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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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00A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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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랫동안 기다리던(찬105/새105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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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부/선상균 장로   2부/변준호 장로   3부/이봉윤 집사   4부/김승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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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부/곧 오소서 임마누엘(작곡 이형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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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아 세례식 Infant Baptism.............................................................................All together 다같이

2부/박리아(Lia)   3부/최유니(Olivia Yuni)

  성경봉독 Scripture Reading .............1, 2, 3부/마태복음 7:21-29 ...........................All together 다같이

4부/마가복음 9:3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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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임 체인저(32) 비바람이 불 때 드러난 반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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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도스 위에서 로고스를 만나다(27) 예수님 안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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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 3부/송축해	내	영혼

  헌금 특송 Offering Song ..............................................................................  Mane Sonus 중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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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 3부/지금까지	지내온	것(찬460/새301장),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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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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ficial Mink Blanket

밍크 담요

저는 대학교 때, Touring Choir(여행 합창단) 동아리에서 활동했습니다. 

일주일간의 부활절 방학 동안, 미국 교회를 중심으로 공연하러 다니던 저

희는 공연을 마치고 콘서트에 참여했던 교인들의 집으로 흩어져 민박했습

니다. 다음 날 아침을 먹고 그분들이 저희를 다시 교회로 데려다주면, 다

음 공연 장소로 이동하면서 그렇게 한 주간을 보냈던 추억이 있습니다. 한 

번은 오하이오 리마의 한 침례교회에서 공연하고, 교인 집에 갔는데, 초등

학생으로 보이는 제프라는 아이가 저를 보자마자 눈을 째는 흉내를 내면

서 놀리자, 당황하던 부모의 모습이 선합니다. 난생처음 미국인 집에서 자

게 되었는데, 그때 침대 이불은 어떻게 덮고 자는 것인지 비로소 알게 되었

습니다. 매트리스에 장착 시트(fitted sheet)를 덮고, 그 위에 톱 시트(top 

sheet)를 깔고, 마지막으로 계절에 맞는 얇은 담요를 덮습니다. 아직도 이

해는 못 하지만 수많은(?) 베개를 얹어 놓았던 것도 생각이 납니다.

저는 기숙사에서 살 때도 완전 한국식으로 살았습니다. 침대에서 자면서 

밍크 담요 한 장으로, 추우면 두 장으로 지냈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면, 

당시 룸메이트가 속으로 꽤나 웃었을 것 같습니다. Touring Choir 다녀

온 후, 저는 그 미국인 집에서 본 대로 정식으로 침대를 셋업 하기 시작했

고, 시트와 시트 사이로 몸을 넣고 자는 습관이 들었습니다.

아~ 지금은 밍크 담요를 생각하면, 밤에는 덮고 자는 이불, 낮에는 고스

톱 치는 방석, 저녁에는 늦은 귀가하는 아빠들을 위해 따뜻한 밥 식지 말

라고 공깃밥을 파묻는 아내의 따스한 정성을 대변하는 물건이었습니다. 저 

같은 이민자들에게는 한국에서 갓 이민 온 티를 내는 물건이기도 했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밍크 담요 같은 물건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성경책

입니다. 그것도 빨간 칠이 되어 있는 성경책입니다. 또, 신약 성경에 시편

만 추가한 휴대용 성경책입니다. 학교 다니면서 무거운 가방에 넣고 다니

기 딱 좋은 성경책이었습니다. 요즘은 이런 성경책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

다. 책도 하드 카피보다는 e-book으로 읽는 시대, 이제는 성경책도 셀폰으

로 찾아 읽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우리의 손때 묻은 정겨운 성경책은 이제

는 찾아보기 힘듭니다. 너무 많이 봐서 해진 성경책은 아마, 박물관에 가야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밍크 담요의 추억처럼 내 손에 익은 정겨운 

성경책을 붙들고 말씀을 읽든지, 새로 나온 스마트폰으로 간편하게 열어

서 말씀을 묵상하든지, 중요한 것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빛’이 되는 하

나님의 말씀을 삶의 이정표로 삼고 안내를 받는 것입니다. 주님과 동행하

며 말씀과 함께 인도받는, 따뜻한 밍크 담요 같은 한 해가 되길 기도합니다.

In college, I was actively involved in a Touring Choir(traveling choir group). 
For about a week during Easter break, we traveled to many different 
churches in the States. After each concert, we would be divided and placed 
in homestay at church member’s homes. Following day, after breakfast, we 
would be driven back to church and then travel to our next concert loca-
tion. I have memories of spending weeks like this. One time, we performed 
at a Baptist church in Lima, Ohio. I went to a church member’s home for 
homestay. An elementary school boy named Jeff greeted me and started 
to imitate Asian eyes by slitting his eyes. I remember the stunned look on 
his parents. That was the first time I slept in an American home. This home 
was where I learned the proper way to use blanket on a bed. Mattress is 
covered with a fitted sheet and a top flat sheet. The bed is then topped 
with a blanket appropriate for weather. If I could add one more thing, there 
are many pillows placed on top of the bed. I still don’t understand why(?).

I lived in my dorm room completely in Korean style. I slept on my bed 
with just one artificial mink blanket; maybe, two blankets if it’s cold. 
Now that I think back, my roommate probably thought this was funny. 
After coming back from the Touring Choir, I set up my bed properly and 
began sleeping in between two sheets. 

Ah~ when you think about mink blankets now, it used to serve as a 
blanket at night and as a mat to play a game of Go-Stop(Korean card 
game) during the day. In the evening, it served as a cover to keep a 
bowl of rice warm for dad who may be coming home late, showing the 
wife’s sincere warmth. For an immigrant like me, it was also an item 
that was a dead giveaway of being a newly arrived Korean. 

We could also have something like the mink blanket in our life of faith. 
It is the Bible. It is the Bible with edges of pages stained in red. It could 
also be the compact Bible of New Testament with Psalms. This was a 
perfect size to carry in a heavy backpack. You cannot find those Bibles 
nowadays. We live in an era of e-books instead of hard copy books. We 
have Bible apps in our cell phones. It’s hard to find old Bibles that are 
worn out and stained by hands. Perhaps, well used tattered Bible can 
only be found in museum. Whether you read from a tattered Bible that 
is well-used by your hands or meditate on His Word from your smart 
phone, the important thing is for your life to be guided by God’s Word 
that is ‘lamp to my feet, light to my path’.  I pray for coming year that you 
will walk with God and be guided by His Word like a warm mink blanket.  

김한요 목사 / Rev. Bryan Kim

담임목사 칼럼
Lead Pastor's Colum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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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여 외쳤다고 다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라 했습니다. 아래 참고 구절을 찾아 읽으시고, 어떤 고백을 지적하는 

 말씀인지 나누어 봅시다. (21-22절, 참고/ 롬 10:9-10, 고전 12:3)

2. 23절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은 누구입니까? (참고/ 딤후 2:19)

3. 지혜로운 사람과 어리석은 사람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24절, 26절, 참고/ 눅 6:48-49, 참고/ 요일 2:4, 약 1:25)

4. '고난은 내 눈앞에 십자가 비디오를 켜는 기회입니다.' 지혜로운 자 되기 위해 우리가 끊임없이 켜야 할 은혜의 

 현장은 무엇입니까?

적용하기

<적용찬양: 송축해	내	영혼

주일 1-3부 설교노트 / 나눔교재 설교자: 김한요 목사

비바람이 불 때 드러난 반석
(마 7:21-29) 

산상 설교 강해- 제32편 

게임 체인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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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보를 통해 교사 모

집을 한다는 소식을 

접하고 "해볼까? 할 

수 있을까?"라는 생

각으로 한 주를 보

냈습니다. 아내와 의

논도 해 보았지만, 자신은 

없었습니다. 그다음 주, 같은 

광고를 또 보면서 내가 하는 

게 아니니까,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시겠지 라는 막연한 

믿음(?)으로 전도사님께 

연락을 드린 게 두 달 전이

었습니다. 처음 가보는 샬

롬 채플에서 CIM 예배를 

드리면서 너무나도 낯설

고 어리둥절했던 시간이 

지나고, 새 친구 환영회와 

행사 시작 5분 전까지도 썰렁

해서 불안해하던 Thanks-

giving Banquet을 모두 마치

고 나서야, 저도 CIM공동체의 

일원이 된 것을 실감했습니다. 

특히 식사를 준비해주신 팀장

님과 셀 식구들, 직장에서 일을 

마치고 헐레벌떡 오셔서 동참해주신 여러 선생

님과 부모님들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인도

하심에 감사의 기도가 저절로 나왔습니다. 감사 

축제에서 찬양하는 찬양팀을 통해 하나님의 영

광이 드러나는 시간에 함께 할 수 있었음에도 

감사드립니다.

윤승환 집사(교사)

11월 11일 금요일 저녁, 조금은 이른 Thanks-

giving Banquet이 있었습니다. 학부모님들과 

학생들, 교사분들이 CIM을 사랑해주시는 많은 

분들을 모시고 지난 일 년 동

안 부어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약 60여 명이 모여 정성스럽

고 맛있는 음식과 함께, 찬양

하며 기도하며 감사를 나누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한 공동체

로, 한 가족으로 모여 함께 시

간을 보내는 것, 이것이야말로 

놀라운 은혜이자 감사의 제목

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팀장

님이 섬기시는 셀모임 가정들

의 헌신으로 미국 가정에서 먹

는 전통적인 Thanksgiving 음

식이 한가득 준

비되었습니다. 

CIM선생님들께

서도 음식과 후

식을 제공해 주

셨는데 부족한 것 

없이 너무나도 완

벽하게 준비된 음식

들을 보며, 하나 됨

의 축복을 느꼈습니

다. 식사에 이어 준

비된 임래나 자매와 

조수민 선생님의 첼로

와 피아노 연주 특송을 

통해서는 특별한 은혜

가 있었습니다. 하나님

이 우리에게 주신 달란

트로 영광 돌려드릴 수 

있는 것도 놀라운 감사의 제목임을 모두가 

확인한 시간이었습니다. 

학생대표 정하민 형제가 감사 제목을 나누어 주

었습니다. 미국에 와서 하루하루 감사함으로 생

활하게 된 것, 학교에 적응해 가는 과정에 믿음

의 공동체가 있다는 것에 감사하다는 고백에, 

모두가 같은 마음으로 박수를 보냈습니다. 학부

모 대표 김명현 집사님을 통해서는 자녀를 향한 

따듯한 부모님의 마음이 느낄 수 있었고, 건강

한 교회와 신앙 공동체에 속해서 성장할 수 있

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를 통해 

베델로 불러주신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떠

올리게 되었습니다. 이번에 함께 교사로 섬기게 

된 장현숙 선생님께서는, 바쁜 일상에 치여 감

사하기 힘든 순간에도 주변을 통해서 감사를 떠

올리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 새롭게 교사

로 섬기게 된 배경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

다는 고백을 나눠주셨습니다. 우리에게 행하신 

놀라운 일들과 앞으로 행하실 일들을 함께 감사

하며 기도하는 귀한 교제의 시간을 허락하신 하

나님께 모든 영광 돌립니다. 

이형석 전도사 

은혜로웠던 감사 나눔 토크쇼가 끝난 뒤, 이번 

한 해가 나의 힘과 지식 그리고 열정으로 이루

어진 것처럼 보이지만, 주님께서 이끌어주셨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광의 자리로 초대해 주신 

것임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날마다 

주님의 은혜 안에 거하게 하심과 하나님께서 항

상 저의 기도에 귀 기울이시고 응답하시는 것, 

그리고 아직 팬데믹 때문에 많은 학생이 불안을 

느끼고 있지만, 이 불완전을 통해 완전하신 주

님을 알게 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끊이지 않

은 어려움 속에서 모두가 교회 그리고 CIM 공

동체에 나와 다 같이 뜨겁게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한진 자매(찬양팀)

이번 감사 나눔 토크 콘서트는 저에게 올해 가

장 큰 은혜로 기억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만

나고 찬양팀에서 섬기며 많은 성도분 앞에서 찬

양하며 은혜를 나눌 수 있음에 정말 감사했습

니다. 추운 날씨에도 저희의 부족한 찬양에 집

중해 주셨음에 감사하고, 이런 자리를 마련해

주신 교회에, 그리고 같이 준비한 찬양팀 친구

들에게 감사를 전하고 싶습니다. 저는 우리 공

동체 친구들, 선생님들, 그리고 전도사님을 식

구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우리 교회, 그리고 

CIM 공동체는 식구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단

합하여, 공동체 의식을 느끼며 나아가는 것 같

습니다. 얼마 남지 않은 한 해, 마지막까지 서로 

감사하며, 하나님께 붙들려 가족인 CIM 공동체 

모두가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황지민 형제(찬양팀)

교육부 - 한어중고등부(CIM) 씨실과 날실로 엮어진 뱅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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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년부실에서 데코와 테이블 세팅을 마치고, 하

나, 둘 도착하는 셀목자님들을 뵐 때, 마음이 두

근두근했습니다. 오늘 이 모임이 어떻게 그려질 

것인지에 대해 기대와 떨림이 있었습니다. 이름

표가 배치된 자리를 찾아 앉으시는 셀목자님들

을 보며 인사를 건네며 처음 마주 보고 인사하는 

분들이 대부분이었다. 

드디어 뱅큇이 시작되었으며 오프닝은 셀사역

을 담당하시는 박경철 목사님의 축가로 시작되

었습니다. 가사에 우리 셀목자들을 향한 마음을 

가득 담아 열창하셨는데, 그 공간 안에 공기의 

진동이 가득 느껴지는 시간이었습니다. 게임을 

인도하시는 집사님의 빙글빙글 댄스가 이어졌

고, 여러 가지 게임을 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처음엔 서로의 친밀감을 위해 함께 풍선 띄우며 

함께 손을 잡고 풍선을 계속 띄우려고 움직였

고, 그렇게 서로를 이해하고 협력을 경험하였습

니다. 성경에 나오는 인물의 이름을 맞추는 게

임도 했습니다. 셀목자님들이시라 그런지 성경 

지식도 역시나 대단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몸

으로 말해요~' 모션 게임으로 한국 속담을 몸으

로 표현해서 전달하고 그것을 또 전달해서 처음 

본 사람의 전달이 마지막 사람의 입으로 표현

되어 나오는 것과 맞아야 하는 게임이었습니다. 

앞에 나온 네 분은 열심히 몸으로 설명하고 맞추

시고, 그걸 함께 보는 재미가 있었습니다. 얼마

나 열심히들 해 주셨는지 정말 재미있었고, 신

나는 시간이었습니다. 셀목자님들이 이렇게 잘 

놀다니, 얼마나 셀모임이 즐거울까, 하는 생각

도 들었습니다. 다들 마음에 열정 가득하셨고, 

함께 어우러져서 놀기를 기꺼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목장 담당 목사님께서 셀목자를 위한 안

전망에 대해 말씀을 나눠주시면서 우리 셀목자

들이 어떻게 나아가야할지 셀원들과 함께 유익

한 셀모임을 할 수 있도록 격려해 주시고, 또 서

로를 위해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면서 하

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이 

시간을 지나면서 바라보며 마주하는 셀목자님

들의 모습이 이젠 낯설지 않고 반갑게 느껴졌

고, 주일에 만나니 반가운 친구를 만나는 느낌

이 들었습니다.  

처음 하는 목장 뱅큇, 부족함이 있었겠지만, 우

리 믿음 목장 셀목자님들께 위로와 격려가 가득

한 시간이었음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석민석/신수정 집사(선한 열매 2셀)

"셀목자를
응원합니다!"

셀사역 - 셀목자 뱅큇(믿음 목장) “놀면 뭐 하니?” 신나는 몸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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삶 속에서 능력이 되는 QT, 커피와 함께 삶을 

마시는 QT카페! QT카페는 당일 담임목사님의 

아침영상메시지로 초대된 게스트와 함께 묵상

하며, 받은 은혜와 말씀을 삶에 적용하여 나눕

니다. 그날 준비한 커피, 디저트와 함께 따뜻한 

대화가 오가는 시간입니다. 

진행자인 조태헌 목사님은 카페 문을 열며 아무

리 맛있는 원두여도 욕심을 부려서 내리면 그 맛

을 내지 못하는 것처럼 성경 말씀도 일정하고 꾸

준하게 나누며 삶에 적용해야 진정한 말씀의 맛

을 누릴 수 있다고 했습니다. 

첫 번째 게스트는 BYM을 섬기는 다니엘 현 전

도사님입니다. 당일 큐티인 본문인 고린도전서 

12장 12-31절 말씀으로 "우리가 바로 그리스

도의 몸이며, 여러 지체가 모여 한 몸을 이룬다. 

하나된 몸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전도사님은 예전에 입이 가벼

워 주변의 이야기를 여기저기 누설하던 약점이 

있었는데, 지금 돌아보니 그 '입'에서 매주 하나

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것을 보며 약점을 사용하

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두 분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후 목회자의 

길에 대해 고민이 많았지만, 기도할수록 소명을 

주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여기까지 왔다

고 합니다. 그리고 아버지를 통해 목회의 길로 

오게 되었음을 공통으로 나누었습니다. 특히 현 

전도사님은 투병으로 연약해지는 아버지를 보

며 기도할 수밖에 없었는데 그 시간을 통해 기

도의 훈련을 받았음을 고백했습니다. 오랜 투병 

후 결국 아버지는 돌아가셨지만 상실과 절망의 

순간 베델의 많은 목회자들의 기도와 위로가 담

긴 영상 메시지를 보며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된 

베델의 지체가 있음을 깨달았다고 합니다. 

서로 공감하는 나눔 후에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이 된 지체를 생각하며, 집만들기 쿠키로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때로는 이해가 되

지 않는 현실이 있더라도 속단하지 않고, 그리

스도 안에서 더욱 하나되기에 힘써야 한다는 메

시지가 남았습니다. 매일 우리에게 주시는 QT

말씀이 더욱 풍성하게 나누어지는 베델교회 공

동체가 되길 소망합니다. 

베델뉴스팀

방송 스케치 - QT 카페(1) 아버지와 아들

베델 선교 - 기니비사우

기니비사우는 서아프리카 적도에 위치하며 대

다수의 국민이 하루에 한 끼를 겨우 먹는 세계 

최빈민국에 속하는 나라 중 하나입니다. 대부분 

이슬람과 토속 종교를 믿으며 기독교는 1% 미

만인 그곳에는 협력 선교사이신 유요한, 글로리

아 선교사님이 19년째 사역하고 계십니다. 5년 

전에 200명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놀라운 은혜

를 체험했으며, 사역 마지막 날 주신 하나님의 

비전으로 아름답게 교회를 건축하게 되었습니

다. 그다음 해 방문 시에는 브라질 선교사님을 

담임 목사로 추대하며 온 부족이 교회에 모여 축

제하였는데, 그때의 감격은 지금도 잊을 수가 없

습니다. 하나님을 전혀 몰랐던 비조우 부족에게 

복음이 전해지는 기적이 이루어지게 되었습니

다. 3년 전에는 말라리아와 토속 질병으로 고통

받는 많은 사람을 치료했으며, 현지 학교에 가르

쳐 준 어와나게임에 감동받은80명이 넘는 학생

들이 기독교를 알게 되었고, 200명이 넘는 만댕

고 족속들이 영접하는 기적을 보여주셨습니다. 

총칼로 기독교인을 막았던 추장은 지금은 우리

를 환영하면서 팬데믹으로 갈 수 없었던 동안 

만사이니교회를 세우고 우물을 파고, 교회 학교

를 시작했습니다. 또한, 기도한 대로 기니비사

우 수도에 있는 일명 마라나타 땅에 선교사님과 

3년의 기나긴 공사 끝에 기독교 학교인 유니온 

초등학교가 세워졌습니다. 올해 처음으로 사역

을 시작하게 되며 미국에서 사용하는 초등학교 

영어와 수학 프로그램과 어와나 게임, 배구, 베

드민턴을 전수해, 장차 기니비사우를 이끌어갈 

기독인 경제, 정치 리더를 양육하게 됩니다. 그

리고 이번에는 도시에서 2시간 떨어져 있는 미

전도 종족에게 집중적으로 사역해 그곳에도 복

음이 전파되어 교회가 세워지기를 소원하며 기

도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존 한 집사

선교 일정: 12월 8일-15일
선교 팀원: 김홍식 목사(수행 목회자), 
 존 한 집사(팀장), 이석희 장로, 
 최문혁 장로, 박현선 집사, 박성남 집사, 
 크리스틴 전, 이윤옥 권사 

철커덕 열어주신 주님의 손 지문

 1. 많은 영혼이 구원받으며, 
    아픈 자들이 나음을 받기를

 2. 팀원들의 안전과 건강을 위해
 3. 유니온 초등학교가 잘 정착할 수 있도록
 4. 만사이니 교회에 준비된 담임 사역자를 
  보내주시기를 

기도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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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델교회의	새가족이	되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
다!	성탄의	계절을	맞이하며	새가족이	되신	성도님들과	
함께	새가족	환영회를	하고자	합니다.	초청장을	받으신	
새가족	성도님들은	자녀와	함께	꼭	참석하셔서	성도	간
의	풍성한	사랑의	교제와	나눔의	뜻깊은	시간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환영회에서는	담임	목사님을	비롯한	목회진
과	사역	장로	소개가	있겠으며	아울러	새가족	팀에서	정
성으로	준비한	최상의	음식과	멋진	장식이	어우러진	곳
에서	새가족	성도님들과	함께합니다.	이제	베델교회의	
한가족으로서	이민	생활의	공허함을	예배를	통해	믿음
으로	채워가시며	신앙생활의	참	기쁨을	누리며	사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길	기도하겠습니다.	베델의	새가족이	되
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하며,	한가족의	기쁨으로	모
두	만나	뵐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일시: 12월 10일(토) 오후 5시
▶장소: 유년부실
▶문의: 김병인 장로 (714)904-2686

교육부	선생님들의	노고와	섬김에	보답하고자	베델	교사	
만찬이	12월	11일에	열립니다.	펜데믹	중에도	교육부는	우
리	자녀를	위한	기도와	섬김을	멈추지	않고	발	빠르게	온
라인	예배를	준비하여	카톡과	전화	심방으로	소통의	끈을	
놓지	않았으며,	다시	예배가	열린	후	펜데믹	전과	다름없이	
많은	아이들의	발걸음이	교회로	향하여	모이고	있습니다.

박성권	목사님을	리더로	8명의	전도사님과	155명의	교
사	96명의	TA가	영아부부터	BYM,	소망부까지	매주	기
도로	준비하며	섬기고	있으며	또한	15명의	팀장님이	선
생님들과	아이들이	안전하고	좋은	환경에서	예배드리고	
말씀을	배울	수	있도록	서포트하고	계십니다.	이번	교사	
만찬은	정성	어린	음식과	멋진	테이블	장식,	각	부서별	
자녀들의	장기자랑과	학부모님의	수준	높은	연주회로	풍
성하게	치러질	예정입니다.	또한	5년에서	25년	동안	교
사로	섬기신	선생님들의	수고를	격려하는	더욱	특별한	
감사가	넘치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교사	만찬이	안전하
고	감사와	은혜가	넘치는	행사가	될	수	있도록	성도님들
의	많은	기도와	성원	부탁드립니다.

▶일시: 12월 11일(주일) 오후 5시
▶장소: 체육관
▶문의: 김병수 집사 (714)308-85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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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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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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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어중등부: 이사라 인턴

⊙교회 직원 및 간사⊙

사무장: 마현진

건물/차량관리: 김유호

사무실: 인현미, 김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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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Ⅰ 12/11: ①부-윤주원 ②부-이국선 ③부-김효선  ④부-이유빈
  12/18: ①부-이대은 ②부-안지호 ③부-이길수  ④부-이정수
  12/25: ①부-여홍평 ②부-윤영걸 ③부-이상노  ④부-김도윤

헵시바 토요새벽 대표기도(12월)Ⅰ 12/10: 이완희 12/17: 이상열 12/24: 이성호 12/31: 이승호

강단꽃(12월)Ⅰ         12/4: 이종선           12/11: 이자영           12/18: 한태성            12/25: 박중현, 윤주원

[의무실 (오전 8:30-오후 1:00)]
이번주 | 의사-박현선(소아과), 간호사-장한나              다음주 | 의사-없음, 간호사-채수정

사역광고연말 새가족 환영회 교사 만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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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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교 작정헌금(매월 첫째 주일)-노란색 봉투로! 매월 첫째 주일은 올해 
작정하신 선교헌금을 드리는 날입니다.

◆ 베델 수요 예배 은혜 가운데 매주 수요일 오전 10시에 드려지는 수요 예
배에 이번주도 정승락 목사님의 "온전한 삶으로의 여정" 시리즈로 선포되는 
은혜 가득한 말씀과 기도, 그리고 찬양의 예배현장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저녁 7시에는 Youtube로 실황이 방송됩니다.

◆ 교인 총회 2022년 교인총회(임직자 투표)가 12월 10일(토) 토요 헵시바 기
도회 후 본당에서 있습니다.

◆ 임직 예배/신임 임직자 주행 연말제직회와 교인총회를 통하여 선출 될 
2023년 신임임직자들의 임직예배가 있습니다.
일시/장소: 12월 18일 주일 오후 4시 30분, 본당
설교: 박영배 목사 (뉴라이프 선교교회 담임목사)
신임 임직자(장로, 시무권사, 안수집사) 주행 일시/장소: 12월 16일(금)-17일(토), 베델교회

◆ 새가족 환영회 새가족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새가족 교육을 수료하
신 새가족 분들(자녀 포함)을 위한 새가족 환영회를 아래장소에서 있습니다. 
베델교회의 사역과 목회자 소개, 그리고 만찬과 함께 풍성한 성도의 교제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일시/장소: 12월 10일(토) 오후 5시, 유년부실
문의: 김병인 장로 (714)904-2686, 송덕영 장로 (425)478-3143

◆ 카카오 채널 주일 메시지 통합 오늘(4일)부터는 그동안 주일예배 1,2,3부 
세 번에 걸쳐 발송된 카카오채널 주일예배 안내가 통합적으로 한 번만 발송됩
니다. 각 예배시간에 동일하게 접속이 되니 이용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Bethel BAM 훈련 종강 비즈니스 세계 속 일상에서 예수님의 제자로 선
교적인 삶을 살기 위한 베델 BAM 훈련(1단계: BAM 이해와 삶과정, 2단계: 
BAM 사례 연구 과정)이 하나님의 은혜 중에 종강하였습니다. 

◆ 교사 만찬 한해동안 다음세대 자녀들을 위해 열심으로 헌신하여 주신 모
든 교사 분들께 감사하는 마음을 담아 교사만찬을 준비하였습니다. 모든 교
사분들을 초대하오니 함께 축하하는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등록링크는 각 
부서 전도사님께 받으실수 있습니다. 
일시/장소: 12월 11일(주일) 오후 4시 30분, 체육관

◆ 베델 창작 뮤지컬 성탄절을 맞이하며 베델워십이 준비하게 되는 창작 뮤
지컬 "내 삶 속의 마굿간"을 공연합니다. 이번 뮤지컬에 온가족과 함께 더불
어 주위에 전도하고 싶었던 분들을 초대하여서 큰 감동과 은혜의 시간이 되
시길 바랍니다. 2부 순서로 찬양 집회가 있습니다.
일시/장소: 12월 23일(금) 오후 7시 30분, 본당

◆ '달빛마을' 초청 집회 아름다운 찬양 영상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큰 은혜
를 주고 있는 찬양 사역 유투버 달빛마을(골방 라이브) 부부의 집회를 가집니
다. 성도님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일시/장소: 12월 16일(금) 저녁 7시, 유년부실
문의: 강문구 목사 (949)506-6905

◆ 영어 고등부 겨울 수련회 BYM에서 "Glory"라는 주제로 수련회를 갖습니다. 
기간: 12월 27일(화)-29일(목)
신청 방법/마감일 : 온라인 등록 www.bethelyouth.group, 12월 4일(주일)
문의: John Yeo 목사 (818)270-5454

◆ 한국학교 교사 모집 다가오는 2023 봄학기 개강과 함께 베델 한국학교 
교사를 모집합니다. 매 학기 늘어가는 학생들의 한국어 및 한국 문화 교육에 
관심 있으신 분의 많은 지원을 바랍니다.
문의: 이석희 장로 (949)607-7606, 최문정 권사 (949)836-7687

◆ 12월호 교회학교 큐티인 판매 영문 12월호 큐티인이 실내카페에서 판매
중입니다. 오늘 실내 카페에 들리셔서 구매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중에 오실 
경우는 사무실에서 구매 가능합니다. 

◆ 헌금 내역서 2022년도 헌금내역이 교적에 기재된 집 주소로 발송됩니다. 
주소 변경이 필요하신 분은 헌금 봉투 아래 주소 변경란에 기재해 주시거나 
교회 사무실로 변경 신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교회 사무실 (949)854-4010, bethel@bkc.org

◆ 기도해 주세요
- BAM 비전트립이 12월5일(월)부터 12일(월)까지 있습니다.
- 기니비사우 단기선교가 12월8일(목)부터 15일(목)까지 있습니다.

◆ 축하해 주세요
- 오늘(4일) 2부 예배 때 알렉스박/박성혜 성도의 딸 박리아(Lia)와 
 3부 예배 때 최재환/진수연 집사의 딸 최유니(Olivia Yuni)의 
 유아세례식이 있습니다.
- 김지훈/김순희 성도 가정에 둘째 딸 김애나(Ana)이 12월 1일(목)에 
 태어났습니다. 
- 예삶의 김세기 형제와 김현지 자매의 결혼식이 12월 10일(토)에 있습니다.

◆ 위로해 주세요
- 故 조정하 장로님(이현영 권사의 부친, 이여송 장로의 장인)께서 
 11월 22일(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 故 이원일 집사님(이경희 집사의 부친)께서 11월 29일(화)한국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 故 이원남 성도님(박종구 집사의 장인, 이정민 집사의 부친)께서 
 11월 27일(주) 한국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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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2

GAME CHANGER

Apply to Life1. The scripture says not everyone who says Lord will enter heaven. Read the reference verses below 
 and share what confession this is referring to. (vv.21-22, Ref: Ro 10:9-10, 1Cor 12:3) 

2. Who are the ‘workers of lawlessness’ in v.23? (Ref: 2Tim 2:19)

3. What is the difference between wise man and foolish man? (vv.24,26, Ref: Lu 6:48-49, 1Jo 2:4, 
 Ja 1:25)

4. ‘Suffering is an opportunity to tune in to watch the cross before one’s very own eyes.’ 
 In order to become wise, what place of grace must we tune into continuously?

<Song in Response: Ten Thousand Reasons for My Heart to Find

Apply to Life

Sunday Worship Sermon Note Speaker: Rev. Bryan Kim

An Exposed Rock from Wind and Rain
(Matthew 7:21-2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