니다. 삶이 

바쁘다는 핑계로 가장 중요한 영의 양식을 등한

시하였는데, 우선 순위가 무엇인지 다시 점검하

고, 주님의 말씀을 머리로 이해하고, 감정적으

로 뜨겁게 느끼는 것에 더하여, 반드시 의지적

으로 행해야 하는 신앙생활의 균형을 다시 한번 

생각합니다. 무엇보다 나의 힘이 아닌 성령님께 

날마다 의지하며, 나의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

고, 내 안에 성령의 열매들이 열리게 하고, 내 이

웃에게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신앙인이 되기

를 소망합니다. 

이경하 집사

영어 양육반

2020-2021년은 저의 모

든 계획이 무너져 사라지

고, 저 자신을 잃어버린 것 

같았고, 미래가 보이지 않

아 힘을 잃었던 롤러코스

터와 같은 날들이었습니

다. 그러나 은혜로, 하나님은 우리 가정에 눈물

보다는 웃음을 더 주시는 축복을 주셨습니다. 그

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더 깊은 관계로 부르

신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팬데믹으로 인하

여 온라인 예배를 장기간 드리다 보니 많은 것들

이 변했습니다. 팬데믹이 분명히 우리의 영적 생

활과 일상 생활에 부정적인 영향을 가져왔는데, 

이제는 우리가 생존의 태도에서 그리스도의 태

도로 리셋 할 시간입니다. 영어 양육반에서 매

주 진행되는 수업과 과제가 저의 그리스도와의 

동행에 생기를 되찾아 주었습니다. 이를 통하여 

예배는 단순히 주일에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

리의 일상생활 자체이며, 혼란에 빠지거나 자신

을 잃었을 때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것임

을 상기시켜 주었습니다. 또한 그리스도 안에 있

는 저의 공동체들에 대한 감사함이 새롭게 느껴

졌습니다. 남편, 가정, 그리고 교회. 제일 중요

한 것은 하나님께서 저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친

밀한 관계를 원하시는지, 그리고 매일 말씀으로 

보호를 받는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깨닫게 

된 것입니다. 이 기간에, 그리스도께서 저의 구

세주와 주님이 되시며, 때로는 삶이 가져오는 잡

음과 어둠 속에서 인도하시는 빛이 되어주시는 

상상을 넘는 축복을 주셨습니다. 그리스도와의 

동행을 잘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우리 교회에 

큰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의 목적은 완

벽이 아니라 매일 말씀과 QT를 통하여 그리스

도와 매일 시간을 보내는 지속적인 습관이라는 

것을 상기 시켜주신 양육 리더 김일란 권사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Sharon Kea 집사 

              

전도 폭발

전도 폭발 사역을 위해 주

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그 

귀한 주님의 뜻을 구하고

자 기도했습니다. 전도는 

한 영혼을 구원하며, 복음 

증거는 하나님이 우리에

게 주신 사명입니다. 

전도 폭발 학습에서 단계적으로 복음의 내용을 

배우고, 효과적으로 제대로 전하는 방법을 훈련

받으며 은혜로운 하루하루를 보냈습니다. 20년 

넘게 전도하며 구원받지 못한 분들이 보이면, 기

도하며 다가가서 그저 책자를 전해줄 뿐이었지

만, 이제는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주님을 알지 못

하며 아파하고 길을 잃어 헤매는가 하는 안타까

움을 더 많이 갖게 되었습니다. 

어느날 마켓 앞에서 전도하다 구직과 신분 문제

로 도움을 요청하며 울고 있는 모녀를 만났습니

다. 어렵게 다가가서 복음을 전하니 즉석에서 결

신한 후, 모든것을 주님께 맡기며 살겠다고 결단

하며 눈물 흘리던 그 모녀를 잊을 수가 없습니

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전도 폭발 훈련으

로 업무나 일상생활에서 영생의 기쁜 소식을 더 

잘 전할 수 있기를 기도하고 준비하게 되었습니

다. 다음 단계의 전도 폭발 훈련생이 되어 '슬픔

도 기쁨으로 바꾸는 믿음의 능력!'을 믿으며 우

리 함께 전도 사역에 참여해보지 않으시겠습니

까? 부족한 저를 잘 지도해 주신 김홍식 목사님

과 늘 사랑과 배려로 섬김을 주신 훈련자와 기도 

후원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말씀 묵

상으로 더 낮게 더 깊이 엎드려 성령님의 인도

하심을 믿음으로 기쁨의 전도자로 살아가길, '

한 영혼을 내게 주소서!' 소망하며 기도합니다. 

이 앤마리 집사

균열없는   든든한   버팀목으로베델제자훈련 간증

          "제자는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훈련되어
                   양성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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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임목사: 김한요 목사

⊙목회자⊙

기획/행정: 이충경 목사

목회지원/선교/BCA/QTM: 정승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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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등부: 이정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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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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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Ⅰ 2/13: ①부-이봉윤 ②부-이종선 ③부-김학남 ④부-신영록
  2/20: ①부-노승남 ②부-다무라고조 ③부-박영덕 ④부-오   준
  2/27: ①부-박상곤 ②부-박선화 ③부-박원식 ④부-이신경

헵시바토요새벽 대표기도(2,3월)Ⅰ  2/12: 김인홍 2/19: 강덕규 2/26: 김요한 3/5: 김정우

강단꽃(2월)Ⅰ     2/6: 김윤숙       2/13: 김다민, 이도원, 최동주       2/20: 노성애, 조   룡       2/27: 김다민

[의무실 (오전 8:30-오후 1:00)]
이번주 | 의사-탁정호(소아과), 간호사-주경아             다음주 | 의사-노완규(내과), 간호사-이정하

사역광고 베델 제자 훈련 수료 명단

■ 양육반(33명) 고화영	김경옥	김성귀	김유숙	김주희	
김현주	김효진	문경선	배지열	박경숙	박종훈	송미선	신
미정	신상희	안철완	윤종수	윤태경	이경하	이상원	이은
선	이혜림	임영전	장에스더	정웅태	정지숙	정지영	최민
규	최윤이	한군희	홍성아	조진희	이미옥	츠지	나요코
(Tsuji	Nayoko)

■ 영어 양육반(4명)	Jae	Hun	Jeong(정재훈)	
Jessie	Sung		Sharon	Kea		Soojung	Cho

■ BAM(27명) 1단계(17명)-김대웅	김선희	김승진	김태훈	
박선재	박지연	배재경	성정아	왕혜원	윤계옥	이완희		
장명희	장지봉	조정호	최미정	최호경	황인수		3단계(10명)
-김경자	김회영	박병임	박정화	백권기	백미영	서덕령	유
형석	최두현	허용진

■ 전도폭발(14명)	 1단계(6명)-박영재	송미선	이앤마리	
이윤경	주정숙	최동주		2단계(3명)-김정순	노경희	
이크리스티나		3단계(1명)-오경희	 	4단계(1명)-오은옥		
5단계(3명)-김관회	김은혜	장지혜

■ 바이블 클럽 
2021년 봄 48주 1독(11명)	강덕규	김숙희	김지영	박관규	
박성려	박윤영	서수지	오은옥	정성윤	정영숙	황준옥
2021년 가을 16주 1독(40명)	Red조-김순이	김은애	
강정희	오성애	윤광미	송옥순	 Blue조-이태연	한필영	
차은하	이준혁	박혜성	황보현주	박정민		Green 조-
김효선	김소연	최호석	김미선	윤성자	김선순		Yellow조-
이현숙	조수정	김회영	노경희	임영신	김요한	안성신	
정재훈	윤현정		Senior조-박영해	황영애구영순	김
인흠	김성숙	김재근	김인순	조옥자	김일혜	백미연	선
우명자	선우원근
2021년 30일 사복음서(24명)	Red조-이정은	권윤희	
안예진		Blue조-황성희	한필영	이윤경	인훈	이성희	
Sunny	Choi	김숙영	정정자		Green조-노혜련	박경숙	
김성귀	한정훈	최지선	김휘자	조혜진	박승희		Yellow조
-박지연	이자영	김선우	이미옥	윤현정
2021년 30일 행-엡(30명)	1조-안예진	박성혜	김순
이	권윤희	하선희	김은영	김경자	정		원		2조-이정은	
김경하	김선우	이미옥	Sunny	Oh	김숙영	윤현정	
3조-이자영	최지선	서혜원	성정아	하은송	노혜련	
황성희	정진희	이정원		4조-박경숙	안경수	김성귀	
황지성	박지연	이주희	

말씀을	더	깊이	묵상하며,	한	단계	더	높은	신앙에	오른	모든	수료자분들을	축복합니다!

▶ 일시/ 장소: 2월 6일(주일) 3부 예배 시/ 본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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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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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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교 작정 헌금(매월 첫째 주일) 오늘 주일은 각 성도님께서 올해에 작
정하신 선교헌금을 드리는 날입니다. 노란색 헌금 봉투를 사용하셔서 헌금
을 드리시기 바랍니다. 

◆ 베델제자훈련 수료식 오늘 6일(주일) 3부 예배에 양육반, 바이블클럽, 
BAM, 전도폭발 훈련의 수료식이 있습니다. 

◆ 2022년 상반기 셀모임 개강 및 목장 개편 안내 오늘 6일(주일)부터 상
황에 맞게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셀모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2022년 각 
목장 셀편성은 오늘 주보의 별지와 7일(월) 오전 카톡채널로 공지가 됩니다. 
또한 셀 참여를 원하시는 분은 교회 코트야드 부스에서 셀모임 신청을 하시
기 바랍니다. 
문의: 박경철 목사 (949)774-9557

◆ 새생명축제(D-70) 부활주일(4월 17일)에 있을 새생명축제가 70일 앞으
로 다가왔습니다. VIP 작정카드는 언제든 작성하셔서 VIP 작정함에 제출해 
주시고, 교회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도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 
문의: 김학남 집사 (408)806-4133

◆ 베델선교: 히즈윌 봉사자 모집 T국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난민 가정의 
자녀를 영어 교육(ESL-English as a Second Language)으로 섬기고, 복
음의 선한 영향력으로 변화시켜가는 히즈윌 프로젝트에 봉사자를 모집합니
다. 재능 기부로 함께 해 주실 성도님들의 많은 관심과 헌신을 기다립니다.
문의: 김태현 장로 (949)939-1862

◆ 셀목자 정기 모임 2022년부터 셀목자 정기모임을 매월 첫째 주와 셋째 주 
토요 헵시바 기도회 후에 열리게 됩니다. 첫 모임은 19일(토, 오전 7시 30분) 
본당에서 모이며 모든 셀목자님은 필히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식 제공 
문의: 임낙현 장로 (949)383-7177

◆ 신임 셀목자 교육 상반기 신임 셀목자 교육 신청을 받습니다. 4주간의 
훈련을 통해 베델 셀목자로 세워지는 귀한 과정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집 기간: 2월 7일(월)-2월 18일(금)
문의: 박경철 목사 (949)774-9557

◆ 베델 기도 사역 팀원 모집 베델교회는 팬데믹의 어려움을 기도로 뚫고 지
나왔습니다. 레위기도, 골방기도, 중보기도, 치유기도팀에서 기도로 함께 동
역하실 분들을 모집합니다.
문의: 주용중 집사 (949)812-2906

◆ 은퇴 목사 조찬 모임 설명절을 맞이하여 은퇴목사 조찬모임이 아래와 같
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일시/장소: 2월 12일(토), 오전  7시 30분(헵시바 기도회 후), 유년부 예배실 
문의: 이명환 집사 (949)702-7188

◆ 아침 영상 500회 이벤트 김한요 목사와 함께 하는 아침 영상 메시지에 성
도님들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이벤트를 엽니다. '가족 큐티'를 주제로 직접 촬
영한 사진을 보내주세요. 그 중 한 가정을 선정하여 소정의 선물을 드립니다. 
모집 기간: 2월 7일(월)-2월 18일(금)
참여 방법: 4K 화질의 원본 파일 사진(가로 촬영), 가족 이름도 함께 적어 보내주세요. 
원본 파일 보낼 곳: goodmorning@bkc.org
문의: 김성균 집사 (949)838-4110

◆ "베델 클래시컬 아카데미" 등록 가정과 교회 그리고 학교가 하나 되어 하
나님의 형상을 닮은 아이들로 키우는 Bethel Classical Academy의 신입생
을 모집합니다. 2022-2023년도 학기 등록을 2월 8일부터 받습니다. Kin-
dergarten부터 6학년까지 모집하며 입학 신청은 학교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으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입학 대상: Kindergarten부터 초등학교 6학년까지
등록: www.BethelClassical.org
문의: Emily Kang (949)854-4013

◆ 교회학교 Valentine's Day 주일 & 어워드 스토어 다음 주일(13일) Val-
entine's Day 주일을 맞이하여 특별한 크래프트와 액티비티 등이 교회학교 
각 부서에서 준비됩니다. 또한 새 친구를 전도 할 수 있도록 격려하고 있으
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어워드 스토어도 있으니 그동안 자녀들
이 모아놓은 달란트를 사용하시고 많은 참여 바랍니다. 

◆ 영아부 신입생 모집 영아부에서 18개월이 된 모든 영아부 아기들을 모집
합니다. 영아부 아이들의 나이에 맞춘 예배와 놀이시간 등을 매주 준비하오
니 많은 분들의 관심 바랍니다.
문의: 이진영 전도사 (949)616-9667

◆ QTin 2월 안내(영어, 새싹, 어린이, 청소년) QTin 영어 버전은 매달 발
간되며 2월 영어판을 베델카페에서 판매합니다. QTin 2월 새싹, 어린이, 청
소년 큐티는 PDF 버전으로 각 부서를 통해 이미 배포되었습니다. 부서에 등
록이 되어 있지 않아 PDF file 를 받지 못한 자녀들은 각 부서 담당 교역자
에게 문의 부탁드립니다. 

◆ 시니어를 위한 무료 음료 자판기 및 보리차 실내 카페 쪽에 시니어를 위
한 무료 코인 자판기와 보리차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코인은 사무실에서 받
아 가실 수 있습니다. 

◆ 교역자 동정 교회학교 초등부에 이정연 전도사가 새로 부임하였습니다. 
아름다운 사역을 위해 기도해 주세요.

◆ 축하해 주세요. 
김정우 집사/김금숙 권사의 딸 Jia 양과 Steve 군의 결혼식이 2월 1일(화)
에 있었습니다. 



Sermon on the mount - 5

GAME CHANGER

Apply to Life1. What is the key element of compassion found in the story of the Good Samaritan in Matt 18 and 
 Luke 10?

2. Using the following reference verses, write down who is the object of our compassion. 
 (Ref: Ezek 16:49, Deut 14:28-29, Deut 15:8-9)

3. There are things that get in the way of showing compassion. What are they?  (Ref: Gal 6:9)

 1)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1John 3:17-18, James 2:13-17)

 2)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1Cor 13:3)

4. Who can show compassion?  (Ref: 2Cor 8:9)  And, why this is a blessing, let’s discover the happiness 
 of those who share.  (Prov 19:17)

<Song in Response: Are Ye Able, Said the Master

Apply to Lif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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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king the Side of the Weak
(Matthew 5: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