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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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지에 있는 이름 중(찬101/새80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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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부/김현일 집사   2부/김종학 집사   3부/박상곤 장로   4부/김영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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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부/주와 함께 가리라(작곡 Joseph M. Mart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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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경봉독 Scripture Reading .............. 1, 2, 3부/마태복음 7:1-6.............................All together 다같이

4부/사도행전 16: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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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임 체인저(29) 티와 들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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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게도냐 사람의 손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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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 3부/구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찬465/새407장),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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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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cern for the Home Country

나라 걱정

코로나 이후, 우리는 많은 변화를 체감하며 살고 있습니다. 아마 9.11 사태 

이후, 우리는엄청난 변화를 체험했습니다. 공항이 그 중 단연 1등이죠. 지

금도 물을 가지고 보안검색대를 통과하지 못하고, 신발을 벗고 회전링 안에 

들어가 두 손을 투항 하듯 들고 정지 상태로 있어야 하는 불편을 겪고 있습

니다. 공항 게이트까지 가서 배웅하고 마중하는 일은 기억도 나지 않은 옛

날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코로나 때는 아예 공항도 갈 수 없었던 시절도 있

었고, 비행기를 탈 때, 마스크를 끼고 타는 것이 정상이 된 상황입니다. 여

행의 필요는 더 많아졌지만, 여행은 더 불편해졌고, 여행 경비도 상상을 초

월할 정도로 비싸졌습니다. 국제적으로는 아직도 끝나지 않은 러시아 발발 

전쟁으로 핵전쟁의 불안이 있고, 북한은 이에 부채질 하듯 불안을 가중시

키고 있습니다. 지난 달 28일에 발사한 단거리 탄도미사일 두 발은 한국내 

비행장을 무력하는 목적으로 전술 핵탄재를 모의 탑재하고 쏜 훈련이었다

고 합니다. 이달 10월에는 초대형 방사포로 추정되는 SRBM 두 발을 쏜 것

과, 4일에는 일본 열도 너머로 약 4500 킬로미터를 날아간 신형 지대지 중

장거리 탄도미사일을 쏘아 올렸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난달 8일에는 동해

에 재진입한 미국의 항공모함 등 연합군 해상훈련에 대응해 사상 처음으로 

150여대 각종 전투기들을 동시 출격 시킨 대규모 항공 공격 종합훈련이 전

개되었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 대한민국이 위험한 상황입니다.

이렇게 많은 것들이 급변하고 우리의 삶을 위협하고 있는 가운데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아마, 이런 비슷한 상황을 겪

고 있었던 시대가 엘리사 선지자 시대가 아닌가 싶습니다. 주전 7-8세기 

맹위를 떨치던 앗시리아가 세력을 잃어 유브라데스강 상류에도 못 미치고, 

타의 추종을 불허했던 이집트의 막강 세력도 위협이 되지 않던 틈을 타서 

북이스라엘은 역사상 가장 영향력있는 오므리-아합 왕조를 세웁니다. 그

러나 그것도 잠시 예후의 쿠데타로 오므리 왕조는 무너지고 아람의 벤하닷

2세를 암살하고 권력을 잡은 하사엘이 북이스라엘을 침공하게 되고, 나라

는 마치 핵무기 앞에서 무릎을 꿇듯, 군비통제까지 받는 굴욕을 받게 됩니

다.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외교력을 발휘해야 하는데, 약소국의 서러움에 

의지할 곳은 하나님 밖에 없는 상황에 엘리사 선지자는 중병으로 임종하게 

됩니다. 그때 요아스 왕은 눈물을 흘리며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

엘의 병거와 마병이여” 외쳤습니다. 이 외침은 엘리사의 스승 엘리야 선지

자가 하늘에 올라갈 때, 엘리사 선지자가 외쳤던 말과 똑같습니다. 선지자 

엘리야, 엘리사 둘 다 말씀의 종들이었습니다. 한마디로 나라를 지킨 것은 

군사력, 무기, 핵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었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어려

울수록 교회는 말씀에 더욱 붙들려 일어나야 합니다. 그리고 더욱 무릎 꿇

어야 합니다. 그것 만이 살 길입니다. 

After the Coronavirus, we are having to endure many changes. Just as it was fol-
lowing 9/11, we have all gone through such tremendous change. The airline indus-
try certainly takes precedence here. Even today, we still cannot take water through 
the security checkpoints. We must remove our shoes and stand still inside those 
rotating rings, as if we are surrendering with our hands raised up. How inconve-
nient it has become. I can barely remember the last time we could greet each other 
or say our good-byes to each other at the boarding gate. But during Corona, there 
was that time we couldn’t even go to the airport. Now, wearing masks during the 
flight has become the norm. Today, there is a greater need to travel, but only with 
greater inconvenience, and now, only with skyrocketing prices. In the internation-
al scene, Russia’s seemingly unending outbreaks of war has now led to hints of 
nuclear war, while North Korea fans the flames, only to aggravate the tension. On 
the 28th last month, two short range ballistic missiles from North Korea threat-
ened South Korean airports. It was claimed to be a military exercise containing a 
simulated load of tactical nuclear arsenal. This October, we saw two large SRBMs 
shot from a massive launcher. On the 4th, just over the Japanese Archipelagos, the 
latest advanced short range ballistic missile was fired (surface-to-surface) from 
over 4,500 kilometers. Moreover, last week on the 8th, an American aircraft carrier 
was redeployed into the East Sea. United in response, the UN Allied naval forces 
carried out a large-scale joint exercise, altogether capable of sending out over 150 
different fighter jets. It is the most critical time for South Korea than ever before.

In the midst of so many drastic and life threatening changes, we need to ask our-
selves, “How then, shall we live?” I wonder if the times we are living in today are 
similar to what the Prophet Elisha went through in his time. It was a time during 
the 7th-8th centuries B.C., right at the downfall of the rampart rule of Assyria. Just 
out of reach of the upper banks of the Euphrates River, with no fear of threat by 
the immense Egyptian forces (that were second to none), Northern Israel thrives 
through the Omri-Ahab dynasties with the greatest of influence in all of their his-
tory. Despite that, Jehu’s coup d'etat which overthrew the Omri dynasty led to 
the assasination of Ben-Hadad II of Aram by Hazael who then invaded Northern 
Israel. As a nation who surrenders on their knees before a nuclear threat, they were 
humiliated as their weapons were seized. Diplomatic power is necessary to sustain 
one’s country, yet, the misery of being the lesser nation called for trust in God 
alone. It is in these circumstances that Elisha dies of a severe illness. It is then that 
King Jehoash cries in tears, “My father, my father, the chariots and horsemen of 
Israel!” This was the same cry from the Prophet Elijah (the mentor of Elisha) as he 
ascended to heaven. The prophets Elijah and Elisha, both were the servants of the 
Word of God. In a word, the security of one’s country does not come from military 
force, armaments or nuclear weapons, but by the Word of God. As the world be-
comes more and more difficult, the Church must arise and take hold of the Word 
of God. She must, all the more, get on her knees. That is the only way to survive. 

김한요 목사 / Rev. Bryan Kim

담임목사 칼럼
Lead Pastor's Colum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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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비판이 매일의 업무인양 바리새인들은 남들 비판하는 사람들의 대명사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비판하는 자는 

 똑같은 잣대로 자신도 비판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동의하십니까? (1-2절)

2. 비판하는 자들의 정신 상태 mind set 는 어떠하다고 말합니까?(4절)

3. 예수님은 남의 눈 속에 티를 보기 전에, 자기 눈 속에 들보를 먼저 제거하라 말씀하십니다. 내가 제거해야 할 

 들보는 무엇일까요?

 1)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참고/ 마 18:21-35)

 2)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참고/ 엡 4:15)

 3)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참고/ 딤전 1:15)

4. 비판하지 말라는 분별도 하지 말라는 뜻은 아닙니다. 다음 구절을 읽고 지혜를 구해봅시다. 

 (6절, 참고/ 잠 9:8, 갈 6:1)

5. 비판 보다 치유를 향한 우리 언어생활의 거듭남이 있기를 기도합시다. 다음 구절을 읽으며, 참된 힐링이 있기를 

 바랍니다. (참고/엡 4:32, 마 5:7, 롬 14:10-11)

적용하기

<적용찬양: 구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찬465/새407장),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주일 1-3부 설교노트 / 나눔교재 설교자: 김한요 목사

티와 들보
(마 7:1-6) 

산상 설교 강해- 제29편 

게임 체인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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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일럽은 형이 가는 BYM 중등부를 5년 전부터 

봐오며 중등부 예배와 Daniel 전도사님을 기대

하며 기다렸습니다. 오매불망 손꼽아 기다리던 

BYM 첫 예배가 케일럽에게는 가슴 떨리는 날

이었습니다. 예배는 아이에게 무엇보다 특별한 

시간이며 금요일 저녁 스포츠와 제자훈련 또한 

사랑하고 즐거워하고 있습니다. 교회 예배를 기

다리며 빠지지 않는 아이를 보면서 믿음이 얼마

나 성장할지 기대가 됩니다. 벌써 겨울 수련회

를 기다리고 있을 정도입니다. 집에 와서 설교 

말씀을 나누고 아이가 말씀을 사랑하는 모습을 

보면 정말 큰 은혜가 됩니다. 예배를 사모하고 

전도사님을 존경하면서 그곳에서 듣고 배우는 

말씀이 아이의 심령 가운데 세워져 세상 속에서 

진리를 분별하며 순종하는 삶을 산다면 그것이

야말로 보물이라고 생각합니다. 말씀이 심어지

고 그 말씀이 자라 열매를 맺는 아이의 삶을 아

이도 저희 부부도 기대하게 됩니다. 수고하시며 

섬겨주시는 전도사님 팀장님 그리고 선생님들

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Rachael Chang 집사

 

초등부에서 중등부로 올라오고 예배가 바뀌면

서 저에게 많은 영향을 주었습니다. 무엇보다 

예배의 많은 부분이 달라졌고 예배를 대하는 저

의 태도도 변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가 더욱 가까워지면서 예배를 드리는 자세와 하

나님을 대하는 저의 마음가짐도 더 진지하게 변

화했습니다. 다니엘 전도사님의 설교 주제는 깊

이가 있어서 영적으로 더 성장하게 되는 것 같습

니다. 또한 중등부 예배의 찬양을 통해 우리 안

에 계신 성령님이 일하시도록 마음을 열게 되고 

설교 말씀을 듣기 전 우리

의 마음을 준비시킨다고 

느낍니다. 

말씀이 하나님이시라는 

요한복음 1장 1절의 말

씀처럼, 하나님이 우리

가 어떤 삶을 살기를 원하시

는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

떤 분이신지 더욱 선명하게 

알 수 있게 해 주는 것이 말씀

의 능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래서 말씀을 받아들이면 하

나님을 받아들이는 것이고, 

말씀을 읽으면 하나님을 읽

는 것이고, 말씀을 나누면 

하나님을 나누는 것입니

다. 그리고 우리 주변의 사

람들이 예배에 얼마나 중

요한 영향을 주는지 느끼

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주변에 여러 사

람들을 특별히 골라서 두십니다. 때로는 그 사

람들로부터 영적으로 좋은 영향도, 나쁜 영향도 

받지만, 그 모든 것은 우리가 하나님과 더욱 가

까워질 수 있게 하려고 하심을 믿습니다. 이처

럼 저는 중등부로 올라오면서 많은 변화를 느끼

고 있고 성장하고 있습니다. 

손하준(6학년)

 

제가 초등부에 있었을 때는 예배를 좋아하고 예

배 후 친구들과 노는 게 재미있었습니다. 그러

다가 중등부로 올라오게 되면서 처음으로 하나

님께서 제 마음을 만져주신다는 것을 느끼게 되

었습니다. 매주일 다니엘 전도사님은 "교회에 

그저 축복을 받기 위해 오지 말아라. 너희들은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오는 것이고, 우리가 

죄인임을 알고 회개해야만 한다."라고 설교 말

씀을 전하십니다. 다니엘 전도사님의 설교를 들

으면서 저는 제 자신이 너무나 나약한 존재이고 

죄 많은 존재임을 깨닫게 되었고, 더 이상 죄를 

짓지 않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예배 

중에 무릎을 꿇고 기도를 드릴 때 몸은 불편하

지만 기도하고 예배드리는 것을 즐거워하게 되

었습니다. 특히 지난 겨울 처음으로 갔던 수련

회를 기억합니다. 다른 방해되는 것들이 없었

기 때문에 하나님께 온전히 집중할 수 있었던 

소중한 경험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저에게 작은 

믿음을 선물처럼 심어 주셔

서 예배를 통해 성장할 수 있

게 해 주셨습니다. 저는 하나

님께 큰 은총을 받은 예배자

입니다. 

김요셉(7학년)

 

중등부는 박수와 노래로 

찬양하며 예배를 시작하

고, 다니엘 전도사님의 

설교 말씀을 들은 후, 선

생님들과 소그룹 모임을 

하는 방식으로 비교적 

단순하게 이루어집니다. 반

면 초등부에서는 춤과 율동

과 함께하는 재미있는 찬양

들을 배우고, 전도사님의 재

미있는 설교를 듣고, 만들기 

활동을 하거나 게임을 했었

습니다. 이제는 중등부 예배

가 저의 삶에 어느 때보다 더 

큰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설교를 통해 전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저에게 너무나 큰 의미로 다가

오기 때문입니다. 기도하는 시간, 저는 무릎을 

꿇고 주님의 이름을 크게 외치며 정말 열심히 하

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중등부에 올라

오기 전까지는 이렇게 기도를 드린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저의 마음을 숨기

지 않고 솔직하게 드러내고 기도드리면 참 기쁨

을 느낍니다. 매 주일 중등부 예배를 통해 저는 

하나님께 더욱 가까이 가고 있다는 것을 느끼며 

감사를 드립니다. 

Joanna Park(6학년)

교육부 예배 신앙도 키도
훌쩍 자랐어요!



2022년 10월 16일베델교회 5

박효진 장로 "하나님이 고치지 못할 사람은 없다." 

<2020년 9월 6일 설교 '양심의 문제'>
 

중범죄자들만 모인

다는 청송 교도소에 

재직한 박효진 장로

는 사형수들에게 전

도하는 사역자로 유

명한 분입니다. 이

분을 통해 윤도형이

라는 사형수가 예수

를 믿게 되고 8년간 

수감생활을 하다가 

사형이 집행된 이야기를 소개합니다. 사형 집행 

전, 죄목을 읽는 절차가 있는데 윤도형은 그것을 

읽지 말아 달라고 부탁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는 '나의 죄를 인정하며 고백한다. 내가 하나

님을 알기 전에 지었던 죄, 하나님도 기억하지 

않으신다는 그 죄를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내 귀

로 다시 듣고 가고 싶지 않으며, 깨끗한 몸과 마

음으로 하나님께 가고 싶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

다는 생각입니다. 하나님의 새 언약은 예수의 보

혈로 우리의 양심을 깨끗하게 씻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깨끗하게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라는 말씀처럼 누구든 자유롭게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나올 수 있게 된 이 은혜

가, 오늘도 우리를 다시 일으킵니다. 더불어 내

가 받은 용서의 의미를 알기에, 우리에게 실수한 

사람들에게도 얼마든지 용서를 베풀 수 있다는 

사실에 도전 받으시기 바랍니다.

C. S. Lewis "순전한 기독교"

<2020년 3월 29일 설교 '착한 사람 vs. 새 사람'>
       

"호감 주는 착한 성

품, 건전하고 원만

한 성격은 아주 좋은 

것입니다. 우리는 되

도록 많은 이들이 이

런 성품을 갖춘 사람

들로 살아갈 수 있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의학적 교육적 경제

적 정치적 수단을 총

동원해서 노력해야 합니다. 모든 사람이 충분

히 먹고살 수 있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

듯이 말입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을 이렇게 만들 수 있다고 해

서 그들의 영혼까지 구원할 수 있는 것은 아니

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비참한 세상에 구

원이 절실히 필요한 것 못지않게, 자신의 성품

에 만족한 채 그 이상을 추구하지 않고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사는 호인들의 세상에도, 구원은 절

실히 필요합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지금 이 땅에서도 개선된 모습

을 보일 뿐 아니라 종국에는 상상도 못 할 정도

로 개선된 모습을 갖추게 되지만, 그런데도 "개

선이 곧 구원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 피조물

들을 아들로 삼기 위해 인간이 되셨습니다. 단순

히 옛사람을 좀 더 낫게 개선하기 위해서가 아니

라 완전히 새로운 종류의 인간을 만들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이것은 말에게 더 높이 뛰

는 법을 가르치는 대신 말을 아예 날개 달린 동

물로 변신시키는 일과 같습니다."

 

"Lost in Niceness"라는 말이 있습니다. 착한 

것들 가운데 우리가 잊고 있는 것들이라는 뜻입

니다. 우리가 아무리 착한들, 아무리 다른 사람

에게 친절한들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이 필요 없

을 정도로 착한 사람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아니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며 오직 우리는 오

늘 하루하루를 그분의 은혜로만 사는 인생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김한요 목사님의 시

<2020년 11월 29일 설교 '아브라함- '오직 시험'을 
통과한 사람'>
 

관심이 이삭이 되면 염려가 되고 

실망이 이삭이 되면 절망이 되고

나랑 생각 같음이 이삭이 되면 분쟁이 됩니다.

성격 차이가 이삭이 되면 이혼하고 

정치적 성향이 이삭이 되면 원수가 되고

능력이 이삭이 되면 교만하게 됩니다.

취미생활이 이삭이 되면 쾌락주의자가 되고

운동이 이삭이 되면 희생할 줄 모르는 

이기주의자가 되고

재물이 이삭이 되면 일만 악의 뿌리, 

우상이 됩니다. 

사람의 인정이 이삭이 되면 비겁자가 되고

친구가 이삭이 되면 패거리가 되고

잠이 이삭이 되면 기도의 능력을 잃어버리는 

자가 됩니다.

굵은 글자들은 분명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입니

다. 하지만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삶을 통해 보여

주신 것처럼, 우리가 추구하는 only thing이 되

어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지 시험하십

니다. 당한 시험을 통해 우리의 신앙의 수준이 

어디에 와 있는지 확인해 봅시다.

베델 뉴스팀

'오직 시험'을 통과한 사람말씀Aga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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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브라함의 제사' 렘브란트, 163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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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가족 소개 내 맘속에 천국 노래 부르기~

저는 두 딸에게 6대째 믿음의 유산을 물려준 김

규연입니다. 저희 가정은 남편의 UCI 교환 교

수 일정으로 얼바인에 정착하였습니다. 한국에

서부터 교회는 베델 교회로 정했으면 좋겠다고 

하신 멘토 목사님의 추천이 있었지만, 교회 쇼핑

을 할 요량으로 우선 베델 교회에 출석했습니다.

시작하는 찬양부터 제 눈에서는 눈물이 멈추지 

않았고, 김한요 목사님을 통해 주신 말씀은 그

동안 바벨탑만큼이나 높았던 저를 가차 없이 무

너뜨렸습니다. '새 애국가 부르기' 설교에서 믿

음 좋다고 하면서 환경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은 마음속에 천국이 없는 사람이라 말씀하

시는데, 미국에 막 도착해 채 1주일도 되지 않은 

시간 속에서 높아진 환율, 아무것도 없는 텅 빈 

집, 무엇부터 해야 할지 몰라 남편에게 불평불

만을 쏟아붓던 저를 보게 하셨습니다. '내가 그

런 사람이었구나. 나는 믿음 좋다고 자랑하고 다

니면서 정작 내 마음속에는 천국이 없었구나...'

그 이후로 매주 김한요 목사님을 통해 주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은혜를 9주째 누리고 있습니다. 

특히, 김한요 목사님께서 운전 실기시험에서 5

번 떨어지신 일화는 때마침 3번째 실기 시험을 

앞두고 있었던 저에게 가장 큰 위로와 격려가 되

어 그 주에 실기 시험도 붙는 은혜를 누렸습니

다. 태어나 처음으로 '새'신자로 섬김을 받았습

니다. 익숙했던 신앙을 뒤로 하고, 예수님의 삶

과 십자가의 죽음, 그리고 부활이 내 삶에 어떻

게 관련이 있는지 다시금 감사하며 되새겼습니

다. 그리고 이제 '헌'신자가 되었습니다. '헌'신

자로서 하나님의 집, 베델 교회에서 앞으로 1년

간 저희 가정에 행하실 일들을 기대합니다. 

비록 환율은 9주 전 그때보다도 더 올랐고, 청담

동 한가운데 같은 물가에 어리둥절 하지만, 한

걸음 한 걸음씩 인도하시고, 풀어 가시고 그분

의 방법으로 이끌어 가시는 주님을 느끼고 또 기

대합니다.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 없다는 것, 그 

모든 것이 은혜라는 것, 먼 이국땅 얼바인에서 

베델 성도로 느끼고 있음에 행복합니다.

김규연 성도

목사님의 심방이 화근이었습니다. 작년 가을학기

부터 올해 봄학기까지 1년간 믿음의 다섯 가정과 

함께 선한열매셀을 섬겼습니다. 말씀으로 삶을 나

누고 서로를 위한 뜨거운 기도와 응답, 또 비슷한 

또래의 자녀양육 고민, 각종 이벤트로 유쾌하고 재

미있기까지 모든 것이 완벽했습니다. 이보다 더 좋

을 수 없는 완전체에 가까운 우리들의 만남을 계

획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올해 하반기를 시작하

려 할 즈음 저희 집으로 심방을 오신 담당 목사님

으로부터 청천벽력(?) 같은 소식을 접했습니다. 바

로 셀분가를 권면하신 것입니다. 그 말을 듣는 순

간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듯 했습니다. '니들끼리 

너무 좋은것보다 더 흩어져서 은사대로섬겨라'라

는 말씀으로 들렸습니다. 그간 정

들었던 셀식구들과 헤어지기 싫은 

마음은 한이 없지만 교회리더십에 

따르고 무엇보다 하나님이 원하시

는 길이라는 것을 알았기에 거부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렇게 저희 셀은 

반강제(?)로 분리되었습니다. 분가

를 발표하는 날에 해고당하는 기분

이라고 집에 가지 않겠다고 생떼를 

쓰며 밤늦게까지 탄식하는 셀원도 있었습니다. 그

러나 끝내는 모두가 분가에 대해 받아들이고 하나

님의 벼랑끝 작전인지 무려 3명이나 제자훈련 막

차를 탔습니다.

저희 가정은 젊은 부부 가정들을 새로이 섬기게 

됐고, 장지봉/김선희집사님은 일명 브릿지셀 (새

가족 훈련은 마쳤으나 셀배정을 받지 못한 성도

님이 셀에 배정될 때까지 섬기는 셀)을 흔쾌히 맡

아 주셨고, 석민석/신수정 집사님은 기존 셀식구

분들과 새가족을 더하여 새로운 셀로 탈바꿈 시키

며 섬김의 자리로 기꺼이 나와 주셨습니다. 셀이 

분가하는데 크고 작은 힘든 일들이 우리들의 앞길

을 막았지만 모든 과정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게 

하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는 값진 분가의 시

간이었습니다. 

 

셀 분가 후 저희 부부는 젊은 부부 가정들과 또 

하나의 열매를 꿈꾸며 새출발을 하게 되었습

니다. 코트야드에서 첫만남부터 젊은 친구들

의 모습은 달랐습니다. 인친(인스타그램 친구)

이라고 서로를 알아보며 인사를 나누었고 아기

를 안고 예배를 드리고 셀모임에 참여하는 모

습이 신선하고 풋풋해 보였습니다.이제 두번

의 만남이라 아직 서로에 대해서 잘 모르지만 

같은 뜻과 같은 마음으로 푯대를 향하여 한배

를 타고 항해를 시작합니다. 

왕성한 세포분열로 우리 몸이 성장하듯이 역

동적인 셀분가로 베델교회의 영적 성장과 부

흥이 일어나는 선한 열매들이 계속 맺혀져 가

길 기도하며 뭉치면 죽고 흩어져야 많은 영혼

들이 살아날 것을 알기에 오늘도 기쁨으로 순

종하며 나아갑니다.

황인수/박지은 집사

등 떠밀린 선한 열매 선한열매1셀
믿음 목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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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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1월)Ⅰ 10/23: ①부-노승남 ②부-다무라고조 ③부-박세환  ④부-최의영
  10/30: ①부-마상호 ②부-박길상 ③부-박원식  ④부-최재환
  11/6: ①부-박선화 ②부-박성규 ③부-박종민  ④부-김수빈

헵시바토요새벽 대표기도(10,11월)Ⅰ 10/22: 유형석 10/29: 윤대호 11/5: 윤성식 11/12: 이봉재

강단꽃(10,11월)Ⅰ10/16: 이강민, 이석희, 최재윤  10/23: 서동하, 최호경  10/30: 김종곤, 김창남  11/6: 김영신, 김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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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하는	베델	가족	여러분,	사랑하는	가족을	멀리	떠나보
낸	심정으로	한국에	계신	베델	성도님들의	소식이	궁금하고	
그리워지는	계절입니다.	미국과	한국에	떨어져	계신	가족들,	
혹은	정든	베델을	떠나	한국으로	귀국하신	베델	가족도	계
십니다.	베델교회에서	함께	한	귀한	시간을	기억하며,	이제
는	한국	교회를	성실히	섬기며	최선을	다해	살아가고	계실	
베델	성도님들과	"베델	패밀리	인	코리아"에서	다시	만나는	
기쁨을	누리고자	합니다.	

이번	모임은	팬데믹	이후	처음	열리게	되는	모임이라	더욱	
큰	감사의	마음을	담아	준비했습니다.	그리운	가족을	만나는	설렘으로	정성을	다해	준비한	저녁	식사,	찬양과	더불어	
김한요	담임목사님의	살아있는	말씀을	생생하게	현장에서	들으며,	"베델	패밀리"	책자와	영상으로	선교,	훈련,	교육	분
야의	사역	방향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	모임을	사랑으로	후원해	주신	성도님들의	정성어린	선물도	준비되어있습
니다.	삶의	이야기와	교제의	기쁨	속에	그리웠던	베델	예배의	감격을	함께	누릴	은혜의	시간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베델을	사랑하시는	분이라면	누구나	참석	가능하오니	한국에	계신	가족,	지인들께	널리	알려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또
한	은혜로운	모든	일정을	위해	베델	성도님의	많은	관심과	기도	부탁드립니다.

▶ 일시: 10월 27일(목) 오후 5시
▶ 장소: 지구촌 교회 분당 채플 7층 712호(어린이 예배실),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미금일로 154번길 6
▶ 문의: 변준호 장로 (949)607-9869, 010-9665-5866(한국), jbyun905@gmail.com
           이충경 목사 (949)537-6968, cklee@bkc.org

사역광고 제3회 베델 패밀리 in 코리아

18700 Harvard Ave., Irvine, CA 92612 ◆ Tel: 949.854.4010 ◆ www.bkc.org

담임목사: 김한요
Rev. Bryan Kim, Lead Pastor

<지구촌 교회 오시는 길> 

① 지하철 이용: 미금역에서 하차 → 5, 6번 출구에서 5분 거리

② 버스 이용: 미금역(2001아울렛 하차 → 07043, 07045, 07331, 07333 경기 버스)
               미금역 1, 3번 출구 → 2번 (마을버스)

③ 자가용 이용: 

·서울에서 오실 때: 분당/수서 고속화도로 분당 방향 → 정자지하차도를 나오면서 고가차도의   
  우측으로 붙어 직진 → 삼거리가 나오면 좌회전 → 첫 번째 사거리에서 우회전

·수원에서 오실 때: 경부고속도로 판교IC (10m 사거리 우회전) 
  → (2km 직진) 미금역 표지판을 따라 진입 → 첫 번째 사거리 우회전

·고속도로로 오실 때: 판교 IC에서 수지, 수원 23번 국도 4km 후 분당 미금역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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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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월 19일(수)부터 2주간 박성권 목사님께서 수요 예배에 말씀
으로 섬겨주십니다. 함께 모여 뜨겁게 올려드리는 예배와 기도로 풍성한 가
을의 열매를 맺게 될 수요 예배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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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인 세례/입교식 안내 11월 13일 주일 예배 시 있을 세례/입교식을 위해 
대상자들은 세례 교육 및 문답을 수료해야 하며 CIM, BYM, 예삶, JM은 각 
부서에서 교육과 문답을 진행합니다.
세례식 및 입교식 일시/장소: 11월 13일(주일) 2부 예배 시, 본당
신청 기간/방법: 10월 16일(주일)-29일(토), 교회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만 신청가능
세례 자격: 만 12세 이상(BYM, CIM 이상) 및 베델교회 등록교인(6개월 이상 출석)
입교 자격: 유아세례를 받은 자로서 만 12세 이상(BYM, CIM 이상)
교육 일시/장소: 10월 30일(주일) 오후 1시 30분, 본당 2층 컨퍼런스룸
문답 일시/장소: 11월 6일(주일) 오후 12시 30분, 목회자실
문의: 최규덕 장로 (949)838-4445, 조태헌 목사 (949)431-8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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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감사 나눔 토크 콘서트 추수감사주일을 맞아 성도님들의 감사의 사연과 
음악이 어울어진 감사 나눔 토크 콘서트를 개최합니다. 2022년 한해 특별한 
감사의 제목이 있는 셀이나, 팀 또는 성도님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참
여한 모든 분들에게는 상품이 있습니다.
일시: 11월 20일(추수감사주일) 오후 4시 30분, 베델교회 코트야드
응모 기간: 10월 23일(일)부터 11월 6일(일)까지
응모 방법: 교회 앞 부스에 준비된 엽서에 기록하여 응모함에 넣어주세요.
              이메일 hongsikkim@bkc.org 로도 응모 가능합니다.
문의: 김종학 집사 (949)285-9408

◆ 2022 베델 선교 비전 선언문 'Go together 함께 가는 총체적 선교'라는 주
제로 열린 2022 베델선교대회에서 베델의 파송협력선교사가 한 자리에 모여 
팬데믹 이후 다음시대를 위한 선교 비전을 바라보고 향후 선교적 방안을 모색
하며 베델선교비전을 선언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베델에게 주신 선교의 비
전을 우리 모두 한 마음으로 품고 함께 달려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자세한 
비전선언문의 내용은 삽지한 선언문을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 멕시코 일일 선교팀원 모집 멕시코 일일 선교가 11월 5일(토)에 있습니 
다. 홈페이지에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준비모임 일시/장소: 10월 25일(화), 11월 1일(화) 저녁 7시, 조이채플
문의: 고석민 장로 (714)501-7456, 황기원 집사 (213)210-32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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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내카페에서 판매
중입니다. 오늘 실내 카페에 들리셔서 구매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중에 오실 
경우는 사무실에서 구매 가능합니다. 

◆ 교회학교 교사 및 TA 모집 영아부(3부 교사 & TA), 초등부 (2, 3부 교사 
& TA)에서 봉사자를 모집합니다. 다음세대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면 누구
나 지원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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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하는 
학생은 10월 16일(주일), 오늘까지 부서에서 발송하는 Google Form로 등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날짜/장소: 11월 5일(토), Angel's Stadium
문의: 천승현 집사 (512)947-7291

◆ 목회자 동정 BGC를 섬기시던 Justin Kim 목사님께서 사임하시고 새로
운 사역지로 가십니다. 그동안의 섬김에 감사드리며, 목사님 가정과 앞으로
의 사역을 위해 기도 부탁드립니다. 

◆ GMMA Conference 안내 "God Reigns"라는 주제로 의료 컨퍼런스가 
개최합니다.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기간/장소: 10월 21일(금)-22일(토), 베델교회
문의: 오세영 집사 (949)892-9929, conference.gmma7.org

◆ 위로해 주세요
- 故 배월용 집사님께서(배주희 성도의 부친/정성일 성도의 장인) 
 10월 8일(토) 한국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습니다. 
- 故 손이연 집사님께서(손여림 성도의 부친/박경탁 성도의 장인) 
 10월 15일(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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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9

GAME CHANGER

Apply to Life1. The Pharisees were judging others all the time as if it is their daily tasks. But Jesus said that those 
 who judge will be judged in the same way. Do you agree? (Vv 1-2)

2. What does Scripture say about the mindset of those who judge others? (V 4)

3.  Jesus said to take the plank out of your own eyes first before you remove the speck from someone 
 else's eye. What is the “plank” you think you need to remove?

 1)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Ref/ Matt 18:21-35)

 2)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Ref/ Ephesians 4:15)

 3)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Ref/ 1 Timothy 1:15)

4. No judgment doesn't mean no discernment. Read the following verses and seek wisdom. 
 (V 6, Ref/ Proverbs 9:8, Gal 6:1)

5. Pray for the spiritual rebirth of your life toward healing rather than judging. Discover true healing 
 as you read the following verses. (Ref/Ephesians 4:32, Matthew 5:7, Romans 14:10-11)

<Song in Response: Dying with Jesus, by Death Reckoned Mine (Hymn 465), Let the Words of My Mouth

Apply to Life

Sunday Worship Sermon Note Speaker: Rev. Bryan Kim

A Speck and a Plank
(Matthew 7: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