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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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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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www.bkc.org ◆ bethel@bkc.org
Tel: 949.854.4010 ◆ Helpdesk(Text-only): 949-229-11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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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눈을 들어 두루 살피니(찬73/새73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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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부/김응진 집사   2부/김정태 장로   3부/김수열 장로   4부/이재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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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부/이 믿음 더욱 굳세라(작곡 Don Besi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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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경봉독 Scripture Reading .............1, 2, 3부/마태복음 6:19-24 ...........................All together 다같이

4부/마가복음 7: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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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임 체인저(27) 도구입니까, 우상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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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도스 위에서 로고스를 만나다(20) 나의 안에는 무엇이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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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 3부/하나님	눈길	머무신	곳

  헌금 특송(3부) Offering Song ................................................................................. Trio Barclay

3부/내 맘에 주여 소망되소서, 내 평생에 가는 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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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 3부/Go	Deeper	Go	High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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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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nding Your Niche

틈새를 노려라

눈코 뜰 새 없이 바쁜 일정을 ‘살인적 스케줄’이라고 합니다. 바쁘다는 말

은 할 일이 많다는 것이고, 주위에 ‘나’를 필요로 하는 일과 사람들이 많

다는 의미일 것입니다. 목회도 사람을 만나는 일이다 보니, ‘바쁘다 바빠’ 

하며 뛰어 다닐 때가 자주 있습니다. 저에게 우리 성도님들 만나는 것은 

사역 순서상 제일 위에 있기에 바쁘다고 성도님들 만나는 스케줄을 줄

이는 경우는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교회 밖의 일로 요청이 오

는 스케줄을 컨트롤 하지 않고 정신줄을 놓으면 정말 정신 없을 때가 많

습니다. 사명 가진 목회자는 바쁩니다. 여기 저기 뛰어 다녀야만 바쁜 것

이 아니라,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기도의 자리, 말씀 연구의 자리에 지

긋이 앉아 있는 것도 바쁩니다. 부르심이 있는 곳에 달려가야 하는 것도 

사명 맡은 자의 본분입니다. 그래서 목회자가 갖추어야할 중요한 훈련

은 시간 관리입니다. 

한번은 친한 목회자와 함께 이야기 하다가 ‘살인적 스케줄’이 화제가 되

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같이 한 자리에서 식사할 시간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미팅이 줄을 서 있고, 참여해야 할 컨퍼런스가 한 주 걸러 

있고, 거기에 본 교회의 새벽기도부터 설교할 일이 일주일에 적어도 5회 

이상 있는 것 같았습니다. 정말 건강이 걱정될 정도로 뛰어 다니는 목사

에게 제가 해 줄 수 있는 충고는 “건강 지켜라”였습니다. 

내가 필요하다고 부르는 곳이 있다는 것은 축복입니다. 속된 표현 같지

만 ‘메뚜기도 한 철’입니다. 부를 때 열심히 달려갈 수 있으니 감사한 일

입니다. 그러나 제가 생각하는 바쁨은 빈틈이 없이 연달아 있는 스케줄

을 말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바빠도 틈이 있어야 합니다. 스케줄 사이에 

틈을 두어야 ‘여유’가 생깁니다. 그 틈은 바쁜 스케줄 중에 뒤돌아 볼 수 

있는 공간입니다. 검토할 수 있는 시간을 반드시 가져야 합니다. 또한 그 

틈은 몸이 쉴 수 있는 공간입니다. 몸이 피곤하면 생각에 부정적인 영향

을 미칩니다. 항상 하나님의 은혜 속에 거하며, 그 풍성함 속에서 영적인 

메시지를 끌어 올리는 힘은 쉼에 있습니다. 

목회자에게 필요한 것은 창의성입니다. 특히 설교는 창조적이어야 합니

다. 설교 내용은 잘 주해를 하면 됩니다. 그러나 설교의 구성과 전달은 

다릅니다. 지금까지 축적된 지식들이 적재적소에 들어가 말씀의 내용을 

효과적으로 청중에게 전달되기 위해서는 창의성이 있어야 합니다. 목회

자가 바쁘면 그 창의성이 가장 큰 손해를 봅니다. 여유가 없기 때문입니

다. 우리의 억눌린 삶에 돌파구가 필요할 때, 살인적 스케줄 속에서 틈새

를 노리십시오. 그리고, 그 틈을 확장해서 창의적 구상을 할 수 있는 여

유를 가지십시오.

Being busy usually means that there is too much work to do. It means you 
are surrounded by work that demands “you” yourself. It can also mean those 
busy times that people say it cannot be accomplished without “you”. Minis-
try is about meeting people and most of the time we find ourselves running 
around panting, “Busy. Oh so busy.” I place first priority in my schedule on 
meeting with the members of our church so there is not a time where I may 
back out on my schedule. But when it comes to matters outside the church, I 
would lose my mind if I do not manage my time. Any minister who is called to 
ministry will be busy. They are not busy running to and fro, but they are busy 
in the place of prayer, praying to handle the call to ministry. They are busily 
steadfast researching for their sermons. It is their duty to rush to wherever 
they are called. Thus, the primary skill for someone in ministry is to find how 
to best manage their time.

I was speaking with a close pastor friend about the topic of the “lethal sched-
ule”. We both looked for an opening in our schedule but could not even 
match up one moment to have a meal together. His calendar was lined up 
with countless meetings. The conferences he was to attend took up an entire 
week at a time. Moreover, there was the weekly dawn prayer service at his 
church where he preached a sermon for at least 5 days in a row. I was so 
worried about his health that my only advice to him was, “Guard your health!”

It is a blessing to have a place where you are needed. There’s an old idiom, 
“There is but one prime season for grasshoppers.” It means that you ought to 
be grateful for the season that you can answer when called. But, what I mean 
by “busyness” is not about the packed schedule that has no room for breathing. 
No matter how busy you find yourself, you must leave yourself some slack. You 
need to place these slots of time between each schedule to permit room to 
recuperate. We can look back at these spaces between these events on your 
calendar as rest stops. You must allow yourself some time for evaluation. That 
space also allows for your body to recover. When the body is exhausted it will 
negatively affect your thinking. In order to remain in God’s Grace and cultivate 
an abundance of spiritual insight, you must seek appropriate times of rest. 

One of the most essential resources to a minister is his creativity. Sermons are 
especially where creativity is necessary. The sermon’s contents must be crafted 
well. But in order for a sermon to be prepared and then delivered effectively to 
the audience, the composition, the delivery, and all the accumulated knowledge 
must be constructed into the right spots by creative power. When the minister is 
too busy, the greatest casualty is loss of creativity. It is all because there is a lack 
of breathing room. When you need a breakthrough from the pressures of life, 
look for that niche (that slot of time) in your lethal schedule. Moreso, reinforce 
that moment with creativity by loosening up and relaxing. Take a breath.

김한요 목사 / Rev. Bryan Kim

담임목사 칼럼
Lead Pastor's Colum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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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오늘은 '돈'에 대한 예수님의 가르침입니다. 성경은 "개미에게 나중을 위해 예비하는 모습을 배우라"(잠 6:8) 함과 

 동시에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딤전 6:10)라고 경고 하십니다. 예수님의 비유만 보더라도 약 1/3이 재물에 

 관한 가르침입니다. 재물에 대해 성경의 가르침을 제대로 배운 적이 있습니까? (참고/ 청지기 재정교실)

2. 예수님의 제자들이 돈궤나 전대를 가지고 다녔습니다(요 13:29). 또한 경건한 인물 중 욥과 아브라함과 야곱과 같은 

 인물은 부자로 소개합니다. 우리는 재물의 유용성을 믿습니다. 그러나 다음 사건을 읽고 무엇에 대한 가르침인지 

 나누어 봅시다.(참고/수 7:10-15, 행 4:36-5:11)

3. 우리에는 보물을 보관할 두 종류의 은행이 있습니다. 각 은행의 특징을 말해 보십시오.

 1) ____________________ : (19절)

 2) ____________________ :(20절)

4. 우리의 보물을 좋은 은행에 쌓아 두려면 '시력(눈)'이 좋아야 합니다. 사물과 사람을 바라보는 관점을 말합니다. 

 눈이 나쁘면 사람을 이용해 돈을 모읍니다. 그러나, 눈이 성하면, 어떤 관점으로 바뀔까요? (22-23절)

5. 눈이 밝지 않으면 돈은 우리의 우상이 되어 버립니다. 그것을 오늘 본문은 어떻게 묘사하고 있습니까?

 (24절, 참고/행 21:33-35)

적용하기

<적용찬양: 하나님	눈길	머무신	곳

주일 1-3부 설교노트 / 나눔교재 설교자: 김한요 목사

도구입니까, 우상입니까
(마 6:19-24) 

산상 설교 강해- 제27편 

게임 체인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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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하고 복된 시간을 보낼 수 있게 해주신 주님, 

베델의 모든 분들, 그리고 선교사님들께 진심으

로 감사드립니다. 많은 것을 배우고 듣고 깨닫

고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늘 건강하시기를 기

도드립니다. -강민숙 선교사 

이번 대회를 통해 다시 새 힘을 불어 넣어 주시는 

그 분의 은혜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베델의 귀한 

사랑과 섬김의 수고 감사합니다. 받은 사랑, 이 

땅에 넉넉히 흘려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축복하

며 뜨거운 응원을 보내드립니다. -길예평 선교사

좋은 만남을 통해 저의 삶이 더 풍성해졌습니다. 

주님의 한없는 은혜가 섬겨주신 모든 분들의 삶

과 사역에 함께 하시길 기도합니다. -김은경 선교사

각자 머무는 곳에서 선교사님과 가정, 사역 가

운데 주 여호와 하나님의 크신 은총과 축복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사랑으로 섬겨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김진영 선교사

사람의 생각으론 할 수 없지만 주님은 가능하게 

하시어 가는 길을 열어 주셔서 조지아까지 인도

하셨습니다. 여느 예배와 달리 마음이 더 뜨겁

고 은혜로웠습니다. 선교사님들의 사역에 속한 

나라와 그들에 대한 열정은 정말 아름다웠습니

다. 또한, 우리 베델교회 봉사팀, 열한 시간의 시

차도 개의치 않고 모든 일정과 예배 순서를 준비

하신 목사님들과 장로님들, 미국에서 모든 재료

를 준비하여 밤새 김밥을 싸신 권사님들까지 정

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은혜의 자리에 있게 하

시고 이끌어주신 주님께 감사하며, 지금도 각국

에서 애쓰시는 선교사님들이 건강하시길 기도

합니다. -김현진 집사

함께 한 귀한 시간, 너무 감사합니다. 귀한 사랑받

고 힘내서 사역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민수 선교사

마음 다해 섬겨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벌써 모

두들 그립습니다. 귀한 섬김에 감사드립니다. 

사랑합니다 -박상선 선교사

포근한 어머니 품에 안긴 베델

선교대회,  많은 눈물을 흘리

며 치유케 하시고, 말씀과 간

증 속에서 방향과 비전 제시, 

찬양 속에서 영을 치유하며 회

복시켜 주셨습니다. 성도들의 

뜨거운 섬김 속에서 귀한 존재(

하나님의 아들, 일꾼)임을 일깨

워 주시고, 육신을 위한 편안한 

쉼, 기획부터 마무리까지 수고해 주신 김한요 

목사님과 목회진, 실행위원, 성도님들께 진심

을 담아 감사드립니다. 받은 은혜, 감동으로 주

님을 향한 열정이 다시 타오르며, 회복되어 하

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데 Go Together 한걸음 

더 나아갑니다! -박우석 선교사

또다시 믿음의 용기를 낼 수 있도록 귀한 시간

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서정희 선교사

선교사님들과  좋은 시간들을 나누게 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수고해 주신 한분 한분께 진심으

로 감사의 마음을 올려드립니다. -옥소리 선교사

섬김과 사랑에 감사합니다. -을지바트 선교사

여러 섬김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동철 선교사

모든 선교사님 만남과 섬김과 사랑에 감사드립

니다. -이바나바 선교사

베델의 가족으로 지낸 기간 행복했습니다. 베델

의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며 함께 교제 나눈 선교

사님들 모두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이상훈 선교사

행복하고 감사한 시간이었습니다. 이런 귀

하고 멋진 시간이 가능하도록 힘써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장이삭 선교사

주님을 사랑하는 여러분들과 꿈같은 일주일 보냈

네요. GMMA가 여러분들을 도울 수 있게 기도하

며 준비하겠습니다. Go Together!! Bethelian 

여러분! 자랑스럽습니다. -정수영 선교사

트빌리시, 이스탄불에서 함께 LA로 함께 돌아

오면서 베델의 여러분들의 섬김이 얼마나 크

고 소중한지 새삼 깨달았습니다. 주님 은혜 가

운데 푹 쉬시고 잘 회복되시길 바랍니다 샬롬. 

-허익현 선교사

평생 기억될 추억과, 함께 걷게 될 동료 및 선

배를 얻게 된 것은 선물입니다. 뒤에서 섬겨주

신 베델은 감동입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모

두 축복합니다. -호세아 선교사

베델식구들의 섬김으로 주님 허락하신 도전과 

위로의 시간들로 힘 얻었으니 열심히 달려갈 길 

함께하길 기도합니다. -황현주 선교사

베델 선교 대회 쉼, 멈춤이 아니라 동행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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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수님을 아시나요?

<2020년 1월 20일 설교 '비밀폭로자'>
 

2016년 12월, 이슬람 테러리스트들이 교회 예

배당에 폭탄을 터뜨렸습니다. 현장에 있던 사

람이 모두 죽었으나, 이집트 교회 성도 '사미하

(Samiha)' 자매만 기적처럼 살아났습니다. 눈 

한쪽과 얼굴 반쪽이 날아간 사미하 자매는 '가

해자 가족들이 바른길로 가기를 기도합니다.'라

며 폭탄을 던졌던 테러리스트를 주의 이름으로 

용서한다고 합니다. 많은 사람이 사진을 보면서 

그녀의 다른 쪽 얼굴은 웃을 때마다 빛이 난다

고 말합니다. 자기 얼굴 반쪽을 없애버린 그들

을 향해 이렇게 말하는 것이 쉽지는 않았다고 합

니다. 분노를 느낄 때마다 너무나 고통스러웠

던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그녀는 산상수훈(마 

5-7장) 말씀을 펼쳐 읽으며, 원수를 용서하라

고 하셨던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했습니다. 말씀

을 읽으며 이렇게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이 생겼다

고 합니다. 그녀는 가해자 가족을 만나 꼭 물어

보고 싶은 게 있었다고 합니다. '예수님 아시나

요?' 예수님을 꼭 그들에게 전하고 싶다는 마음

도 들었다고 합니다. 이는 사람의 인격이 고상

하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인간은 아주 타락한 

존재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런 

타락한 존재에게 원수를 사랑하는 마음이 생길 

수 있나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이며 '복음

의 능력'입니다. 내 인격을 가지고 자랑할 수가 

없습니다. 혹시 우리 안에 조금이라도 선한 것이 

있다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이고 복음의 능

력임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힘을 빌려서 나의 선

함을 자랑하는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나에게 상

처를 입힌 이들을 향해, 물 붓듯 부어주시는 성

령의 능력으로 악하고 상한 나의 마음을 녹여주

시고 이해하게 하시며 품고 용서하여 다시 시작

하게 하는 게 은혜 아니겠습니까?

인생은 왕복 티켓, 잘 왔으니 잘 가야죠 

<2020년 12월 6일 설교' 인생은 왕복 티켓>
 

"인간은 모두 왕복 

티켓을 손에 쥐고 이 

세상에 왔다고 생각

해요. 돌아갈 날이 

티켓에 안 찍혀 있을 

뿐, 누구나 돌아가야 

하는 건 명백한 사실

이죠. 유언장을 써놓

고 죽음을 기다린다

는 게 아니에요. 한

정된 삶을 어떻게 의미 있게 살 건지 진지하게 

생각하자는 거예요. 결혼 전엔 언제든 미련 없

이 떠나도 된다는 생각이었는데, 지금은 남편과 

천수를 누리고 싶은 욕심이 생겨서 죽음을 더 진

지하게 생각하게 됐어요." 

하나님 앞에 가기 전에 우리가 다음 세대를 향해 

남겨야 할 유언 한 마디는 무엇입니까? 자녀들

에게 믿음의 유산을 꼭 남겨줘야 합니다. "하나

님의 뜻대로 되더라" "몽땅 쓰고 가다. 재능도, 

사랑도, 에너지도, 장점도, 단점도 몽땅" 한비야 

씨는 본인의 묘비에 이렇게 쓰겠다고 합니다. 하

나님이 나에게 주신 재능, 은사, 건강, 에너지 심

지어는 장점 또는 이 땅에서 받은 상처, 단점, 

약점 등등. 이조차도 낭비하지 않고 모두 쓰고 

가야 할 것입니다. 이미 '천국 왕복 티켓'을 받

은 우리입니다. 돌아갈 본향을 기억하며 가장 멋

지고, 가장 진지하게, 가장 현실적으로 오늘 하

루를 살아갑시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엑소더스

(Exodus)의 삶을 보여주시며 성도는 이 땅이 아

닌 천국을 바라고 찾으며 살아가는 자들임을 가

르쳐 주십니다.(눅 9:31) 다음 세대에 어떤 메시

지를 유언으로 남기시겠습니까? 우리 삶의 도

전이며 우리에게 남겨진 숙제입니다.

예수 믿는 가정 무엇이 다른가? 

<2022년 5월 22일 설교 '아내를 버리려거든'>
 

하나님께서는 간음한 아내 고멜을 찾아가는 호

세아 선지자의 마음으로, 결혼하는 부부처럼 우

리와 맹세하셨습니다. 고멜처럼 여전히 다른 신

에게 고개 숙이며, 우상을 숭배하는 우리에게 이

혼 증서를 써주며 수백 번 부부관계를 취소할 수 

있었지만, 오늘도 나를 찾으시고, 인내하시고, 

용서하시고 잡아주셔서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 

설 수 있습니다. 아무리 힘든 부부 사이도 하나

님과의 약속인 결혼 관계와 자녀를 지키고 죽을

힘을 다해 순종하면,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

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라며 십자가의 그 고통

을 참으신 예수님의 마음을 배우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참으신 거구나! 십자가

를 지셨다는 게 이런 거였구나!" 순종함으로 십

자가 지신 주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느껴지기 시

작합니다. 

하나님 외에는 가정을 지켜 낼 힘이 내 안에 없

습니다. 건강한 가정, 건강한 교회로 사회의 빛

과 소망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가정 안

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뤄지는 복음의 능력이 무

엇인지 깨닫게 되는 기회를 주시리라 믿습니다.

베델뉴스팀

내 속에 남아있는 DNA말씀Again

담임 목사님의 설교 중 인용되는 책 제목 혹
은 신앙 위인들의 인용구, 찬양을 정리하여 
이전에 들었던 설교를 다시 한번 기억하고 이
를 통해 주님과 더 가까워지시기를 바라는 마
음으로 "말씀 Again" 나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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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예배 우리  자녀  영양  공급ONE
영아부는 교사 18명과 

보조 교사 8명과 함께 

매주 섬기며, 살아 계

신 주님을 만날 수 있도

록 마음을 다하여 예배

와 특별활동을 준비하

는 헌신 된 교사들이 

계십니다. 아직 말을 못 

하는 아가들을 대상으로 

하므로 더욱 헌신의 마음

으로 아가들을 섬깁니다. 

신, 구약의 말씀을 아가들

의 수준에 맞춰 구원자 하

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구약의 인물들을 통해 배

우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실제적 인도하

심을 배우도록 설교합니다. 특별 활동은 말씀의 

주제에 맞춰 준비된 craft로 촉감 능력을 키워

주며 말씀을 배울 수 있습니다. 

부모님들은 아가들의 거울입니다. 부모님들의 

신앙이 건강하면 아가들 또한 건강한 신앙인으

로 자라납니다. 날마다 살아 계신 주님과 동행

하며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는 큐티하는 부모님

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영아부 부모님들이 말

씀으로 세상을 이기시는 능력의 크리스천으로, 

자라가는 아가들의 거울이 되시기를 기도하며 

축복합니다.  

이진영 전도사 (영아부)

유아부는 카페 바로 뒤

에 위치한 할렐루야 채

플에서 모입니다. 유아

부는 3살에서 5살 어린

이들이 함께하고 있습

니다. 주일이면 앙증

맞은 고사리손을 흔

들며 부모님의 손을 잡고 들어

옵니다. 낯을 가리는 아이는 담당 

선생님을 연일 눈망울을 굴리며 찾

고, 담당 선생님의 손을 꼭 잡고 있

기도 합니다. 15명의 선생님과 8명

의 TA 선생님들의 사랑과 헌신으로 

주일 예배 시간은 봄날의 꽃처럼 화

사하고 천진난만합니다. 가끔 기분이 안 좋아 

눈물 바람으로 선생님들의 무릎을 

독차지 하게 되는 아이도 있지만 

대부분 엄마 아빠와 씩씩하게 헤어

져 예배를 드립니다. 

기도가 무엇인지, 예배가 무엇인

지,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것인

지 어린 영혼의 마음을 성령님께

서 만져주시길 바랍니다. 예배의 

메시지를 듣는 아이들의 마음에 

복음의 씨앗이 심어지기를 유아

부 리더쉽들은 기도하고 

기대합니다. "하나님" "아멘" 하면서 

한목소리로 소리 높여 외치는 아이들을 

보면 저희 마음도 같이 깨끗해지는 것 같

습니다. 이제 막 3살이 넘었지만, 부모님

들의 도움으로 같이 큐티도 하고 매일 

성경도 읽는 어린아이들은 천사 같습니

다. 홍해가 갈라진 것, 여리고 성이 무너

진 것을 지식적으로 이해할 나이는 아

니지만, 이해하기 전에 믿음으로 받아

들이는 역사가 있기를 또한 기도합니

다. 부모님들과 우리 선생님들과 아이

들이 하나가 되어 믿음의 공동체, 사랑

의 공동체가 되기를 바라며 최선을 다해 어린 

영혼들을 섬기겠습니다. 

티나 정 전도사(유아부)

K-1 부서에서는 킨더 가든과 1학년 학생들이 

있으며 GYM 바로 위층인 '임마누

엘 채플'에서 2부 예배 6반, 3부 예

배 11반이 운영됩니다. 17명의 담

임선생님과 체크인 부스를 담당하

는 2명의 선생님, 부장님 그리고 팀

장님이 계십니다. K-1 부서에서는 

매주 아이들에게 가스펠 

프로젝트 커리큘럼으로 

말씀을 전하며, 신나고 

은혜로운 찬양으로 하

나님을 예배하는 시간

을 갖습니다. 담임 선

생님들은 긴밀히 부모

님과 소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반별 수업 시간이 매주 이루

어지며 그날 배운 본문 말씀으로 복습하듯 재미

있는 크래프트 만들기를 합니다.  그뿐만 아니

라 유닛이 끝날 때마다 골든벨 바이블 퀴즈를 

통해 지난 시간동안 배웠던 말씀을 외우는 받은 

은혜를 되새기는 시간을 갖습니다. 무엇보다 올

해 가장 큰 비전은 QTin 교재를 통하여 온 세대

가 큐티하는 것을 장려하는 것입니다. 선생님들

부터 학생들 그리고 부모님들까지 모두 큐티로 

인해 변화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 될 수 

있도록 최선으로 독려하고 있습니다. 

K-1은 큐티를 매

일 매일 하는 것과 

기도 훈련하는 것

을 목적으로 합니

다. 매일 큐티를 

한 친구들은 큐

티인 성경 읽기

표에 마크하여 제

출하도록 하고, 선

생님들이 좋은 본이 

되어 학생들에게 기

도를 가르치는 방법

으로 학생들은 담임 

선생님과 번갈아 가며 대표 기도를 하게 하여 

기도훈련을 합니다. 좋은 선생님과 TA 선생님

이 많이 있는 참 건강한 부서입니다. 사랑하는 

아이들을 위해 선생님들이 매주, 매달 기도하

고 있으며 부서의 기도 제목과 학생들의 개인적

인 기도 제목을 놓고 적극적으로 기도합니다. 

저희 선생님들은 교사의 직분을 가벼이 여기지 

않습니다. 교사분들을 통하여 자녀가 변화되고 

자녀가 변화됨을 통하여 각 가정이 변화되는 것

을 보는 것이 저희 모든 교사분과 저의 꿈입니

다. 아직 자녀를 교회학교에 보내는 것을 망설

이신다면 꼭 저희 교사분들의 품에 자녀들을 맡

겨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아직 믿음이 없는 

새 신자 가정 또한 두 팔 벌려 환영하오니, 따뜻

한 K-1 선생님들의 사랑을 통해 자녀들이 하나

님을 만나게 되길 기도합니다. 맡겨주시고 믿어

주시는 2년 동안 귀한 우리 자녀들을 위해 기도

와 열심을 가지고 키우는 K-1 부서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정가영 전도사(K-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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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임목사: 김한요 목사

⊙목회자⊙

기획/행정: 이충경 목사

사랑/목회지원/선교/QTM: 정승락 목사

소망/예배/선교훈련/BAM: 주성필 목사

믿음/훈련/평생교육: 김홍식 목사

화평/베델워십/셀: 박경철 목사

은혜/교육부/전도폭발: 박성권 목사

충성/이웃사랑/시니어: 조태헌 목사

새가족/경조/기도/예향: 한순고 전도사

BGC: Justin Kim 목사

BGC(Family): Dan Nam 목사 

BGC(College/Worship): Peter Lee 목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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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아부: 이진영 전도사

소망부: 박정민 전도사

Beyond the Blue: 이란혜 전도사

통역/제자반: 이앤드류 전도사

⊙베델 콰이어 및 찬양팀⊙

 지휘자: 김형직 목사 

솔리스트: 최정원

뮤직디렉터: 정봉화

반주자: 한현미, 이정은

⊙사역 간사 및 인턴⊙

의료상담: 이강민 전도사

유아부/한어권: 정티나 인턴 전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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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기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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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Ⅰ 10/2: ①부-김재훈 ②부-김종곤 ③부-김종현  ④부-전영석
  10/9: ①부-김   철 ②부-김학남 ③부-마상오  ④부-정수정
  10/16: ①부-김현일 ②부-김종학 ③부-박상곤  ④부-김영재

헵시바토요새벽 대표기도(10월)Ⅰ 10/1: 손성모 10/8: 안성회 10/15: 송용훈 10/22: 유형석

강단꽃(9,10월)Ⅰ   9/25: 김정연, 서덕령, 윤태경   10/2: 양하람   10/9: 이자영   10/16: 이강민, 이석희, 최재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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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지기	재정	사역은	그리스도인들이	재물	관리를	성경적으로	관리하는	것은	물론	올바른	투자,	올바른	세금	납부,	정
직한	재정	관리를	통해	성공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을	가르치는	훈련입니다.	그	훈련의	기본바탕은	성경입니다.	재정	교
실을	통해	돈이	우리의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이라는	것을	깨닫고	인정하게	되므로	더	깊은	영적	차원으로	이
끌며	돈에	대한	바른	이해를	심어줍니다.	돈은	하나님의	것이고,	우리는	그것을	잘	관리하는	청지기	입니다.

우리가	청지기로서	그	분이	주신	재정을	적절하게	사용하고,	필요한	곳에	투자하고,	베풀며	성경에서	말하는	재정	원
칙을	따라	관리하여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부자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성경적	가치관으로	물질을	관리하고	
사용하는	방법을	배우는	청지기	재정	교실에	성도님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 모임 일시: 10월 4일(화)부터 매주 10주 과정, 오후 7시
▶ 장소: 비전 채플(2층)
▶ 교재비: $30
▶ 강사: 이강민 전도사
▶ 신청 방법: 예배당 앞 부스, 교회 홈페이지(www.bkc.org)
▶ 문의: 진정훈 집사 (714)318-2183

사역광고 청지기 재정 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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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델 알림판 Bethel Announcements

■ 발행인 :	김한요	담임목사	■ 편집장 : 유미경	권사	■ 사 진 : 박상곤	장로,	최호경	집사

■ 기 자 : 김선홍	권사,	김지연	집사,	김휴리	집사,	박인주	집사,	박진아	권사,	안예진	집사
	 이지애	집사,	정보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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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345 Michelson Drive, Irvine, CA 92612 *주차	시	<Employee	Reserved	Parking>은	피해서	주차하시기를	알려드립니다.

◆ 수요 예배 김한요 목사님과 함께하는 "천국의 비밀을 향해 던지는 조약
돌 네 개" 시리즈 2가 시작되었습니다. 함께 수요일 오전 10시에 현장으로 
나오시어 큰 은혜의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저녁 7시에는 Youtube로 방
영됩니다. 

◆ 셀목자 정기 모임 담임 목사님과 함께하는 셀목자 정기모임이 있습니다. 
베델의 셀목자님들의 정기 모임을 통해 베델과 함께 동역하는 기쁨을 누리시
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일시/장소: 10월 1일(토) 오전 7시 30분, 본당

◆ 제3회 베델 패밀리 in 코리아 참가 신청 및 봉사자 모집 그간 팬데믹으로 
열리지 못했던 반가운 만남이 다시 시작됩니다. 오늘 코트야드 부스에서 신
청하실 수 있으니, 많이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일시/장소: 10월 27일(목) 오후 5시, 한국 분당 지구촌교회
문의: 변준호 장로 jbyun905@gmail.com, (949)607-9869, (한국)010-9665-5866
       이충경 목사 cklee@bkc.org, (949)537-6968

◆ 예삶 새가족 환영회 예삶의 새가족들을 환영하는 새가족 환영회가 오늘
(25일) 저녁 5시 유치부실에서 있습니다. 새로 온 예삶의 새가족들을 초대합
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리고 예삶의 새가족들이 믿음 안에서 잘 정
착할 수 있도록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문의: 김유미 전도사 (714)900-1253

◆ 영어 고등부(BYM High) 학부모 모임 오늘(25일) 1시에 BYM 고등부 학
부모(PTA) 모임이 조이채플에서 있을 예정입니다. 올해에 고등부 비젼과 프
로그램을 학부모님들에게 공유할 예정이니 많은 참석 부탁드립니다.
문의: John Yeo 목사 (818)270-5454

◆ 한어 중고등부(CIM) 비전 나눔 학부모님들을 모시고 '2022-2023 Vi-
sion Sharing'을 가집니다. 하나님께서 공동체에 주시는 꿈을 각 가정에 나
누어 심는 귀한 시간 되도록 학부모님들의 많은 참석과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일시/장소: 9월 25일(주일) 오후 1시, 샬롬채플
문의: 이형석 전도사 (714)944-8339 

◆ 교회학교 오픈 하우스 새학기를 맞아 교회학교에서 오픈하우스를 준비하
였습니다. 장소와 시간은 각 부서에서 공지될 예정입니다.
일정: 9월 25일(주일) K-1

◆ 교회학교 Candy Drive 10월 31일(월) 있을 Family Fall Fest를 위한 캔
디 도네이션을 매주 주일 받습니다. 각 부서에 캔디를 전달해주시면 됩니다. 
캔디드라이브에 참여한 친구들은 달란트를 받습니다. (할로윈 포장지나 땅
콩이 함유되어있는 제품은 피해주시기 바랍니다.)

◆ 교회학교, CIM 교사 및 TA 모집 영아부(3부 교사와 TA), 초등부(2,3부 
교사와 TA), CIM(한어 중고등부)에서 봉사자를 모집합니다. 다음세대를 사
랑하는 마음이 있다면 누구나 지원가능합니다. 
섬김 시간: (2부 예배) 9시-10시 30분 / (3부 예배) 10시 30분-12시 45분
문의: 각 부서 전도사

◆ 소망부 가을 학기 토요학교 개강 및 교사 모집 베델교회 소망부 지체들을 
위한 토요학교가 시작됩니다. 성도님들의 많은 관심과 기도 부탁드립니다. 
선생님으로 봉사해 주실 분도 찾고 있습니다.
일시: 9월 10일-12월 10일 (12주간), 토요일 오전 10시 - 오후 1시
장소: 조이채플 
문의: 김종현집사 (949)533-4520

◆  2022 GMMA Conference 등록 안내 "God Reigns"라는 주제로 의료 
컨퍼런스가 개최합니다. 베델교인들을 위해서는 50% 특별 등록비 할인 혜
택이 있습니다.
기간: 10월 21일(금)-22일(토) 
장소: 베델교회
문의: 오세영집사 (949)892-9929, conference.gmma7.org

◆  10월 영문 큐티인 판매 안내 10월 영어 새싹, 어린이, 청소년, 장년 큐티
가 준비되었습니다. 실내 카페에서 구매 하실 수 있으며 주중에는 교회 사무
실에서 구매 가능합니다. 온가족이 함께 말씀앞에 서는 시간이 되시기 바라
며 전도용으로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회학교 큐티인 정기구독 픽업 안내 실내 카페 오른편에 교회학교 정
기구독 픽업 테이블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녀의 이름을 확인하고 픽업해 
가실 수 있습니다. 

◆  주차 안내 교회 비전센터 뒤편 중국교회 주차장은 BGC 영어권 예배 전
용으로 사용되니, 비전 주차장이나 교회 주차장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공사 자재 적재로 소망부(장애우) 주차장 사용이 힘든 가운데 있습니
다. 비전센터 강쪽 라인은 소망부에게 양보를 부탁드립니다.

◆  위로해 주세요
故 김천길 집사님(이나미 권사의 부친/이종선 집사의 장인)께서 
9월 22일(목) 한국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습니다.

새가족 외 모든 베델성도님은 매 주일 비전파킹랏에 주차해 주시기를 바라며, 주차시 <Employee Reserved Parking>은 피해서 주차하시기를 알려드립니다.
4비전파킹랏 주소:	3345 Michelson Drive, Irvine, CA 92612베델성도의 배려와 양보가 베델주차장 염려를 없앱니다! 베델

캠페인



Sermon on the mount - 27

GAME CHANGER

Apply to Life1. Jesus’ teaching in today’s Scripture is about ‘money.’ The Bible warns us to learn how to prepare 
 for the future from ants (Proverbs 6:8) and at the same time warns that “the love of money is the 
 root of all kinds of evil” (1 Timothy 6:10). About 1/3 of Jesus' parables are teachings about money. 
 Have you ever learned biblical money management? (Ref/ Money Management with Stewardship)

2. Jesus' disciples carried a bag or a box for money (John 13:29). Also, among the godly people, Job, 
 Abraham, and Jacob were introduced as wealthy people. We understand the value of wealth. Read 
 the incidents in the following verses and share what they teach. (Ref/Joshua 7:10-15, Acts 4:36-5:11)

3. We have two types of banks to store our treasures. Describe the characteristics of each bank.

 1)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V 19)

 2)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V 20)

4. We need to have a good vision, ‘eyesight’ to store our treasures in a good bank. It refers to the 
 viewpoint to look at things and people. When you have a terrible viewpoint, you may gain money 
 out of taking advantage of people. But, if you have a good vision, your viewpoint could be changed. 
 How? (Vv 22-23)

5. Money becomes our idol if we don’t have a good vision. How does today's scripture describe it? 
 (V 24, Ref/Acts 21:33-35)

<Song in Response: Where God’s Eyes Stay

Apply to Life

Sunday Worship Sermon Note Speaker: Rev. Bryan Kim

Is it an Instrument or an Idol?
(Matthew 6:19-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