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3년 4월 2일제47권 1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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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GN	TV	채널	44.9·화요일/오후	3시	

■ 케이블TV 방송 (CTS America):
	TV	DirecTV	채널	2092·공중파	채널	18.8
	화요일/오후	6시	45분·목요일/오후	12시	30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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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려주일예배 Palm Sund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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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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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놀랍다 주님의 큰 은혜(찬137/새251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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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부/이종선 집사   2부/이광수 집사   3부/홍락기 장로   4부/승미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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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부/호산나 주 찬양해(작곡 David T. Clydesda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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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경봉독 Scripture Reading ............1, 2, 3부/누가복음 23:32-43 ..........................All together 다같이

4부/마가복음 14:12-31

  말씀 Message ...........................................1, 2, 3부 ................... Rev. Gab Sihn Chung 정갑신 목사

고통에 맞서는 번쩍이는 각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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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도스 위에서 로고스를 만나다(40) 나의 객실이 어디 있느냐?(D.I.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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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 3부/주	예수	나의	산	소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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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 3부/거기에	있겠습니다(2023년	주제가)

*축도 Benediction ...................................................................... Rev. Gab Sihn Chung 정갑신 목사

*표는 모두 일어나 주십시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 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사야 4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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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순고 전도사 / Pastor Soon Ko Han

세상 어느 누구에게도 우연이란 없습니다. 이 땅에 태어나면서부터 만

남이라는 연결고리로 잇대어 필연으로 영원히 살아갑니다. 유년기에 예

수님을 만나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된 저는 10대에 교회를 만나 섬김을 

배웠으며, 20대에는 언제나 내편인 남편을 만나 가정을 이루는 법을 배

웠습니다. 또한 40대에는 담임 목사님을 만나 리더를 통해 교회를 이끌

어 가시는 하나님의 섭리와 교회의 부흥을 경험했습니다. "어떻게 사람 

섬기는 사역을 감당하냐"라고 성도님들은 종종 제게 묻습니다. 첫 번째

는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이고, 두 번째는 좋은 믿음의 동역자, 그리고 세 

번째는 저의 할머니를 만났기 때문입니다. 귀는 전혀 들리지 않는 절벽

이요 외모는 허리가 기역자인 꼬부랑 할머니에게는 외손녀인 제가 할머

니의 유일한 친구이자 할머니편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전해야 

할 소식을 손짓 발짓하는 훈련이 몸에 배었고 그것이 습관이 되어 사람 

만나는 것을 좋아하게 된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나의 실력이 아니라 만남을 필연으로 바꾸어 서로에게 

배우며 말씀으로 살아낼 때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극히 작은 자 하

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처럼, 나와 

다른 지체가 만남을 통해 부딪혀 깨어지고 부서지며 자아가 녹아내리

는 아픔 속에서도 기막힌 하나님 나라를 일구어 가는 곳이 바로 교회라

는 생각입니다. 암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고백하시던 한 분

이 "암이라는 것을 몰랐으면 아마 이 시간에 골프나 치고 세상이야기 하

면서 여유롭게 살다가 천국에 가서 예수님 앞에 섰을 때 몹시 부끄러웠

을 텐데, 지금은 찬송을 부를 때 가사에 은혜받아 눈물 때문에 찬송을 부

를 수가 없다."라고 자녀들 앞에서 고백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예수 믿

는 성도님들의 삶의 정의를 배우곤 합니다.

고난주간을 맞이하면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성육

신하셔서 나를 만나시려고 십자가에 친히 달리신 주님을 묵상해봅니다. 

예수님이 마지막 만찬을 하시면서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내가 살아난 후

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하시며, 주님을 배반한 제자들을 다

시 만나 소명을 주셨듯이 좌절과 낙심한 우리들에게도 다시 갈릴리에서 

만나자 하십니다.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야 할 이유는 구원의 계획을 이루

시는 하나님의 신묘막측하신 섭리와 불가항력적인 사랑으로 실패와 부

정을 넘어 긍정으로 시간을 허비하지 않고 사람을 세워주는 공동체를 만

들어가는 것입니다. 아무리 꽃 같은 인생이라도 언젠가는 꽃은 떨어집니

다. 우리도 마지막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인생을 계수하는 그날에 부끄럽

지 않도록 다시 소명을 받아 어떤 상황 속에서도 말씀을 붙들고 아픔을 

서로 나눌 때 하나님의 나라 그 천국을 맛보고 진정 그리스도안에서의 만

남이 필연임을 절절히 경험하리라 확신합니다. 

There is no such thing as coincidence for anyone in our world. From the mo-
ment we were born on this earth, we live through inevitably, connected forever 
through the links of our encounters. I met Jesus in my childhood and realized 
God's love for me. I met the church in my teens and learned about serving. I 
met my husband in my twenties and learned how to build a family. And in 
my forties, I met a senior pastor and experienced God's providence and the 
revival of the church through his leadership. Believers ask, “How do you bear 
the burden of this ministry of serving people?” First, it is because I met Jesus. 
Secondly, is because I met good and faithful partners in ministry. And thirdly, 
it is my grandmother. My grandmother was almost totally deaf and hunched 
over at the waist. So, as the daughter to her daughter, I was the only friend 
to my crippled grandmother, and the only one who would ever take her side. 
As a result, I became used to communicating the recent news through hand 
gestures and body language, and really enjoy meeting with people. 

I believe that God's work is not about ability, but turning each meeting into an 
undeniable certainty that we are learning from each other, and living through 
God’s Word. Just as our Lord said, “Whatever you did for the least of these, 
you did for me,” I believe that the church is where the members of Christ’s 
body meet head-on in a struggle to collide and break against each other. Yet 
between the pain in the cracks and the following soothing of each encounter, 
it cements and builds the wonderful kingdom of God. Some people, having 
discovered they have cancer, accept it and interpret it as a gift from God. They 
say to their children, “If I hadn’t known that I have cancer, I would later be 
ashamed of myself when I face Jesus, if I had lived only playing golf, talking 
about worldly things, and living without a care. I now sing hymns and tear up 
because of the heart-moving lyrics and can barely continue singing.” I have 
learned the virtue and passion of these faithful believers in Jesus. 

As I look forward to Passion week, I meditate on the Lord Jesus, the Incarnate 
Son of God, Who came in human form just to meet me and did so by dying on 
the cross for us. As Jesus said to His beloved disciples during His Last Supper, 
“After I have risen, I will go ahead of you into Galilee.” He promises that He will 
also meet us at “Galilee” just as He promised His disciples to comfort our despair 
and disappointment. Today, we live to create a community that builds up people. 
Let us not waste valuable time in negativity, but with God’s divine providence 
and irresistible love that fulfills the plan of His salvation.  No matter how beautiful 
like a flower life can be, someday all flowers wither. On the Last Day, as we give 
account of our lives, let us not be ashamed, but we will be steadfast in God’s 
Word and be strong in all circumstances. May we share in our suffering togeth-
er and have the hope of the Kingdom of God. I am confident that we have a 
foretaste of heaven and will experience the inevitable encounter in Christ Jesus.

만남은 필연입니다
The Appointed Meeting is Inevitable

목회자 칼럼
Pastor's Colum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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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자신의 삶에서 기억되는, 결코 익숙해지지 않는 고통에 관해 서로에게 이야기 나누어 주실 수 있을까요? 

2. 일상에서 버거운 고통을 만나면 주로 어떤 식으로 반응하는 편인가요? 그 고통을 넘어 가거나 극복하는 자신의 

 전형적인 일상의 방식에 대해 솔직히 말해 주실 수 있을까요?

3. 고통을 이길 뿐 아니라, 아름다운 성장과 변화도 경험하게 해 주었던 '번쩍이는 각성'의 경험이 생각난다면

 어떤 상황에서 경험한, 어떤 각성이었는지 서로에게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4. 삶에서 만나는 여러가지 어려움들을 예수님을 통해 이겨내는 자신의 의도적인 노력이나 실천에 관해 나누어 

 주십시요. 예를 들어 ① 스스로 설득하기-'예수님께는 이미 다 알려진 상황일 게 분명해', '나는 오늘, 이 일의 

 끝과 나의 내일을 알고 계시는 예수님을 만나는 중이야' ② 예수께서 가르치신 기도를 반복하며 걷기 등

적용하기

<적용찬양: 주	예수	나의	산	소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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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통에 맞서는 번쩍이는 각성  누가복음 23:3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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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요 예배 믿음과 의심 사이

믿음의 반대말은 의심이고, 의심의 반대말은 믿

음일 것입니다. 그리고 이 두 단어의 사이는 한

편으로 만날 수 없는 평행선이라 생각이 들 것입

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이 두 단어 사이에는 

매우 긴밀한 연관성을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 

믿음은 기독교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단어입니

다. 왜냐하면 우리는 평소에 믿음이 없으면 구

원을 얻지 못한다고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의심하는 사람은 믿음이 없

고, 의심하는 사람은 복을 

얻을 수 없고, 의심하는 사

람은 구원을 얻지 못한다

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예

수님의 제자 도마도 의심하

지 않았습니까? 베드로도 

의심하지 않았습니까? 한

편으로 의심을 믿음을 얻는 

과정이라고 말한다면 이 과정을 잘 밟으면 더 

선명한 믿음을 가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진짜 기독교인들이 말하는 믿음은 무엇인가요? 

믿는 내용은 무엇인가요? 믿음의 실체가 분명

하지도 않으면서 그냥 믿으면 구원 얻는다는 말 

자체만 믿는 것은 아닐까요? 그런 면에서 우리

가 믿는다는 것에 대해서 제대로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믿음에 대해서 네 번의 짧

은 시간에 다루기는 힘들겠지만, 필요한 부분을 

살펴보면서, 아니 의심의 과정을 밟아 나가면서 

선명한 믿음을 갖길 원합니다.

 

첫 번째 시간은 믿음은 무엇을 전제했느냐에 따

라서 달라진다는 사실을 통해, 우리 믿음의 원

리를 정리해보고, 두 번째 시간은 기독교의 첫 

번째 전제점, 창조주를 믿는 것에 대해 살펴보

려 합니다. 세 번째 시간은 우리를 자녀 삼으셨

다는 믿음의 내용, 네 번째 시간은 믿음으로 사

는 삶의 원리를 다루고자 합니다.

믿음은 성령께서 주시는 은사나, 지적인 탐구를 

통하여 더 선명하게 밀도를 높일 수 있다는 사

실을 기억하면서 수요예배를 통하여 하나하나 

점검해보고 믿음의 밀도를 높이는 시간을 갖고

자 합니다. 

이충경 목사

1. 식당사역은 어떤 분들이 하시나요?

식당사역은 매년 새로 임직이 되신 신임 권사와 

신임 안수집사, 팀장이 중심이 되어 자원하여 섬

겨주시는 성도님들과 함께하는 사역입니다. 올

해는 신임 권사 중 20분, 신임 안수집사 중 3분

과 귀한 자원봉사 하시는 성도님들이 땀 흘려 섬

기고 계시고, 신임 장로인 제가 부족하지만 팀장

으로 함께 섬기고 있습니다. 

2. 어떤 사역을 하나요? 

저희가 하는 사역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식사팀'이 하는 일로 주일에 베델 스태프와 곳곳

에서 섬기고 계시는 봉사자분들을 위해 점심식사

를 만들어 배식하는 일입니다. 둘째는 '김밥팀'이 

하는 일로 주일에 카페에서 판매되는 김밥, 무수

비, 삼각김밥을 만들어 공급해 드리는 일입니다. 

3. 어떻게 사역이 이루어지고 있나요? 

주중에는 순번에 따라 맡은 식재료들을 미리 구

입해 놓고, 토요일 헵시바 기도회 후 모두 주방

에 모여 다음날 사용할 음식 재료를 함께 준비

합니다. 주일이 되면 '김밥팀' 분들이 새벽 6시

에 모여 김밥을 말기 시작하는데 몇몇 분들은 5

시부터 오셔서 밥 짓기 등의 준비 작업을 하십니

다. 거의 천여 개가량의 김밥과 무수비, 삼각김

밥을 몇 시간에 걸쳐 쉼 없이 만드시게 됩니다. 

'식사팀' 분들은 1부 예배를 마치고 달려오셔서 

300인분 이상의 식사를 준비하시고, 주일 점심 

배식과 설거지 등 정리를 마치면 한주의 사역이 

마무리됩니다. 

4. 감사의 순간을 나눠주세요. 

새벽부터 긴 시간 계속되는 사역이므로 육체적

으로 힘들기도 하지만, 저희가 준비한 음식을 맛

있게 드시고 기뻐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또 성도

님들이 해주시는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들으면

서 보람과 힘을 얻습니다. 무엇보다, 힘든 노동

이지만 사랑하는 주님과 교회를 위한 사역이기

에 늘 기쁨과 감사로 서로 보듬어 주고 자원하여 

한 발 더 뛰며 겸손하게 사랑의 수고를 감당하시

는 귀한 우리 동역자 권사님들, 안수집사님들, 

자원봉사 하시는 성도님들의 모습을 보면서, 함

께 일하는 교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이 이

러한 것이구나라는 깨달음에 더 없는 감사를 올

려 드리게 됩니다.

5. 식당사역을 통해 기대하고 바라는 것이 있다면요? 

저희 식당사역팀은 저희가 감사와 기쁨으로 정

성껏 준비한 음식을 통해 부족하지만 성도님들

이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힘과 긍정의 에너지

를 얻으시며,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 드리는 베델

교회의 복된 주일이 되길 기대하고 바라는 한 마

음으로 섬기고 있습니다.

■ 문의: 정광묵 장로 (949)232-3963

사역탐방 식당사역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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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역스케치 - 연합기도 모임

뜨거운 찬양이 울려 퍼지고 말씀이 선포되고 하

나님을 향한 외침의 소리가 들리고, 성령 충만

함으로 가득 찬 곳, 바로 베델기도팀의 기도연

합 모임이 있는 현장입니다. 함께 모여 기도하

지 못했던 몇 년의 시간을 보내고, 베델기도팀은 

기도학교 모임을 준비했습니다.  매주 소그룹으

로 진행되는 기도 모임과 한 달에 한 번 모든 성

도들이 모여  기도하는 연합기도 모임입니다. 소

그룹 기도 모임은 8명 내외로 매주 말씀에 근거

한 기도,  균형잡힌 기도를 위해 자신뿐만 아니

라 교회, 사역자, 예배, 사역, 선교 등의 제목을 

놓고 기도하는 모임으로 15주간 진행되고 있습

니다. 연합기도 모임은 매월 기도학교 참가자뿐

만 아니라 골방, 두드림, 레위기도, 그리고 교회 

곳곳에서 기도하시는 모든 베델의 성도님들이 

함께 모여 기도하는 모임입니다. 상반기  2월, 3

월에 진행됐고, 4월에 또 있을 예정입니다. 담당 

목사님의 기도 인도와 찬양팀의 찬양을 통해 말

씀과 기도와 찬양이 어우러지는 기도 모임이 진

행되고, 곳곳에 기도 모임을 준비하시는 분들의 

정성이 느껴집니다. 

연합기도 모임을 통해 홀로 기도할 때보다  많

은 사람이 함께하는 기도 속에 더욱 특별한 성

령님의 임재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연합기도 

모임 후 나눠지는 성도님들의 기도응답의  간증

을 통해 함께 모여 기도함의 능력이 얼마나 큰

지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나와 가족을 위한 기

도, 믿지 않는 주변 사람들을 위해, 공동체와 교

회를 위해, 각지에 흩어져 계신 선교사님과 우

리가 살고 있는 나라와 세계를 위해 기도하며 

기도의 지경이 넓어짐을 경험하게 됩니다. 

담당 목사님께서 기도 인도 중 "기도 없이는 교

회가 유지될 수도, 어떤 사역도 이루어질 수 없

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많지 않더라도 그 많

지 않은 사람들 때문에 교회가 유지됩니다."라

고 말씀하셨습니다. 연합기도 모임을 통해 하는 

우리의 기도를 통해 교회가 유지되어간다는 말

씀 같이 하나님 일에 사용될 수 있음에 감사하며 

기도에 대한 열정이 뜨거워졌습니다. 4월에 한 

번 더 있는 상반기 연합기도 모임과  하반기 기

도학교에 많은 성도님들이 참여하여 기도로 뜨

거운 베델교회를 기대해 봅니다.  

베델뉴스팀

기도의 지경을 넓히며

고난주간 특별 저녁집회 정결한 마음으로 고난주간을 준비합니다.
저는 해마다 사순절이 되면 부활 주일

을 기대하며 저녁 금식을 했었습니다. 

올해는 특히 몇 주 전 목사님이 미디어 

금식이라도 하자는 말씀에 잊고 있다

가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부활 주일이 

지나면 제가 안고 있던 고민들이 해결

되었던 기억이 있기에 더욱이 이 사순

절을 기꺼운 마음으로 금식하며 기도

하며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올해 특별

히 고난주간 특별 저녁집회에 남편과 함께 참석

하게 되었는데 주님께서 일하심이 기대됩니다.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이소영 권사 

우리는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당하신 수

난과 그 은혜를 경건하게 기리는 고난주간을 앞

에 두고 있습니다. 해마다 당연하게 맞이하고 

있는 절기는 아닌지 새삼 생각해 봅니다. 천하

보다 귀한 한 영혼을 모른 체 하고 살지는 않았

는지 회개합니다. 베델교회로 오시는 새가족을 

한분 한분 귀하게 맞이하여서 한 영혼도 길 잃고 

상처받지 않도록 정성을 다해 섬기겠습니다. 나

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주님을 매일 생각하며 

일 년 365일을 고난주간이라 여기며 정결하게 

지내려 노력하겠습니다.

이유경 권사

나를 구원하기 위해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배신

당하고, 조롱과 비난 속에서 말할 수 없는 고통

을 당하셨던 예수님! 회개의 고백으로 

고난주간을 준비합니다. 베드로가 주

님을 부인한 것처럼 저 역시 주님을 부

인했고 유다처럼 예수님을 배신했음을 

고백합니다. 그러한 저를 위해 고통당

하신 예수님! 후회와 자책으로 끝나지 

않고 구원에 이르는 회개를 하는 주간

이길 기도합니다. 고통과 치욕 속에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주님! 예수님은 저

의 구원을 위해 모든 고통을 묵묵히 감당하셨는

데 저는 십자가를 회피하려 합니다. 그러나 그 

십자가가 저를 구원으로 인도함을 믿습니다. 주

님은 저를 위해 십자가 앞에 자신을 내려놓으셨

는데, 제 안에는 여전히 저의 의가 살아 있습니

다. 이제는 십자가에서 저의 의를 죽이고, 어떤 

환경에서도 주님이 구원자이심을 고백하는 증

인으로 살수 있기를 다짐하는 고난주간 특별 저

녁집회가 되길 기도 하며 준비합니다.  

김규현 집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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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사람들과 어울리는 일이 유난히 힘들었던 

저는 나의 진정한 친구가 누구인지, 내가 정말 

그들과 지내는 것이 즐거운지 아닌지 조차 확신

이 없었습니다. 누군가와 시간을 보내고 돌아왔

을 때 기분이 더 엉망이 된다면 그건 그들이 나

의 진짜 친구가 아니기 때문이라는 말을 들었는

데, 제 상황이 딱 그랬습니다. 친구의 존재가 너

무나 중요한 시기인 저는 그런 친구들 생각에 학

교도 그저 그렇고, 우울하기도 했습니다. 같이 

어울리는 친구들이 잘 나가는지, 그리고 내가 최

신 유행에 뒤처지지나 않고 있는지만이 저의 관

심사였습니다. 최근에 저는 더욱 진정한 마음으

로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며 이런 저의 어려움에 

대해 고백하기 시작했습니다. 

몇 주 전, 성경 공부 노트를 어떻게 정리할까 를 

두고 이것저것 찾아보다가 '기도해야겠다는 생

각이 날 때마다 기도하라'는 문구를 발견하고는 

실천하기 시작했습니다. 제 마음이 힘들 때면 하

던 일을 곧 멈추고 짧게라도 기도했고, 그때마다 

저를 붙잡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분명히 느낄 

수 있었습니다. 얼마 전부터 저는 유별나게 행

동하는 아이들과 어울리기 시작했습니다. 뮤지

컬 전공 학생들이니 그러려니 생각했었지만 그

들을 좀 더 알게 되니, 예상과 달리 그 아이들은 

시끄럽긴 했지만 넘치는 열정을 표현하는 아이

들일 뿐이었습니다. 본인이 좋아하는 것을 표현

하는 것에 겁이 없었고, 오히려 그것을 자랑스

럽게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이런 태도가 좋아서 

저는 이 아이들과 친구가 되었습니다. 이 아이

들과 다니고 나서는 

제 영혼이 갉아 먹

히는 것이 아니

라 오히려 자신

감으로 채워지

며 더욱 행복해

짐을 느낄 수 있

었습니다. 하나

님께서 저와 더 

잘 맞는, 저에게  필요

한 좋은 사람들을 붙

여 주시는 복을 주신 

것이라 믿습니다. 

이러한 상황이었던 

저는 Re-kindle 찬양 집

회에 참여했고 뜨거운 마음으

로 찬양을 드리며, 제 마음은 

활활 타서 모두 녹아내렸습니

다. 제 영혼에 강력한 불을 심

어 놓으신 하나님의 임재를 느 낄 수 있음이 정

말 좋았습니다. 가장 기억에 남는 찬양은 '예수

님을 주세요'였습니다. '저는 오직 예수님만 원

해요, 다른 누구도, 다른 어떤 것도 필요하지 않

아요'라는 가사가 제 고백이 되길 원합니다. 내

가 원하는 것은 오직 예수님이고, 예수님을 더욱 

원하길, 그리고 예수님만이 제가 원하는 모든 것

이 되길 기도합니다. 친구도, 가족도, 직업도, 부

요함도, 안정된 생활도, 환상적인 드라마 속 남

자친구도 필요하지 않고 오직 예수님만 필요합

니다. 다른 어떤 것도 예수님이 하시는 일들을 

대신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Lily Park(7학년)  

Re-kindle 연합찬양집회는 하나님 안에서 형

제자매들과 함께 모이는 행사이자, 우리의 영원

한 반석 되시는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

는 연합의 시간이었습니다. 두 시간이 넘는 동안 

역사하시는 성령님으로 인해 많은 영혼들이 감

동을 받았습니다. 이런 집회를 통해 하나님이 일

하시는 것을 경험했었기 때문에, 찬양집회에 참

석하는 저의 마음은 기대로 가득했습니다. 

설교 중 Re-kindle 집회의 목

적에 대해 말씀하셨는데, 그것

은 얼바인 지역의 교회들이 한

데 모여 주님의 종으로 또 메신

저로 섬기고 하나님 나라를 함께 

세워가는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학개 1:8-9)라는 것을 알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는 자로서 교회를 세상에 

심어야지 세상을 교회 안으

로 끌어들여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통해, 제가 그동안 

이 사회의 기준과 세상적인 

욕망에 따른 선택을 했었고 

하나님이 보여주신 사랑과 용

서로 행하지 않았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양 옆에 있는 사람의 손을 잡

고 높이 들어 올림으로 하나

님이 일하시는 아름다운 방

식을 보며 함께 찬양드리고 기도했습니다. '땅

을 울려 나의 모든 방식을 흔드시고 내가 세운 

율법을 모두 무너뜨리시옵소서, 주님의 방식이 

더 낫습니다'라는 찬양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의 길은 언제나 더 옳고 하나님의 생각은 언제

나 더 높음을 고백합니다. 이번 찬양집회 'Re-

kindle'은 예수님이 세우신 거룩한 교회로 우리 

모두를 다시 건축하는 새로운 변화의 시간이 되

었음을 감사드립니다.

Janelle Park(7학년)   

예수님만 원해요교육부- BY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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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임목사: 김한요 목사

⊙목회자⊙

기획/행정/기도: 이충경 목사

사랑/BCA/QTM: 정승락 목사

소망/전도폭발/이웃사랑: 주성필 목사

믿음/예배/선교: 김홍식 목사

화평/베델워십/셀: 박경철 목사

은혜/교회학교: 박성권 목사

충성/훈련/평생교육: 조태헌 목사

새가족/경조/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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수연 전도사

예삶채플: 조성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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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z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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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훈

*선교기관Ⅰ나눔선교회,	밀알선교회,	바실레이아	신학교,	소망	소사이어티,	한미가정상담소,	Gift	of	Vision,	GMMA,	GP미주본부,	

	 NAUH,	New	Hope	선교	유치원,	QTm	America,	Silk	Wave	Mission,	The	Center	for	BAM(CBAM),	The	Gospel	Coalition(TGC)

*특별선교Ⅰ복음방송(GBC),	CTS,	CGN	TV

*문서선교Ⅰ기독일보,	미주	크리스천	신문,	크리스천	위클리

선교후원

예배 봉사자

주일예배 대표기도(4월)Ⅰ 4/9: ①부-권조원 ②부-박종민 ③부-김근수  ④부-신영록
  4/16: ①부-김   샘 ②부-최동주 ③부-이양수  ④부-최재환
  4/23: ①부-여홍평 ②부-이길수 ③부-장재혁  ④부-김유리

헵시바 토요새벽 대표기도(4월)Ⅰ 4/8: 강재형 4/15: 강영범 4/22: 강영재 4/29: 김도형

강단꽃(4월)Ⅰ4/2: 김숙영, 김영수, 양석주  4/9: 류다정, 양석주  4/16: 노성애, 육상운, 황지은  4/23: 김동심, 조미리

[의무실 (오전 8:30-오후 1:00)]
이번주 | 의사-마   준(한의과), 간호사-이혜경             다음주 | 의사-이강민(임상병리, 간호사-박규희

사역광고 교회학교 고난주간 특별집회
교회학교에서는	고난주간을	맞이하여	특별	집회를	준비하였습니다.	고난주간	동안	우리	사랑하는	베델	자녀들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깊이	묵상하는	귀하고	뜻깊은	시간이	될	것입니다.	자녀들은	고난주간	동안	매일	함께	모
여	예배와	찬양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됩니다.	자녀들은	예수님	생애의	마지막	한	주간으로	돌아가	예수
님이	걸으셨던	발자취를	따라	걸으며	성경	말씀을	들을	예정입니다.	첫째날은	'Jesus	Promises	Eternal	Life',	두	번
째	날은	'Jesus	Clears	the	Temple',	셋째	날로는	'Jesus	Shares	Passover	With	the	Disciples',	네	번째	날은	'Jesus	
Prays	In	the	Garden	And	Is	Arrested'	마지막	다섯	번째	날에는	'Jesus	Is	Crucified'라는	주제로	말씀을	듣게	됩니다.	
▶ 일시: 4월 3일(월)-4월 7일(금) 저녁 7시 30분-9시
▶ 예배 장소: [K-1, 유년부, 초등부] 체육관, [유아부] 할렐루야 채플, [소망부] 소망부실
▶ 예배 후 특별활동 장소: [K-1] 임마누엘 채플, [유년부] 유년부실, [초등부] 체육관
	
<미디어 금식> 아울러	고난주간	특별집회에	나아오는	자녀들은	미디어	금식에	
참여하게	됩니다.	고난주간에	미디어	금식을	실천하는	것은	예수님의	고난에	깊
이	동참하고	그	고난을	통하여	보여주신	사랑을	기억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미디
어	금식	전단은	포스트잇	5장과	함께	각	부서를	통해	전달됩니다.	포스트잇은	집
에	있는	전자기기에	붙여주시고,	전단	하단에	날짜가	쓰여	있는	동그라미에는	부
모님께서	사인을	해주시면	됩니다.	총	6일	동안	금식을	모두	마친	학생들은	다음	
주	주일(4/9)에	부모님의	사인이	된	전단을	각	부서에	제출해주면	됩니다.	다만	
말씀	묵상을	위한	비디오	시청은	가능합니다.	베델의	모든	자녀들이	이번	고난
주간을	통하여	예수의	사랑을	다시금	깨닫는	시간이	되길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 미디어 금식 기간: 4월 3일(월)-4월 8일(토) 
▶ 문의: [초등부] 이정연 전도사 (860)716-0541, [유년부] 이승진 전도사 
(626)487-1477,
         [K-1] 정가영 전도사 (949)922-3234, [소망부] 박정민 전도사 (909)319-8023

부모님들께서

동그라미에

싸인을

해주세요 !
 

P a r e n t s
p l e a s e

s i g n  
i n  
t h e

c i r c l e s !

4 / 3 4 / 4 4 / 5 4 / 6 4 / 7 4 / 8

4/3 ~ 4/8

8월

**말씀묵상을 위한 미디어 시청은 가능합니다.  Watching devotionals through media is permitted.** 

in August.  We

100

100

100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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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델 알림판 Bethel Announce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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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 자 : 김규현	집사,	김성복	집사,	김혜영	권사,	남우영	집사,	배은섭	집사,	윤은정	집사,
	 이자영	집사,	이지애	집사,	정민주	집사,	최			신	권사,	허성숙	집사,	황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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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탁드립니다.

◆ 감사합니다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1-3부 예배에 한국 예수향남교회 담
임목사이신 정갑 신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 주십니다.

◆ 2023 고난주간 특별 저녁집회 이번 고난주간 특별 저녁집회는 '그리스
도와 함께(With Christ)'라는 주제를 가지고 매일 QTin 말씀을 따라 예수님
께서 걸어가신 고난의 행적을 묵상하며 주님의 고난에 함께 하고자 합니다.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
랑을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은혜의 자리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일시/장소 4월 3일(월)-7일(금) 저녁 7시 30분 본당
*성금요일(4월 7일)에는 성찬식과 베델 콰이어의 특별공연이 있습니다.
*통역 서비스를 제공합니다.(English Translations Available)

◆ 성금요 예배 주차 및 셔틀 안내 성금요일(4월 7일)은 중국교회 및 BGC의 자
체 예배로 인하여 중국교회 쪽 및 비전센터 뒤편 주차장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비전 주차장에 주차하시고 셔틀을 타고 예배에 참여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비전 주차장 셔틀버스 운행 시간: 오후 6시 30분부터

◆ 고난주간 새벽기도회 및 수요예배 안내 고난주간 주중 새벽기도회는 평
소와 동일한 시간과 장소에서 아침영상메시지로 말씀을 듣고 새벽기도회를 
가집니다. 수요예배는 고난주간 특별 저녁집회로 모여서 함께 예배하며 십자
가 고난의 의미를 되새겨 봅니다.

◆ 교회학교 고난주간 특별집회 교회학교에서 고난주간 동안 아이들을 위
한 특별한 저녁집회를 준비하였습니다. 고난주간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십자
가 앞으로 더 깊이 나아가는 베델의 모든 자녀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등록 
링크는 각 부서를 통해 받으실 수 있습니다.(7면 참고)
기간/시간: 4월 3일(월)-4월 7일(금) 오후 7시 30분-9시
예배 장소: [K-1, 유년부, 초등부] 체육관, [유아부] 할렐루야 채플, [소망부] 소망부실
              [BYM/CIM(Youth Group)] 비전채플
예배 후 특별활동 장소: [K-1] 임마누엘 채플, [유년부] 유년부실, [초등부] 체육관

◆ 베델 한국학교 여름 캠프 뜨거운 여름, 한글을 배우며 즐거운 체험 활동
도 하는 베델 한국학교 여름 캠프 등록을 시작합니다.
등록 기간: 4월 1일(토)-4월 30(주일), 이후 등록은 $30 추가 됩니다.
대상: Kindergarten-12학년 
일정: 7월 10일-8월 4일 (월-금, 오전 9시 30분-오후 1시 30분)
등록처: 베델 한국학교 홈페이지 school.bkc.org
문의: 윤미나 집사 (310)913-3360

◆ 교회학교 QTin 영문판 어린이들을 위한 Monthly 영문 QTin 교재가 실
내 카페에서 판매 중입니다.

◆교회학교 VBS 일반등록 시작 2023 VBS가 'Keepers of the Kingdom'이
라는 주제로 열립니다. 오늘부터 일반등록이 시작되오니 많은 신청 부탁드립
니다. 등록은 선착순으로 마감됩니다. 
대상: 영아, 유아, Kinder-5학년(K-1, 유년부, 초등부) 
조기 등록 기간/등록처: 4월 2일(주일)-4월 16일(주일), 베델교회 홈페이지(bkc.org)
VBS 기간: [영유아부] 6월 14일(수)-16(금), [K-5] 6월 21일(수)-24일(토)
등록: 베델교회 홈페이지 

◆ 영아부 교사 및 소망부 토요학교 교사 모집 영아부(3부 교사 & TA), 
소망부 토요학교에서 봉사하실 교사를 찾습니다.
영아부 섬김/문의: 3부 예배, 김성희A 권사 (714)423-5107
소망부 섬김/문의: 매주 토요일 오전 9시 30분-오후 1시, 박종민 장로 (949)742-1285

◆  단기선교팀 모집
① 니카라과: 안경, 사진, 의료, 전도, 아이들 사역 등 다양한 사역
 일정/문의: 6월 5일(월)-10일(토), 정광묵 장로 (949)232-3963
② 우간다: 다양한 사역
 일정/문의: 6월 12일(월)-21일(수), 김종곤 집사 (714)450-0015

◆ 멕시코 일일 선교팀원 모집 멕시코 일일 선교가 4월 29일(토)에 있습니
다. 교회 홈페이지 또는 신청 부스에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준비 모임 일시/장소: 4월 18일(화), 4월 25일(화) 저녁 7시, 유년부실
문의: 이길수 장로 (714)328-3350

◆ KCC 워싱턴 DC 미션 및 인턴 리더쉽 컨퍼런스 북한 인권을 위해 부르짖
는 이 컨퍼런스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참가자(2세)와 봉사자(1세) 모집을 
야외 카페 앞 부스에서 받고 있으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기간/문의: 7월 10일(월)-13일(목), 이상원 집사 (949)677-5540

◆ 어바인 거주 시니어 설문 참여 요청 KAC(한미문화
센터)에서는 어바인 거주 시니어를 대상으로 시니어 서
비스 전략 5개년을 준비하며 어바인시에 제안할 계획을 
위한 설문조사를 합니다. 시니어들이 더 살기 좋은 도시
가 되도록 하는 데 중요한 자료로 사용될 예정이니 참여
를 부탁드립니다.
대상: 어바인 거주자 55세 이상의 시니어
방법: 스마트폰에서 QR코드로 작성 또는 코트야드 부스
문의: 서명용 위원(Irvine Senior Citizens Council Member) 714)329-4698

◆ 축하해주세요 류충환 집사/한보라 집사 가정에 딸 류지아(Cailey)가 3월
28일 태어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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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pply to Life1. Share the pain you never get used to which you remember in your life.

2. When encountering painful difficulties in your daily life, how do you usually react?
 Can you honestly share your way of overcoming or surpassing those difficulties?

3. Have you ever experienced a “flashing awakening” that not only allows you to overcome pain but also 
 allows you to grow spiritually and change? Share what kind of awakening under what circumstances. 

4. Share the intentional efforts or practices you use in order to overcome various difficulties you 
 encounter in life through Jesus. For example, 1) Convincing yourself - 'Jesus already knows this 
 situation for sure', 'I am meeting with Jesus who knows the end of this matter today and tomorrow.'
 2) Walking while repeating the prayer Jesus taught, etc.

<Song in Response: Living Hope

Apply to Life

Sunday Worship Sermon Note                                        Speaker: Rev. Gab Sihn Chung

Divine Awakening
Luke 23:32-4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