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2년 2월 27일제46권 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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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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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늘에 가득 찬 영광의 하나님(찬53/새9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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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부/박원식 장로  2부/박선화 장로  3부/박상곤 장로  4부/이신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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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부/주님 나라 이루게 하소서(Joseph's Vision)(작곡 김기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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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경봉독 Scripture Reading ..............1, 2, 3부/마태복음 5:10-12 ...........................All together 다같이

4부/사무엘상 23: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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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임 체인저(8) 모순에서 역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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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봇 인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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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 3부/환난과 핍박 중에도(찬383/새336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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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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stinguishing A Gem

옥석 가리기

얼마 안 있으면 한국은 제20대 대통령 선거를 합니다. 재외국민 투표는 이

미 지난 수요일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이번 선거는 역대 불호감 후보들을 

놓고 치러지는 선거라고 하지만, 국민은 책임 있는 한 표의 권리 행사를 위

해 누가 차기 대통령이 되어야 할 것인가 고민하고 있을 것입니다. 초등학

교 반장 선거에서도 나름 포부를 담은 정책을 발표하고, 부녀회 회장을 뽑

을 때도 신중히 옥석을 가려야 하는데 한 나라의 대통령을 뽑는 일에는 더

욱더 신중해야 할 것입니다.

솔직히 선거철에 공약을 남발하는 후보들의 정책은 그야말로 공수표가 되

어 당선 후 거의 지켜지는 것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후보들의 복잡 모

호한 정책을 좀 더 살펴보고 투표하기보다는 후보의 이미지를 보고 무작정 

표를 던질 때가 많습니다. 중고등부 시절부터 학생회장을 뽑고, 교회 안에

서 수도 없는 선거를 치른 목회자의 입장에서 제가 한 가지 배운 지혜는 이

것입니다. 상대방을 향한 네거티브를 통해서 자신의 표를 얻으려 한다면 그 

사람은 지도자가 될 자격이 없다는 것입니다.  첫째 이유는 그런 사람은 상

대방을 품을 인격이 안된다고 판단되기 때문입니다. 둘째는 자기가 가진 것

이 없으니, 남을 폄하하는 방법 외에 사용할 다른 선거전략이 없기 때문입

니다. 세상에서 진행되는 선거전략에는 당연히 네거티브가 있습니다. 효과

가 즉시로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해서라도 정적의 스캔들을 터뜨려 

어부지리 당선이라도 될 심산인 듯,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할 것을 무릅쓰고

라도 상대의 비리를 캐기에 혈안이 됩니다.

세상은 그렇다 치고, 예수 믿는 우리는 교회 안에서 어떻게 옥석을 가려야 

할까요? 찬송가 395장 가사에 “네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하고 네 언행을 삼

가 늘 조심하라…”가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좋은 믿음의 친구를 얻어 평생 

신앙의 길을 기쁨으로 함께 걸어갈 수 있을까요? 제가 배운 지혜 하나는 네

거티브를 입에 달고 사는 사람은 조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자

명합니다. 첫째, 신앙 인격이 아직은 부족한 자이기 때문입니다. 교인들을 

긍정적으로 아우르는 인격이 부족하면, 교회 안에서 피스 메이킹이 아니라 

트러블 메이킹의 산실 역할 외에 할 것이 없기 때문이며 둘째, 마음에 있는 

것이 입으로 나온다는 성경 말씀처럼 자기 안에 은혜가 없으니 불평과 불만

이 입으로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배우자를 고를 때에도 같은 말이라도 예쁘게 하는 사람을 선택하라고 합니

다. 말 한마디를 하더라도 따뜻하게 하는 사람을 눈여겨보십시오. 문제를 

키우는 사람이 아니라, 긍정적으로 해결하는 사람과 친구가 되십시오. 말을 

옮기는 사람이 아니라 기도하는 사람, 선동하는 사람이 아니라 격려하는 사

람, 그 사람이 바로 옥입니다. 

Not too far from now, there will be an election for Korea’s 20th president. Citi-

zens living abroad have already started voting last Wednesday. All of the can-

didates in this election are said to be disliked in all of history. In exercising their 

rights to vote, all of the citizens are contemplating this election with much care. 

Even in selecting a class president of an elementary school requires presenta-

tion of candidates’ ambitious policies. Electing a PTA president requires serious 

and careful consideration to distinguish a gem. Work of choosing a president of 

a country must require even more serious considerations. 

Honestly, promises made during a campaign are seldomly kept after they’ve 

been elected. Instead of examining candidates’ complex and ambiguous poli-

cies, we often cast our votes based on candidate’s image. However, there is one 

wisdom I have learned, from a pastor’s perspective of having gone through 

elections from Junior/High school to numerous elections within the church.  A 

person isn’t qualified to be a leader if he has to bring out negative aspects of 

his opponent to gain votes for himself. The first reason is that he doesn’t have 

the character to embrace his opponent. Second, he doesn’t have what it takes 

to be elected unless he disparages others. Negativities play a definite part in 

election strategies. That’s because the result is immediate. No matter what it 

takes, regardless of defamation charges, candidates frantically search for each 

other’s secrets and scandals as if that is the only way to win an election. 

Let’s say the world is that way. What about us believers: how do we distinguish 

a gem within our church? There is a hymn lyric that says, “Shun evil compan-

ions, bad language disdain, God's Name hold in reverence, nor take it in vain…” 

How do we find faithful friends who can be our joyful companion in this faith 

journey for all of our lives? One wisdom I have learned is that we must be 

careful with people who have nothing but negative things to say. The reason 

is self-explanatory. First, this person lacks character of faith. If a believer lacks 

character of positivity, then the person has nothing but to be a troublemak-

er instead of peacemaker.  Second, like the Bible says, out of overflow of our 

hearts, mouth speaks. If the person doesn’t have grace within him/herself, 

then nothing but complaints and dissatisfaction comes out of his/her mouth. 

People say when choosing a spouse, choose a person who speaks nicely. Take 

notice of a person who speaks warmly. Be a person and a friend who resolves 

problems with positivity rather than magnifying them. A person that prays 

instead of gossiping, and encourages instead of instigating is a gem that dis-

tinguishes. 

김한요 목사 / Rev. Bryan Kim

담임목사 칼럼
Lead Pastor's Colum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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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난 주 피스 메이킹을 의도적으로 시도해 보셨나요? 만약 하셨다면 어떤 결과가 있으셨나요? (참고/ 벧전 4:15)

2. 마가복음 10:43-44은 진리의 역설적인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왜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일이 있을까요? 

 아래 구절을 읽으며 구체적인 내용을 나누어 봅시다.

 1)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참고/ 딤후 3:12, 빌 1:29)

 2)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참고/ 요 15:18, 벧전 4:12-13)

3. 크리스천들이 늘 박해만 받으며 사는 문제아들이 아니었습니다. 아래 구절을 읽으며 우리가 어떤 삶을 사는지 

 나누어 봅시다.

 ● 행 2:46-47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                                           ) 주께서 구원 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 행 5:12-13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으나 백성이 (                                           )

4. 박해를 받으면서도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10, 12절)

 1)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참고/ 행 5:41)

 

 2)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참고/히 11:26, 막 10:45, 딤후 4:6-7)

 

5. 신앙 때문에 박해를 받는 북한 성도와 세계의 성도들을 위해 기도하십시다.

적용하기

<적용찬양: 환난과	핍박	중에도(찬383/새336장)

주일 1-3부 설교노트 / 나눔교재 설교자: 김한요 목사

모순에서 역설로
(마 5:10-12) 

산상 설교 강해- 제8편 

게임 체인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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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년인사 -교육부

이진아 전도사
(다음 세대 특별 

프로그램 디렉터)

저희 베델 교회학교의 세 

가지 중심 사역은 예배와 

성경 공부, 그리고 훈련입

니다. 팬데믹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자녀들이 온

라인과 오프라인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고, 

성경 공부를 통하여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더

욱더 깊어졌습니다. 예배와 성경 공부 못지않게 

중요한 사역은 훈련이라고 생각됩니다. 우리 다

음 세대 자녀들은 훈련한 만큼만 자랄 수 있습니

다. 2022년도에는 더욱 베델의 다음 세대들이 

제자훈련, 성경적 성교육, 미디어 리셋 캠프, 창

조과학 캠프 등을 통해 영성 훈련이 확장될 것입

니다. 영성 훈련을 통하여 어둡고 혼란한 이 세

상에서 선과 악을 구분할 수 있는 빛의 자녀, 하

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무엇이 선이고 악인지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멋진 하나님의 훈

련된 군사로 성장할 것을 기도하고 소망합니다. 

이정연 전도사
(초등부)

"Truly I tell you, anyone 

who will not receive the 

kingdom of God like a 

little child will never 

enter it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

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

들이지 않는 자는 결단코 거기 들어가지 못하

리라)" 누가복음 18장 17절에 이런 구절이 있

습니다. 예수님은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과 믿

음을 가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올해에 

또 나이가 들어가며, 다시 한번 어린아이와 같

은 마음과 믿음에 대해 생각해 보게 됩니다. 많

은 것이 있지만 더 많은 것을 바라고, 좋은 것들

을 누리지만 더 좋은 것을 찾아다니며 방황하

고 시간을 쏟는 저의 모습 속에서, 예수님이 말

씀하시는 어린아이의 모습은 많이 사라지고 빛

바래짐을 느낍니다. 종종 어린아이들과 함께 지

내고 놀 때면, 그들이 얼마나 작은 것에도 기뻐

하고, 하찮은 것에도 즐거움을 느끼는지 보게 

되고, 자신들이 믿는 사람들에게 깊이 의지하

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2022년, 저에게는 많은 것에 변화가 있었습니

다. 살던 곳을 떠나 새로운 곳에 정착하고, 늘 만

나던 사람들을 뒤로하고 새로운 만남을 갖게 되

는 과정에서, 어린아이처럼 예수님께만 의지하

고, 예수님 뒤에만 서 있고, 작은 것에 감사하

고 기뻐하는 저의 모습이 되길 바랍니다. 그리

고 베델교회 모든 성도님이 더욱더 어린아이

와 같이 하나님만 의지하시기를 깊이 소망하며 

기도합니다.  

이승진 전도사
(유년부)

새해를 맞이할 때마다 좋

은 기운과 복을 바라는 

마음은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에게도 동일한 바람 

일 것입니다. 그 간절한 마음에 크게 화답하듯 

2022년은 복에 복을 얹는 복 터지는 해입니다. 

진정한 게임 체인저! 예수님이 주시는 복을 넙

죽 받아 누릴 때 기존의 흐름과 판도를 완전히 

뒤집는 게임 체인저의 은혜가 우리에게도 임하

기 때문입니다. What's the problem of the 

world? 'It's "I"!' 문제의 핵심이 '나'라는 것에 

속이 후련합니다. 마침내 내 눈에 있는 들보를 

보았을 뿐인데 골칫덩이가 사라집니다. 남이 원

수인 줄 알았는데 내가 원수입니다. 지피지기

면 백전불패라는데, 적어도 너도 죽고 나도 죽

는 어리석은 싸움은 피할 수 있습니다. 이제 보

니 하나님은 이미 다 주셨습니다. 가짜 복에 한

눈팔아 진짜 복을 누리지 못했을 뿐 우리는 그야

말로 다 가진 자들입니다. 이 풍성함의 끝이 어

디인지 정말 기대되는 2022년입니다. 천국 백

성의 라이프 스타일로 우리 모두 업그레이드되

는 멋진 한 해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

합니다.

여기 풍덩, 저기 풍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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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년인사 -교육부

정가영 전도사
(K-1)

베델교회는 저에게 말로

는 다 할 수 없는 큰 축복

과 같은 곳입니다. 베델교

회에서 사역하며 제게 보

여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는 말로 다 할 수 

없이 큽니다. 그 이유는 베델교회를 하나님께서 

지극히 사랑하시기 때문일 것입니다. 지난 팬데

믹 기간 동안 우리는 주어진 상황과 관계없이 

잠잠히, 그러나 변함없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을 배웠습니다. 2022년은 그보다 한 발 더 앞서 

더 낮은 십자가 자리에서 무릎 꿇으며, 하나님

의 뜻을 향해 높이 도약하는 한 해가 될 것입니

다. 베델교회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우리를 사용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진영 전도사
(영아부)

사역자의 길로 부르심을 

받은 것에 감사하는 마음

을 주께 올려드리며 엘리

야 새벽 예배를 마치고 나

니 벌써 2022년이 되었습니다. 늦게나마 이 길

을 가는 저는 주님의 음성 듣기를 애쓰며 살아갑

니다. 그러나 고집스럽고 바뀌지 않는 저의 마

음과 생각을 보면 언제나 그렇듯 '이 길을 가야 

하는가?' 라는 질문 앞에 섭니다. 이 질문을 주

님께 드리며 저는 힘을 잃고 또 소심해집니다. 

주일 예배를 드리는 소심한 저에게 주께서 다가

오십니다. 온유한 자가 어떤 사람인지 담임 목

사님을 통해 말씀하시고, 말씀의 능력이 저를 

주장하는 은혜를 받습니다. 큐티하며 말씀 앞에 

서면, 저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께서 위로하십

니다. 주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몰랐던 제자

들에게 실망하지 않으시고 비유로 말씀을 가르

치시는 예수님의 사랑과 배려를 보며 저는 큰 위

로를 받습니다. 

새해에는 더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기를 결단합

니다. 영아부를 섬겨주시는 선생님들의 헌신과 

사랑에 힘을 얻고, 예배를 준비하며 사역자의 

길 가는 것에 감사를 올려 드리며, 열심히 하기

로 결단합니다. 

박정민 전도사
(소망부)

병인년 희망찬 새해가 밝

았습니다. 우리 교회의 새

해 표어 'Go deeper go 

Higher!'처럼 우리 소망

부도 올해는 코로나를 뒤로하고, 담대하게 주

님 앞으로 나오는 힘찬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합

니다. 올해 소망부의 Vision statement는 "깨

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고린도전서 16장 

13-14절)라는 말씀처럼 'Stand firm in the 

Faith, Do everything in Love, 주님앞에 믿

음으로 든든히 서서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는 

소망부가 되자! 입니다. 

오랜 코로나 숲을 뚫고 나온 소망부 친구들이 주

님께서 주시는 믿음 안에 굳게 서서 주님의 사랑

을 전하는 귀한 전도자로서 나아갈 수 있도록 예

배드리며 교육하고 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가

장 기대되는 것은 교회의 모든 예배가 전면 열어

짐에 따라서 소망부도 많은 사역들을 준비하고 

진행해 나갈 예정입니다. 성도님들께서 생각나

시고, 기회가 되실 때마다 기도로 동참해 주시

고, 마음에 감동이 있으시면 교사로 헌신해 주

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항상 소망부를 위

해서 관심을 가지고 중보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

는 성도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함께 외쳐 

봅니다. 'Go Deeper, Go Higher!' 주님의 이름

으로 사랑합니다. 

박주남 전도사
(미디어팀 실장)

2022년을 새롭게 시작하

며, 지난 2년간의 코로나

로 인한 팬데믹 기간을 생

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코로나가 터지면서 매일 담임목사님과 함께 하

는 아침 영상 제작을 필두로 모든 교육부가 온

라인으로 전환되어 매주 5개 부서의 예배를 제

작해야 했고, 모든 예배 및 기도 모임 등도 모

두 온라인으로 제작을 해야 하는 상황이 된 것

입니다. 

매일 제작하는 일도 쉽지 않았었지만, 무엇보다

도 코로나에 걸리지 않아야 온라인 사역에 차질

이 생기지 않기 때문에 목사님들 및 스텝들 이

외에는 그 누구도 접촉하지 않고 하루하루를 지

내야 했던 상황이 참 버거웠었습니다. 

그러나 그 상황을 버티게 하고, 힘을 내게 했던 

것은 매일 접하는 담임 목사님의 큐티 말씀과 주

일 설교 말씀이었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면 매

일 현장에서 듣는 말씀은 저에게만 주어졌던 특

권과도 같았습니다. 그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

고, 한 주를 살아가면서 매일 하나님과 동행하

는 큰 은혜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이제 2022년

에 새롭게 주신 비전을 생각하며 지금까지 큰 

어려움 없이 하나님께서 지켜주신 미디어 사역

이 앞으로도 더 깊고 더 높이 나아갈 수 있도록 

계속해서 매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

길 소망합니다.

진짜 복, 거짓 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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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어교회(BGC) 부흥회

우리의 삶에 고난이나 역경이 오지 않도록 하

거나 혹은 이런 고난이나 역경이 우리를 지나

쳐 가도록 하시는 것은 과연, 주님이 하시는 

일일까? 갑자기 이런 질문을 하게 되었습니

다. "No Greater Love"라는 주제로 열렸던 이

번 BGC(Bethel Grace Church 영어 교회) 부

흥회 Gospel Revolution 오웬 목사님의 말씀

에 큰 은혜를 경험하였습니다. 제가 알고 있었

던 주님의 사랑을 다시 생각해보며 그 의미를 

깊이, 그리고 확실히 알 수 있었습니다. 히브리

서 12장의 말씀은, 주님은 우리로 하여금 고통

의 시간도 지나게 하시며 훈련받도록 허락하신

다는 것이었으며, 고통이 있지만, 그 고통에는 

큰 의미가 있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부모가 

자녀를 양육하며 훈계할 때 그것은 사랑에서 기

인함이 확실하지만, 자녀 입장에서는 나이가 들

어가면서 그 훈계에 반항하기도 하고 순종하기

도 합니다. 주님의 사랑은 부모님의 사랑과 비

교할 수 없을 만큼 큰 것임을 알기에 이에 따르

는 고통 또한 크리라는 생각도 듭니다. 하지만 

우리가 참된 주님의 자녀라면 그 고통에 불평하

고 불순종하기보다는 주님의 인도하심에 순종

하며 말씀 안에 거해야 한다는 결단을 할 수 있

었습니다. 귀한 부흥회를 통하여 제게 이런 축

복의 시간을 허락해 주신 주님께 영광을 올려

드립니다.

Chris Park(BGC 대학부) 

주님께서는 저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구하며 

순종하라는 도전을 이번 부흥회를 통해 주시면

서 오직 주님을 바라고 사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

닫게 해 주셨습니다. 이 세상에는 무엇과도 바

꿀 수 없는 주님의 사랑,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있

을까라고 생각해 보았습니다. 나를 향하신 주님

의 사랑에는 너무나도 큰 의미가 있고 그 안에

는 주님의 선하심이 함

께 합니다. 그런데 저

는 여전히 주님만으로 

만족하지 못하는 부

끄러운 삶을 살아가

고 있습니다. 저를 먼

저 사랑하신 주님과 주

님의 그 크신 사랑에 다

시 한번 감사할 수 있었

던 말씀의 시간이 정말 귀

하고 감사했습니다.

Elina Kim(BGC 청년부) 

주님과의 관계를 다시 한번 

점검할 수 있었던, 정말 큰 

축복의 시간이었습니다. 제

가 얼마나 부패한 자였는

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

시는 은혜가 얼마나 컸었는지를 깨달을 수 있

었습니다. 한 해를 시작하면서 주님과의 관계

를 바로 세워나가려고 결심했습니다. 매일 주님

과 동행하며 하루하루를 살아가려고 합니다. 복

음의 진리를 다시 마음에 새기며 그 크신 사랑

을 제 주변 형제자매들과 나누겠다는 다짐을 합

니다. 부흥회를 통하여 주님을 제 삶의 중심에 

모시고 주님의 뜻을 구할 뿐 아니라, 주님을 의

지하며 천국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야겠다는 결

심을 합니다. 

Joan Kwak(BGC 청년부)

이번 부흥회를 통하여 주님과의 사랑을 다시 한

번 깊이 생각해 볼 수 있었던 시간이었습니다. 

또한 이 깨달음도 결국 주님이 우리와 늘 함께

하시기에 경험할 수 있는 은혜였음을 고백합니

다. 주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저를 향한 주님의 

계획을 순종하겠다는 결단인 것도 깨달았습니

다.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다시 한번 경험할 

수 있었던 귀한 말씀의 시간이었습니다. 

Sally Kim(BGC 대학부) 

이번 Gospel Revolution 부흥회를 통하여 저

의 영이 새로워짐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전심

으로 예배하며 모두가 한마음으로 드리는 기도

를 통하여 다시 주님의 말씀 안

으로 깊이 들어가 진리를 깨달으

며 시작된 한 해였습니다. 계속되

는 팬데믹으로 혼란스런 가운데 

공동체가 흩어지는 경험을 하기

도 하던 이즈음에 열렸던 부흥회

에서의 축복은, 그래서 더욱 큰 

의미가 있었고 모두에게 선물 같

은 시간이 되었습니다. 정말 너

무나도 완벽한 주님의 타이밍이

었습니다.

팬데믹으로 인한 교회 공

동체의 직접적인 건강 문제

를 앞에 놓고 열렸던 이번 

부흥회는 영적으로 치유되

는 것뿐 아니라 육적으로도 

치료되는 정말 귀한 시간이

었습니다. 저희 BGC 성도님들은 주님께서 영

적으로 우리를 새롭게 해 주심을 실제로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동부에서 섬기시는 오웬 (Owen 

Lee) 목사님께서는 주님의 사랑을 열정적으로 

전해 주셨고 이러한 시간은 우리의 죄를 용서

해 주신 예수님과의 만남을 다시 한번 경험할 

수 있었던 참으로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나 

같은 죄인을 용서해 주시려고 나를 대신하여 십

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시어 제게 영생을 주신 

예수님과의 만남을 다시 새롭게 보도록 해 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이번 부흥회는 여

전히 코로나 숲을 지나는 모두에게 정말 필요했

던 귀한 말씀이 넘치는 풍성한 예배의 시간이자 

다시 한번 나 자신을 주님께 드리는 헌신의 시

간이었습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주님의 사

랑과 은혜 감사합니다.

Zion Lee(BGC 청년부)

The Spirit of the Lord(주님의 성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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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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ar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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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Ⅰ 3/6: ①부-박재문 ②부-박재영 ③부-박지학 ④부-이중원
  3/13: ①부-박   청 ②부-배진용 ③부-백영만 ④부-이혜원
  3/20: ①부-서우석 ②부-선상균 ③부-송덕영 ④부-이효민

헵시바토요새벽 대표기도(3월)Ⅰ  3/5: 김정우 3/12: 김종곤 3/19: 김종철 3/26: 김종현

강단꽃(2,3월)Ⅰ    2/27: 오영옥,이나미    3/6: 김창남, 장한이, 주성필    3/13: 한동희, 윤미경    3/20: 박세환

[의무실 (오전 8:30-오후 1:00)]
이번주 | 의사-정치일(신경정신과), 간호사-이옥선              다음주 | 간호사-황선영

사역광고다음 세대 제자훈련 C2C 크리스천 힙합 댄스

혼탁한	시대에	말씀으로	분별력을	지닌	리더로	훈련하
는	제자훈련	2단계에	베델의	자녀들을	모집합니다.	베델
교회	김한요	목사님의	제자훈련	교재를	교회학교	아이
들의	눈높이로	만든	교재로	성경,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
의	주권,	사람,	선택과	예정,	그리고	구원	등에	대해	배우
고,	소그룹으로	토론과	기도의	시간을	갖게	됩니다.	제자
훈련을	통해	"나는	누구인가?"에	대한	성경의	해답을	찾
게	될	것이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한	자녀라고	부르
시고,	그렇게	사는	것이	축복임을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기초가	되어,	말씀과	삶이	일치되는	삶
을	사는	영향력	있는	예수님의	제자로	훈련받는	귀한	자
리로	초대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자신이	속한	가정과	학
교,	이웃에서	만나는	사람들을	제자	삼는	리더로	커나갈	
수	있도록	관심과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 대상: 5학년-12학년 
▶ 훈련 기간: 3월 13일-5월 29일 매 주일 
 오후 1시 30분-4시 30분
 (4월 17일, 5월 8일은 수업이 없습니다) 
▶ 등록 마감: 3월 6일(교회 홈페이지 온라인 등록)
▶ 등록비: $100
▶ 문의: 안지호 팀장 (949)241-1807

현대	사회는	악한	문화의	영향으로	신음하고	있습니다.	
방어만	하는	자세가	아닌,	보다	적극적인	크리스천	문화
를	통해	우리	자녀들은	선한	영향력을	펼칠	수	있습니
다.	그중	하나가	C2C(Call	to	Christ),	2017년	2월에	시작
된	베델교회	청소년	힙합	댄스	그룹입니다.	하나님을	찬
양하고	예배하는	것은	경건하게	조용한	음악으로만	드
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Gift를	활용하여	100%
의	몸과	마음으로	드리는	것	또한	아이들에게는	큰	축
복입니다.		

다양한	워십	장르	중의	하나인	힙합으로	찬양의	자리에	
나가는	C2C는	본인은	물론	친구들과	세상에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선포하는	귀한	믿음의	자녀들이	될	것입니
다.	새로운	크리스천	문화를	통해	다음	세대를	복음으로	
더	가깝게	끌어주며,	다른	교회의	좋은	롤모델이	되기를	
기도하며	소원합니다.

▶ 대상: 6학년-12학년 
▶ 봄학기: 3월 4일-6월 24일 
 매주 금요일 오후 4시-7시 
▶ 등록 마감: 2월 27일(교회 홈페이지 온라인 등록)
▶ 봄학기 등록비: $240 
▶ 문의: 안지호 팀장 (949)241-1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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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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갈릴리 수양관 3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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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새생명축제(D-49) 부활주일(4월 17일)에 있을 새생명축제가 4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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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베델 수요 예배 안내 봄을 맞이하여 수요예배가 다시 드려집니다. 오는 3
월 2일(수)부터 시작하는 베델수요예배는 매주 오전 10시 본당에서 드려지
며 주중에 드려지는 공예배로서 말씀과 찬양 그리고 뜨거운 기도로 나아가
는 예배가 될 것입니다.
문의: 박재영 집사 (714)980-1653

◆ 셀목자 정기모임 셀모임을 인도할 셀목자를 훈련하고 세우기 위한 셀목자 
정기모임에 예비 셀목자(셀목자에 관심있는 분)를 초대합니다.
일시/장소: 3월 5일(토) 오전 7시 30분-9시, 본당 *커피와 간식을 제공함
문의: 임낙현 장로 (949)383-7177

◆ 베델 BAM 훈련 모집 비즈니스 세계 속 일상에서 선교적인 삶을 살아가기 
위한 훈련이 ①단계: BAM 이해와 삶과정, ②단계: BAM 사례 연구 과정으로 
열립니다. 훈련은 온라인 영상강의를 듣고 현장에서 소그룹으로 모여 나누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교회 본당 앞 부스나 홈페이지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일시: 3월 3일(목)부터 12주간, 매주 목요일 오후 7시 30분
문의: 유형석 집사 (949)533-4132

◆ 베델 제자반(3단계, 30주) 봄학기 훈련생 모집 제자는 태어나는 것이 아
니라, 훈련되어 양성되어지는 것이다. 봄학기 제자반은 3월 8일(화)부터 시
작되며 모든 훈련은 대면(In-Person)을 원칙으로 하나, 변동될 수 있습니
다. 영어가 편한 분들을 위해 영어 제자반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오리엔테이
션 시간과 장소는 개별통지 됩니다.
문의: 진정훈 집사 (714)318-2183

◆ 바이블클럽모집 평생교육원에서 온라인으로 커뮤니케이션을 하며 공동
체가 함께 성경을 읽어가는 바이블클럽을 모집합니다.
개설 구분: 1. 빌립보서-요한계시록 (기간: 30일(월-금)/ 하루 4장)
              2. 모세오경 (기간: 40일(월-금)/ 하루 5장)
신청기간 및 방법: 2월 20일-2월 27일, 본당 앞 부스 또는 교회 홈페이지 
문의: 최호석 집사 (949)236-0042, life@bkc.org

◆ 교회학교 VIP작정카드 4월 17일(주일)에 있을 새생명축제를 준비하며 교
회학교 자녀들도 전도하고자 하는 VIP를 품고 기도하며 준비할수 있도록 VIP
작정카드링크를 만들었습니다. 각 부서를 통해 보내드린 링크를 통하여 VIP 
작정을 할수 있도록 부모님들께서 도와주시고 함께 기도해주시기 바랍니다. 

◆ 다음세대 제자훈련 등록 교회학교에서는 혼탁한 이 시대에 말씀으로 분별력
을 가지도록 리더로 훈련 하는 제자훈련 2단계 훈련생을 모집합니다.(7면 참고)
등록 기간: 2월 13일(주일)-3월 6일(주일), 교회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만 
문의: 안지호 집사 (949)241-1807

◆ 베델 클래시컬 아카데미 등록 및 입학 설명회 성경적 가치를 추구하는 지
식과 품성을 겸비한 차세대 리더들로 키우는 BCA 2022-2023년 Kinder-
garten부터 초등학교 6학년까지의 신입생을 모집합니다.
등록: www.bethelclassical.org
입학 설명회: 2월 27일(주일) 오후 1시 30분, 유년부 예배실(Zoom 참여: 홈페이지 참조) 
문의: Emily Kang (949)854-4013

◆ C2C(Call to Christ) 등록 다양한 워쉽 장르 중의 하나인 힙합으로 찬양의 
자리에 나아가는 C2C 봄학기 학생들을 모집합니다. (7면 참고)
등록 기간: 2월 13일(주일)-2월 27일(주일) 
문의: 안지호 집사 (949)241-1807

◆ QTin 3-4월 판매 안내(영어, 새싹, 어린이, 청소년) QTin 3-4월호를 교
회 카페에서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장년 큰글씨 큐티인, 영어 큐티인, 새싹
(영유아-킨더), 어린이(1학년-5학년), 청소년 한글 큐티인이 준비되어 있습
니다. 자녀들을 위한 영어 큐티인은 각 부서에서 PDF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제30차 주행 2022년 실행위원회 주행이 3월 6일(주일) 오후 3시에 갈릴
리 수양관에서 있습니다.

◆ Bethel Grace Church 수련회 사역 기금 마련 행사 영어권 교회 BGC 대학
부에서 사역을 위한 기금 마련을 위해 명랑 핫도그 판매를 코트야드에서 합니다. 
날짜: 2월 27일(주일) *현금과 Venmo로 결제 가능
문의: Peter Lee (949)419-7085

◆ 선교관, 사택 구입을 위한 기도 요청 선교관 한 채, 부교역자 사택 한 채 
구입을 약 140만불 예산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기도 부탁드립니다. 
문의: 홍대원 장로 (714)335-3300

◆ 교역자 동정 유아부를 섬기던 장지은 전도사가 새로운 사역을 위해 이번 
주일로 사임을 합니다. 그간 수고에 감사드립니다. 

◆ 축하해주세요
- 이마태/황지영 집사의 가정에 둘째 아들 이루오가 2월 4일(금)에 태어
 났습니다. 
- 강창위/강혜윤 성도의 가정에 아들 강요엘 Joel Kang이 2월 20일(주일)에 
 태어났습니다.

◆ 위로해 주세요
- 故 김  광 성도님(강주연 집사의 부친, 강봉수 집사의 장인)께서 
 2월 12일(주일)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습니다.
- 故 임경순 권사님(김병인 장로의 모친, 김명희 권사의 시모)께서 
 2월 20일(주일)에 아틀란타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습니다.
- 故 김원배 권사님(이승연 권사의 모친, 이강오 집사의 장모)께서 
 2월 21일(월)에 한국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습니다. 



Sermon on the mount - 8

GAME CHANGER

Apply to Life1. Did you try to initiate peace making last week?  If so, what was the outcome? (Ref: 1Pet 4:15)

2. In Mark 10:43-44, we find a paradoxical nature in truth.  Why are there situations where you are 
 prosecuted because of righteousness?  Please discuss referring to following verses. 

 1)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Ref: 2Tim 3:12, Phil 1:29)

 2)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Ref: John 15:18, 1 Pet 4:12-13)

3. Christians were not problem children frequently subject to prosecution.  Read the following verses 
 and share what kind of lives we are living.  

 • Acts 2:46-47 …praising God and (                                                ) of all the people. And the Lord added 

  to their number daily those who were being saved.

 • Acts 5:12-13 …No one else dared join them, even though they were (                                                ) 

  by the people. 

4. What would be the reasons they can be happy even  while being prosecuted?  (v. 10, 12)

 1)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Ref: Acts 5:41)

 2)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Ref: Heb 11:26, Mark 10:45, 2Tim 4:6-7)   
            

5. Please pray for North Korean and the world’s saints who are being prosecuted because of their 
 religious beliefs.  

<Song in Response: Faith of Our Fathers

Apply to Lif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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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adox from Contradictions 
(Matthew 5:10-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