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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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찬40/새79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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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부/김  철 집사   2부/김학남 집사   3부/김종현 집사   4부/정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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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부/주는 나의 목자 (작곡 Allen P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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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경봉독 Scripture Reading ........... 1, 2, 3부/고린도후서 5:17-19 .........................All together 다같이

4부/마가복음 7:31-37

  말씀 Message ...........................................1, 2, 3부 ....................... Rev. Hong Sik Kim 김홍식 목사

당신의 직분은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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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도스 위에서 로고스를 만나다(22) 복음: 또렷하고 분명한 삶으로의 초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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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 3부/우리가	지금은	나그네	되어도(찬270/새508장),	예수	안에서	우리	화목됐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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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 3부/Go	Deeper	Go	Higher

*축도 Benediction .......................................................................... Rev. Hong Sik Kim 김홍식 목사

*표는 모두 일어나 주십시오.

더 깊이 무릎 꿇고, 
더 높이 믿음으로 날아 오르는 202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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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주 금요일에는 목회자들부터 직원들까지 다 모여서 회의합니다. 그

때마다 담임목사님은 마지막 순서로 목회적 지혜와 교훈을 많이 주시

는데요. 지난주에는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많은 성도를 제자훈련 

시켰지만, 결혼하는 아들에게는 한 번도 하지 못해 아쉬움을 가지고 

있어서 결혼식 전에 엑기스 중에 엑기스로 성경적 남성상을 가르쳐 주

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귀를 쫑긋 세워 들었습니다. 첫째는 문을 잡아

주라 였습니다. 자동차 문과, 집 문은 아내가 타고 내릴 때 평생 잡아

줄 것을 이야기했고, 둘째는 아내를 위해 평생 기도하라 였습니다. 그

리고 세 번째는 부부가 싸울 수 있지만, 항상 사과를 먼저 하라고 가르

치셨다고 했습니다. 저는 이 세 가지 가르침을 듣는데 가슴에서 눈물

이 흘렀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여자도 아닌데 왜 울까'라는 생각을 했

습니다. 그런데 저만 우는 게 아니었습니다. 지난 월요일에 장례식 참

석 후 셀목자 부부와 이야기를 하는데 주일 설교 이야기를 하다가 담임

목사님이 아들에게 했던 3가지 교훈을 나눴는데 여자 집사님의 눈에

서도 눈물이 나는 겁니다. 사실 옆에 있던 남편이 조금 민망해 하긴 했

지만, 그 남편이 잘하지 못해서가 아니라, 그냥 마음이 따듯해져서 우

시는 거였습니다. 

저도 그렇고, 그 여자 집사님도 왜 울었을까요? 아마 제 생각에는 각박

한 세상이지만 아내를 배려하고 섬기라는 교훈이 가슴을 따듯하게 해 

준 것 같습니다. 우리가 드라마를 보더라도 남녀 간의 희생적인 사랑의 

모습을 보면 눈시울이 붉어지듯이 말이죠. 저는 제자훈련 담당으로서 

교회에서 이런 훈련이 이루어졌으면 합니다. 양육반과 제자훈련을 들

으면 부부관계가 좋아지고, 서로 희생하고 섬기게 되고, 그리고 다른 

사람을 배려하도록 변화되는 곳이라고요. 그리고 저 또한 예수 안에서 

다른 사람의 눈시울이 붉어질 만큼 배려하는 목회자가 되길 소망해 봅

니다. 그런데 아시죠. 우리 예수님은 오래 참으심으로 우리를 배려하고 

있다는 것을요. 사도바울은 후배 목회자 디모데에게 자신이 부름을 받

은 사실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

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딤전 1:16)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은 오래 참으시는 예수님의 배려 때문입니다. 

그 예수님 생각하며 참된 제자 훈련받은 자로 서서 다른 사람에게 그 

배려를 흘려보내는 자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very Friday, the entire pastoral staff and personnel gather for the weekly 
meeting. Our Senior Pastor always closes the meeting with ministerial wis-
dom and instruction. Last week he gave us the following message. His heart 
aches that he had trained so many people through the discipleship program 
yet he never got that chance with his soon-to-be-wed son. So in the days be-
fore the wedding, he poured out the core essence of the teachings on what 
it means to be a Biblically sound man. All ears perked up to listen to what he 
had to share. First, get the door for your wife. Whether it be the car door or 
the door to the house, open the door for her throughout your life. The second 
was to pray for your wife all your life. The third lesson for those inevitable 
quarrels. Be the first one to say sorry. As I listened to these three lessons, my 
heart was moved to tears. I thought to myself, “Why am I crying like this? Be 
a man.” But I wasn’t the only one crying. Following a funeral last Monday, I 
shared these three lessons with a couple who are cell leaders. The deaconess 
began to cry. Her husband also sat by awkwardly, but not because he lacked 
that sort of care for his wife, but because her heart was so moved.       

Why did I, and this deaconess, cry so? Perhaps it is because this lesson 
in considering and serving your wife, despite the hardships of this world, 
really tugged at our heartstrings. We are moved to tears and our faces get 
flushed during those scenes in a TV drama series when a guy and a gal lov-
ingly sacrifice something for each other. As the director for the Discipleship 
Training, I would be most pleased to see this take place in our program. 
Couples who take the Growth Class and the Discipleship Training learn to 
build their relationships and resolve to serve and sacrifice for each other. It 
is an opportunity to develop into one who becomes considerate of others. 
And so, I hope to be a pastor, who, in Jesus, can move someone to tears as 
a result of my thoughtfulness and consideration. Wouldn’t you agree that 
Jesus’ patience and His long suffering on our behalf was because He holds 
us in the highest esteem? The Apostle Paul explained his own assurance 
in his calling to his pastoral protégé Timothy by saying, 1 Timothy 1:16 NIV 
“But for that very reason I was shown mercy so that in me, the worst of 
sinners, Christ Jesus might display his immense patience as an example for 
those who would believe in him and receive eternal life.”

We can be here only because of Jesus’ long-suffering displayed for us 
in the way He cherished us. May we look upon Jesus and stand firm as 
His true disciples. May we be the path through which flows Jesus’ most 
compassionate examples of mercy.  

훈훈한 제자훈련
Heartwarming Discipleship Training

김홍식 목사 / Rev. Hong Sik Kim

목회자 칼럼
Pastor's Colum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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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찬양: 우리가	지금은	나그네	되어도(찬270/새508장),	예수	안에서	우리	화목됐네

1. 지난주에 놓고 갔던 염려가 이번주에 그대로 인가요? 아니면 정말 사라졌나요? 

 

2. 새로운 피조물이란?(고후 5:17)

   
 - 명령이나 권면이 아닌  (                                        )(롬 8:1-2 요일 3:1, 엡 3:6, 벧전 2:9)

 - (                                        ): He is a new creation

 - 예수 안에서. 새로운. (                                        )이 생긴 자 

 

3. 그리스도 안에서 달라진 우리의 의식은?(고후 5:18,19) 

 

  죄 → 하나님과 단절 → 예수님 십자가 → 하나님과 (                                             )/새로운 피조물

 - 모든 것이 (                                           ) 이다.  
   
 - 세상적 모든 (                                           )을 폐하셨다.(엡 2:14-15)
    
 - (                                           )하지 않는다.(엡 2:9)
   
 - (                                           )할 뿐 비판·비교하지 않는다.(고전 4:2-4) 

4. 새로운 피조물에게 주어진 직분은 무엇이며 어떻게 직분을 감당해야 하나요?(요일 4:12) 그리고 나에게 부족한 

 부분은 어디인지 나누고, 앞으로 달라져야 할 부분을 결단해 봅시다.

 - 부부(엡 5:25)

 - 교회(고전 12:13, 골 1:24)

     - 이웃사랑(마 5:16)
      
     - 복음전도(롬 10:14)

적용하기

주일 1-3부 설교노트 / 나눔교재                                                         설교자: 김홍식 목사

당신의 직분은 무엇인가요?  고린도후서 5: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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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의 네 자녀가 태어나는 모든 순간을 지켜보며 

함께 했듯이 이번에 영어 교회가 새로 태어나는 

현장에도 함께 하였습니다. 저는 2015년, 김한

요 담임목사님과 영어 교회 독립목회라는 비전

에 대한 공감대를 가지며 이곳 베델교회로 오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두 교회가 한 교정에서 독

립적으로 사역함과 동시에 복음 전파와 다음 세

대 양육을 위해 서로 협동해 나가는 비전이었습

니다. 저는 이것이 1세대 이민교회와 2세대 성

도 모두를 위한 최고의 모델이라고 확신합니다. 

저희 BGC를 위해, 특히 많은 리더가 세워질 수 

있도록, 그리고 교회의 영적 부흥을 위해 주님

이 저희 영어 교회를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도구

로 널리 사용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I got to witness and have a part in the 

birth of 4 kids. Now, I get to be a part of 

birthing a new church. I moved to South-

ern California in mid-July of 2015 with 

a vision that Pastor Bryan and I shared 

together. It was a vision to church plant 

the English Ministry as an independent 

church. I sincerely believe this is the best 

model for a first-generation immigrant 

church and a second-generation congre-

gation. The vision is to have two indepen-

dent churches on one campus, working 

side by side to reach more for Christ and 

to raise up the next generation together. 

It is a grand and glorious vision! Please 

pray for Bethel Grace Church. Pray that 

God will continue to raise up godly men 

and women leaders. Pray for spiritual re-

vival. Pray that God will use Bethel Grace 

to reach many more for Jesus.  

Justin Kim(BGC 담임 목사)

저희 BGC에서 처음 장로를 세우게 되어 무척 

기쁘고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의 지체들을 섬

기고 목양하는 역할을 감당하실 장로님 한 분

과 15명의 안수 집사님들이 세워지게 되었습니

다. 하나님의 능력과 베델교회의 지원에 힘입어 

이제 BGC는 독립적으로 복음을 확장하며, 특

히 다음 세대를 섬기는 특화된 사명을 감당하게 

되었습니다. 두 교회가 베델의 한 뜰에 서 있게 

된 것입니다. 베델의 1세대와 저희 BGC 2세대

들이 협력하여 다음 세대를 위한 사역들을 펼칠 

것이고, 우리 아이들을 위한 교회학교와 청소년 

사역도 함께할 것입니다. 저희 BGC를 위해 기

도와 지원을 아끼지 않는 베델의 모든 분께 깊

은 감사를 드립니다. 

We are excited to ordain our first elder at 

BG. This elder and our 15 current deacons 

are ordained to serve and shepherd the 

flock here at BG. They have committed to 

helping grow Bethel Grace as we become 

an independent church plant. Through 

God's power and the blessing of Bethel 

Church, Bethel Grace Church became an 

independent, particularized church with a 

vision to reach more for Christ and to work 

together to serve the next generation. We 

as a church plant will be a 100% fully in-

dependent church. We will have 2 church-

es on one campus. We will continue to 

w o r k 

together with Bethel Church 

to invest in the next generation. We will 

both invest in our church school and 

youth ministries. We are grateful for P. 

Bryan and the Bethel Church deacons and 

elders' support during this time of inde-

pendence.  

Dan Nam(BGC 가정사역 목사)

46년 베델의 역사 중 영어 교회가 공식적으로 

분리되는 뜻깊은 날 영어 교회의 첫 장로로 임

직할 수 있게 됨을 감사드리며 주님께 영광을 

올려 드립니다. 장로 임직은 큰 축복이지만 또

한 큰 책임을 감당해야 하는 자리라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아직 양의 모습인데 목자의 이

름이 따르니 두렵고 떨리지만 이 책임감을 품으

며 교회를 섬기려고 합니다. 여전히 저는 구원

받은 죄인이며 오직 주님의 은혜로 서 있음을 

고백할 수밖에 없지만, 주님께서는 그런 저를 

교회의 가장 낮은 곳에서 성도들을 섬기는 리더

의 사명을 주셨습니다. BGC교회를 섬기며 주

님의 인도하심에 의지하여 장로로서 교회의 참

된 리더가 될 수 있도록 온 힘을 다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직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 두 

교회를 크게 사용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Charles Baik(BGC 임직 장로)

위대하신 주(How Great Is Our God)BGC(영어 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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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 is truly an honor and privilege to have 

been ordained as the first elder in 46 years 

at Bethel Grace Church on the same night 

as the official launch as an independent 

church by our Bethel Church. The role of 

an elder comes with great blessings but 

also great responsibility. There is an in-

herent tension that while I am called to 

be a shepherd, I am still a sheep.  It is 

said that this tension is not to be resolved 

but embraced. While I recognize that I 

am a sinner, saved and sustained by His 

grace, I am called to lead in the front-

lines and to take account of all those in 

the church. Bethel Grace Church is now 

birthed by God's grace and I vow to do my 

best through God's power to lead as an 

elder. May God use both of our churches 

mightily for His glory.   Charles Baik(BGC 

Elder)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히 11:1)" 지난 30년 동안 베델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동안, 저는 우리 영

어 교회가 독립할 준비가 온전히 되었을까 하

는 의문을 항상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제 돌아

보니 그런 질문 자체가 저의 열매 없는 부족한 

믿음을 드러낼 뿐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 사람들이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

았으나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

가 아니면 저희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

려 하심이니라(히 11:39-40) 우리 주님은 참으

로 신실하십니다. 저희 BGC는 Justin 목사님, 

Dan 목사님, Peter 목사님, Charles 장로님을 

섬기는 이들로 세우고 새롭게 독립하게 되었습

니다. 주님은 우리가 '한 지붕 두 가족 

교회'를 두고 올렸던 모든 기

도와 소원에 응답해 주셨습니

다. 그러나 사도바울의 말처럼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

히 이루었다 함도 아닙니다. 세

상의 빛이 되고, 말 못하는 자의 

목소리가 되고, 약한 자들의 견

고한 성이 되라 하신 그리스도의 

명령에 이제 우리가 답하기를 기

다리고 계십니다. 주님의 일은 지금부터 시작

입니다.  

"Now faith is the assurance of things 

hoped for, the conviction of things not 

seen.(Heb 11:1)" In my thirty years of at-

tending Bethel Church, the question of 

whether the English ministry had what it 

takes to become its own church was al-

ways thrown around. Today, I realize how 

fruitless and faithless that question is al-

together.

"And all these, though commended 

through their faith, did not receive what 

was promised, since God had provided 

something better for us, that apart from 

us they should not be made perfect. (Heb 

11:39-40) God has been faithful to us - 

we have a newly launched Bethel Grace 

Church led by Revs. Justin, Dan, Pe-

ter, and Elder Charles. He has answered 

the prayers, wishes, and dreams of this 

2-in-1 church. But, just as Apostle Paul 

acknowledges, so must we acknowledge 

that this moment has yet to be perfect-

ed. Christ awaits our answer to his call to 

be the light on the hill, the voice to the 

voiceless, the strong tower for those in 

need. His work has just begun.

Eric Cha(BGC 안수 집사)

저는 베델에서 30년 동안 믿음 생활을 하는 동

안 봉사의 자리를 지키시는 많은 집사님이야말

로 교회의 든든한 기둥이라는 것을 확신하게 되

었습니다. 얼마나 헌신적으로 시간과 노력을 아

끼지 않고 그리스도의 몸 된 교회를 위해 봉

사하시는지요! 어렸을 때

부터 믿음으로 섬기시던 어른들을 많이 보고 자

라면서 제가 그분들과 같은 직분을 감당할 수 

있을까 감히 상상할 수 없었는데 이제는 제가 

섬기게 되었습니다. 섬김의 기회는 분명 특권이

고 은혜지만 거기에 따르는 어려운 도전도 있을 

것입니다. 겸손한 섬김의 본을 온전히 보여주신 

예수님뿐 아니라 제가 롤모델로 삼을 만한 많

은 믿음의 선배들을 허락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선배 집사님들이 한결같이 보여주셨던 섬김을 

기억하며 따르겠습니다. 그리고 그 선배들처럼 

저도 다음 세대에게 예수님의 영향력을 전할 수 

있는 믿음의 선배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My name is Tim, and I've been coming to 

Bethel for over 30 years now. Throughout 

that time, I've seen that in many ways, 

the backbone of this church is the army 

of volunteer deacons. I think of how gen-

erous they are, giving their time and ef-

fort to grow this body of Christ. I remem-

ber being a young student, seeing these 

older men and women being so faithful, 

and back then I could never have imag-

ined that one day I would be called to join 

those same ranks. Having the oppor-

tunity to serve in this manner has truly 

been a challenge and a blessing. But I am 

fortunate to have as a role model not only 

Christ Jesus, who was the supreme ex-

ample of a humble servant, but also the 

legion of deacons that I remember from 

the 90's to today, godly men and women 

of faith in whose steps I want to follow, 

and hopefully inspire the next generation 

of future deacons as well.  

Tim Sohn(BGC 안수집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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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간다는 아

프리카 중앙, 

적도 아래에 

위치한 내륙

국이며 국토

의 면적은 한국의 2.4배의 크기 정도입니다. 평

균고도는 1,222m로 고지대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온난한 기후와 적절한 강수량으로 호수

와 하천으로 물이 흘러 비옥한 땅과 사바나 초

원을 형성하고 있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세계 기

아 지수(GHI)는 하위인 나라며 빈곤과 기근, 내

란으로 종족살상의 역사적 아픔을 갖고 살아가

는 사람들입니다. 카톨릭, 성공회, 개신교가 주

류를 이루고 있으나, 이슬람이 지배적인 지역

들에서는 이슬람 과격파들의 무장 공격과 개종

자를 향한 핍박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굶주림과 가난에 허덕이는 그 땅에서도 가장 약

자인 장애우를 돌보는 사역을 하나님이 주신 사

명으로 알고 섬김의 삶을 살아가는 박민수, 이

순영 선교사님... 예수님이 이 땅에서 가

장 소외되고 연약한 영혼들에 진실한 사

랑과 복음을 보여주셨듯 약한 자의 친구

가 되어 장애인을 위한 마사바 특수학교 

및 직업재활 학교 건립과 그들이 기거할 

수 있는 축복의 집을 건축하며 장애인 공

동 체를 세워나가고 있습니다. 우간다 단기 

선교팀은 축복의 집 painting 사역, 아이들 복

음 전도사역, 에이즈 마을 및 장애인 feeding 

사역, 청소년 찬양집회 등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복음의 메시지를 전하게 됩니다. 이번 

단기선교에 동참할 수 있음에 감사하고 이를 계

기로 베델인의 발길이 계속해서 이어지기를 간

절히 바라며, 복음의 메시지가 주변국에 흘러넘

치는 축복의 통로 되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박원규 장로

선교 일정: 10월 19일-10월 28일
선교 팀원: 주성필 목사(수행 목회자), 박원규 장로, 
 박계백 집사, 박지학 집사, 박현선 집사, 
 장미라 집사, 최미정 집사, 

베델 선교 - 우간다 그 마음 ‘내가 아노라’ 하시네

교육부 - 영어 중등부(BYM Jr.)

몸도 튼튼, 영혼도 튼튼
유난히 무더웠던 여름도 한풀 꺾이고, 새로운 

학년이 시작되는 가을입니다. 지난 9월, 교회 

공동체 안에서 친구를 사귀고 운동하며 말씀 

안에서 양육 받을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바라

는 마음으로, BYM 중등부에서는 "Sports and 

Discipleship"프로그램을 마련했습니다. 작년

에 이어 올해 두 번째로 진행되는 이번 프로그

램에는 무려 70여 명의 학생이 등록하며 뜨거운 

호응과 관심 속에 힘차게 출발했습니다. 

등록하는 첫날, 한 학기 동안 자신이 속하게 될 

지파가 적힌 종이를 무작위로 뽑는 순서가 있었

습니다. 가방, 필기도구, 바인더와 함께 각 지파

를 상징하는 색색깔의 조끼를 받아 들고는, 친

한 친구와 같은 편이 되지 못해 속상해하는 학

생들도 있었고, 어색하지만 같은 지파가 된 친

구들과 인사를 나누며 금세 친해지는 흐뭇한 모

습도 볼 수 있었습니다.

매주 금요일 저녁 6시, 운동하기 편한 

옷차림과 운동화를 신은 학생들이 삼

삼오오 교회 체육관으로 모여듭니다. 

우선 권사님들과 학부모 봉사자들이 

정성으로 마련해 주신 저녁 식사를 하

며 훈련은 시작됩니다. 학생들은 절반으로 나뉘

어, 다니엘 현 전도사님의 인도로 다윗의 삶을 

배우는 제자훈련과 체육관에서 협동심을 기를 

수 있도록 준비된 역동적이고 재미있는 운동 프

로그램에 번갈아 참여하게 됩니다. 신나게 소리 

지르며 뛰고 구르다가도, 제자훈련 시간이 되

자 바로 진지하게 말씀을 경청하는 학생들을 보

면, 순수한 마음 밭에 하나님의 말씀이 잘 뿌려

져서 무럭무럭 자라는 모습이 눈에 보이는 듯합

니다. 처음에는 어색하고 수줍어서 눈치만 보던 

학생들도 어느덧 함께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며 

큰 소리로 찬양하고 손을 들고 기도도 합니다. 

이 놀라운 변화가 우리 학생들의 삶 속에서 계

속 이어지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합니다. 이제 

시작되는 이번 제자훈련 시간을 통해 우리 학생

들 한 명 한 명을 만나주실 하나님을 기대합니

다. 베델의 모든 성도님께서 기도로 함께해주시

고 특히 섬기시는 전도사님과 선생님들을 위해

서도 응원과 기도 부탁드립니다. 

 베델뉴스팀

1. 가나안 장애인 신앙 공동체 마을
의 소망과 비전을 위해

 2. 장애인 축복의 집 가정교회 100개가 건
축되어 처소마다 예배공동체가 세워지도록

3. 만나 채플을 통해 지역사회 젊은 차세대
를 위한 찬양 사역이 시작되도록

4. 드림 특수학교 건축 완공과 장애인 직업
재활센터, 프랜드쉽 빌리지 교육관 건축과 
비전을 위해 

5. 우간다 Samia(삼야)부족언어로 장애인
들을 위한 구두 성경 번역을 위해 

6. 아프리카 무슬림 지역에 장애 선교를 위
한 통로가 열리도록 기도합니다. 

기도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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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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은영, 오경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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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16: ①부-김현일 ②부-김종학 ③부-박상곤  ④부-김영재
  10/23: ①부-노승남 ②부-다무라고조 ③부-박세환  ④부-최의영
  10/30: ①부-마상호 ②부-박길상 ③부-박원식  ④부-최재환

헵시바토요새벽 대표기도(10,11월)Ⅰ 10/15: 송용훈 10/22: 유형석 10/29: 윤대호 11/5: 윤성식

강단꽃(10월)Ⅰ10/9: 이자영, 윤주원  10/16: 이강민, 이석희, 최재윤  10/23: 서동하, 최호경  10/30: 김종곤, 김창남 

[의무실 (오전 8:30-오후 1:00)]
이번주 | 의사-탁정호(소아과), 간호사-황미례              다음주 | 의사-전미림(한의과), 간호사-신정연

GMMA(Global	Medical	Missions	Alliance)는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라는	주님의	지상명령에	순종하고자	2006년	
베델교회에서	열린	1차	한미	의료선교대회를	시작으로	2년마다	선교대회를	개최,	지역교회들과	여러	선교단체와	함
께	선교지의	필요를	채우기	위한	사역들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의료	분야에서	선교적	삶을	살고자	하
는	GMMA	mentor들의	섬김을	통하여	현재	동부,	중부,	서부의	3개	GMMA	Region과	40여	개의	GMMA	Student	
Chapter들을	허락하셨습니다.	또한	GMMA를	통하여	수많은	젊은이에게	몸,	마음,	영혼의	온전한	치유의	길인	복음에	
대한	열정을	일으키시고,	세계	선교를	위해	다음	세대를	준비시키고	계십니다.	

지난	2020년	팬데믹	이후	탈레반의	아프간정복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
공,	인플레이션,	그리고	기근과	기후변화로	인한	재난	등으로	많은	사람이	불
안과	우울증으로	고통받고	있으며,	젊은이들은	장래에	대한	소망을	잃어버리
고	있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전대미문의	일들을	겪으며	마지
막	시대를	사는	것입니다.	복음	전파와	선교	사명을	이어갈	다음	세대를	일으
키라는	주님의	부르심에	함께	순종하고자	베델교회에서	2022	GMMA	의료	
선교대회를	개최합니다.	2022	GMMA의	주제는	"God	Reigns"(이사야	52장	7
절)로	암울한	현	상황과	미래에	대한	불확실로	고통받는	이들이	"하나님께서	
통치하신다"는	구원의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될	것입니다.	또한	
젊은이들이	주님	안에서	부흥과	회복을	경험하고,	예수님의	지상	최대	명령
인	선교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일꾼이	되도록	특별히	마련한	잔치입니
다.	성도님들의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 기간/장소: 10월 21일(금)-22일(토), 베델교회            ▶ 문의: 오세영 집사 (949)892-9929  
* 신청, 참가비 및 일정은 conference.gamma7.org 참조(베델 교인 50% 할인)

사역광고 2022 GMMA 의료 선교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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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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 주는 김한요 목사님과 함께하는 "천국의 비밀을 향해 던지
는 조약돌 네 개" 시리즈 2 - 네 번째 말씀으로 드려집니다. 함께 수요일 오
전 10시에 현장으로 나오시어 큰 은혜의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저녁 7시
에는 YouTube로 방영됩니다. 

◆ 임직을 위한 릴레이 금식/특별새벽기도회 내년도 임직자를 세우는 일을 
위해 함께 금식과 특별새벽기도회로 준비하기 원합니다. 헌신 작정자로 추가
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게시된 명단에 이름을 추가로 적어 주시기 바랍니다. 
일시: 10월 11일(화)-14일(금) 오전 5시 30분, 본당/10월 15일(토) 헵시바 기도회, 본당

◆ 제직회 안내 3/4분기 제직회가 10월 15일(토) 헵시바 기도회 후에 있습니다. 

◆ 셀목자정기 모임 베델의 모든 셀목사님들이 함께 모이는 담임목사님과 
함께하는 셀목자 정기모임이 10월 15일(토) 헵시바 기도회가 마치고 제직회 
후에 바로 본당에서 있습니다. 베델의 모든 셀목자님들께서는 모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바이블 클럽 모집 평생교육원에서 온라인으로 소통하며 공동체가 함께 
성경을 읽어가실 분들을 모집합니다. 셀이 함께 성경통독을 도전해 보는 것
도 추천합니다.
범위: ① 사도행전부터 에베소서까지 (기간: 30일(월-금)/하루 4장)
       ② 역사서(2)-열왕기상하, 역대상하 (기간: 30일(월-금)/ 하루 5장)
성경 통독 기간: 10월 17일-11월 18일(온라인)
신청 기간: 10월 2일(주일)-10월 9일(주일) 
신청 방법: 본당 앞 부스 또는 교회 홈페이지
문의: 최호석 집사 (949)236-0042, life@bkc.org

◆ 레위기도, 골방기도, Do Dream 기도자 모집 "이제부터, 다시, 기도! 
Just do it!"이라는 모토를 가지고 성령님의 임재를 바라며 무릎으로 기도
하는 기도자를 모집합니다. 코트 야드 부스에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주용중 집사 (949)812-2906

◆ 교회학교 캔디 드라이브 10월 31일(월)에 있을 Family Fall Fest를 위해 
매주 주일 캔디 도네이션을 받습니다. 각 부서에 캔디를 전달해 주시면 됩니
다. 캔디 드라이브에 참여한 친구들은 달란트를 받습니다. (할로윈 포장지나 
땅콩이 함유되어있는 제품은 피해주시기를 바랍니다.)

◆ 10월호 교회학교 큐티인 판매 영문 10월호 큐티인이 실내 카페에서 판매 
중입니다. 오늘 실내 카페에 들리셔서 구매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중에 오실 
경우는 사무실에서 구매할 수 있습니다. 

◆ 제3회 베델 패밀리 in 코리아 참가 신청 및 봉사자 모집 그간 팬데믹으로 
열리지 못했던 반가운 만남이 다시 시작됩니다. 오늘 코트 야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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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회학교 교사 및 TA 모집 영아부(3부 교사 & TA), 초등부(2, 3부 교사 
& TA)에서 봉사자를 모집합니다. 다음 세대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면 누
구나 지원 가능합니다. 
섬김 시간: (2부 예배) 9시-10시 30분 / (3부 예배) 10시 30분-12시 45분
문의: 각 부서 전도사

◆ 영어 중등부(BYM Jr.) "Harvest Crusade 2023" 등록 참여하기 원하
는 학생은 10월 23일(주일)까지 부서에서 발송하는 Google Forms로 등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날짜/장소: 11월 5일(토), Angel's Stadium
문의: 천승현 집사 (512)947-7291

◆ 예삶 수양회 예삶 청3 수양회가 "Over flow"라는 주제로 열립니다. 예삶
의 청년들이 더욱 예수님과 교회를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많
은 격려와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기간/장소: 10월 14일(금)-16일(주일), 갈릴리 수양관
문의: 강문구 목사 (949)506-6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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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Thanksgiving 작은음악회 출연자 모집  추수감사주일 저녁에 셀이나, 팀, 
또는 개인이 주신 음악적 달란트를 활용하여 참여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일시: 11월 20일(주일) 오후 5시, 베델교회 코트야드
문의: 김홍식 목사 (949)394-5320, 김종학 집사 (949)285-9408

◆ 축하해 주세요
서프랭크/서그레이스 성도 가정에 아들 Elliot Bennett Suh가 9월 23일(금)
에 태어났습니다. 

◆ 위로해 주세요
- 故 유봉하 성도님(유승아 집사의 부친/김태언 집사의 장인)께서 
 10월 4일(화) 한국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습니다. 
- 故 이귀희 권사님께서 10월 5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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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ong in Response: I am a Stranger Here, We are Reconciled in Jesus

Apply to Life1. Are the worries you left behind last week still here this week? Or are they gone?

2. What is a new creation? (2 Cor 5:17)  
 - Not a command or exhortation, but (                                                              )(Rom 8:1,2; 1 John 3:1; 
  Eph 3:6; 1 Peter 2:9)
 -  (                                                              ): He is a new creation
 - In Jesus Christ, New, Those with  (                                                              )
 

3. How has your identity changed in Christ? (2 Cor 5:18,19)

  Sin → Separation from God → Jesus’ Cross → (                                            ) to God/ New Creation

 - Everything is (                                                                               ).
   
 - He has destroyed all (                                                                                     ). (Eph 2:14,15)
    
 - No one can (                                                        ). (Eph 2:9)
   
 - Do not judge or criticize, but just (                                                        ). (1 Cor 4:2-4)

4. What is the responsibility of the new creation and how should one take that responsibility? 
 (1 John 4:12) Share where you are lacking in taking responsibility and what needs to be changed 
 in the future.

 - Married couple (Eph 5:25)

 - Church (1 Cor 12:13, Col 1:24)

 - Love neighbors (Matt 5:16) 

 - Evangelism (Rom 10:14)

Apply to Life

Sunday Worship Sermon Note                                         Speaker: Rev. Hong Sik Kim

What is your ministry?   2 Corinthians 5:17-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