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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임목사 방송설교 안내

■ 유아부(2-3세) / 본당 2층 영아부실, 온라인
	 	9:00AM	&	11:00AM	

■ 유치부(4-5세) / 유치부실(구식당), 온라인
	 	9:00AM	&	11:00AM	

■ 유년부(1-3학년) / 체육관, 온라인
	 	9:00AM	&	11:00AM	

■ 초등부(4-6학년) / 체육관, 온라인
	 	9:00AM	&	11:00AM	

■ 영어중등부(BYM Jr.) / 비전채플, 온라인 
	 11:00AM	

■ 영어고등부(BYM) / 비전채플, 온라인
	 	9:00AM	

■ 한어중고등부(CIM) / 샬롬채플, 온라인
	 11:00AM	

■ 소망부(장애인) / 온라인
	 9:00AM(청소년)	&	11:00AM(어린이)	

■ BETHEL GRACE CHURCH / 현장예배, 온라인 	
	 11:00	AM	

■ 日本語 礼拝 / 현장예배, 온라인
	 1:30PM	

■ 케이블TV 방송 (CTS America):
	TV	DirecTV	채널	2092·us.cts.tv
	화요일/오후	8시	30분·목요일/오후	1시

■ TV 방송 (미주 CGN TV):
	TV	채널	31.9·화요일/오후	2시	

■ 라디오 방송 (GBC 미주복음방송):		
	주파수	AM	1190	KHZ·금요일/오후	1시

각 교육부 및 그 외 
주일예배 안내

 I =  Imaginative Ministry [창의적 사역] 
 M = Making Disciples [제자 양육]
 P =  Passionate Worship [열정적 예배]
 A = Action for the Gospel [복음의 실천]
 C = Community Outreach [이웃 섬김]
 T = Training Missionaries [선교사 양성] &
   Transforming the World [세상을 변화시킴]

 1부 예배Ⅰ7:00AM      2부 예배Ⅰ9:00AM      3부 예배Ⅰ11:00AM      4부(청년) 예배Ⅰ2:00PM

부활주일예배 Easter Sunday Worship Service

★ 온라인 예배는 동시통역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www.bkc.org)

★ 교회학교 예배가 온라인으로 제공됩니다. 어린 자녀를 두신 부모님들의 협조 부탁드립니다.

*예배의 부름 Call to Worship .........................................................................Presider 예배 인도자

*신앙고백 The Apostles' Creed ..................... 사도신경 ......................................All together 다같이

*찬양과 경배 Praise & Worship ................................................................ Bethel Worship 베델 워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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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례(유아)/입교식Baptism/Confirmation ..............................................................세례/입교 대상자

2부/세례,	입교					3부/유아	세례

성경봉독 Scripture Reading ............0, 1, 2, 3부/히브리서 13:20-21 ........................All together 다같이

4부/로마서 1장 1-4절

 말씀 Message ..........................................0, 1, 2, 3부 ..........................Rev. Bryan Kim 김한요 목사

히브리서 강해(48) 큰~ 목자,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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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덤에서 태어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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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 1, 2, 3부/오직	믿음으로,	주	안에	있는	나에게(찬455/새370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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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 1, 2, 3부/주님께	영광(찬155/새165장)

*축도 Benediction ...............................................................................Rev. Bryan Kim 김한요 목사

*표는 모두 일어나 주십시오.

18700 Harvard Ave., Irvine, CA 92612
Tel: 949.854.4010 ◆ Fax: 949.854.4018 ◆ www.bkc.org ◆ bethel@bkc.org

담임목사: 김한요
Rev. Bryan Kim, Lead Pastor

2021 THE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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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gratefulness

배은망덕

지난주, 고난 주간 말씀을 준비하다가 찾아보게 된 영화 [바라바]는 십자가

의 은혜를 새롭게 조망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이 영화는 1951년 노벨문학

상을 받은 스웨덴 작가 페르 라게르크비스트를 원작으로 만든 영화입니다. 

성경에 단 한 줄 나온 바라바라는 인물이 마치 무대 위로 살아나온 듯했습

니다. ‘아버지의 아들’이라는 이름의 뜻을 가진 바라바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모르고, 자기 뜻대로만 삽니다. 나름 소신 있게 살기를 노력하지만, 거

슬리는 인간들을 죽이고, 자기 뜻을 위해 사람을 선동하는 등 민란에 연루

되어 감옥에 갇히고, 죽을 날을 기다리게 됩니다. 마침 유월절을 맞이해서 

죄수를 조기 석방하는 일이 있을 때, 아무 죄 없는 예수님이 사형 언도를 받

는 대신, 바라바는 가석방의 행운을 맞이하게 됩니다. 다시 자유인이 된 바

라바는 그때부터 예수님 십자가 죽음의 첫 수혜자가 되어, 고민에 빠집니

다. 그 고민은 다름 아닌, 왜 내가 누군가의 죽음 대신 살아야 하는 사람이 

되었는지를 진지하게 생각하게 된 것입니다. 그 고민 끝에 죽었다가 나흘 

만에 예수님이 살려내신 나사로를 찾아가 만납니다. 둘의 공통점은 예수님

이 그들을 죽음에서 살리심으로 보너스의 인생을 살게 된 자들이었습니다. 

또한 그 둘은 똑같은 인생의 고민을 하고 있었습니다. 왜 보너스 인생을 살

도록 선택받았느냐는 고민이었습니다. 

우리는 단순히 못된 인간 바라바가 운 좋게 예수님 때문에 자기가 감옥에

서 풀려났다고 생각했는데, 바라바는 자기에게 주어진 기회,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은혜를 왜?’라는 질문을 던지며 인생을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은혜를 입어도 쉬이 까먹고 올챙이 시절을 잊고 사는 자들을 배은망

덕하다고 말합니다. 은혜받는 것도 습관이 되어, 내가 누리는 은혜를 당연

하게 생각합니다. 물론 감사도 없습니다. 겸손함도 없습니다. 처음부터 끝

까지 내가 잘 나서 획득한 대가라고 뿌듯해하기까지 합니다. 부활절을 맞

아, 받은 은혜와 사랑을 당연하다고 여기는 껍질을 벗어 버리고, 잠자던 감

사와 겸손이 부활하기를 기도합니다. 

장기 이식을 받아 덤으로 사는 자들은 기증자를 생각해서라도 자기의 몸을 

함부로 굴려 건강을 망치는 일은 자제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매일 매일

이 기증자의 희생으로 살아가는 날인 것을 결코 잊지 않고 살아야 할 것입

니다. 바라바는 이 당연한 것을 매일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고민했습니다. 

문제는 정작 예수님 때문에 다시 살게 된 우리는 매일 어떻게 살아야 할지 

고민조차도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소설에 의하면 바라바는 로마 화재를 

일으킨 원흉을 기독교인들로 몰아 마구잡이로 잡아들이는 가운데 베드로 

사도가 잡혔다는 것을 알고, 베드로를 석방하는 조건으로 스스로 감옥에 가 

다른 기독교인들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는 모습으로 막을 내립니다. 자기를 

살리기 위해서 돌아가신 예수님처럼 자기도 남을 살리기 위해서 죽습니다. 

받은 은혜를 결코 잊지 않은 삶을 이 부활절에 다짐해 봅니다.

Last week, as I was preparing for Passion Week messages, I found a movie 
called [Barabbas]. It was time of reflecting on a new view on grace of the 
cross. This movie was made from a novel originally written by a Swedish 
writer Per Lagerkvist, a 1951 Nobel Prize winner for Literature. Barabbas who 
is mentioned in one sentence in the Bible seemed to come to life on the 
movie stage. Barabbas, which means father’s son, lived to his desires, not 
aware of the will of God the Father. Although he tried to live with confidence, 
he killed those that offended him and rallied people to accomplish his own 
desires. He was involved in a civil uprising and was arrested and prisoned, 
awaiting his death penalty.  At Passover, it was customary to give a prisoner 
an early release. Jesus, who committed no crime, received death penalty. 
Barabbas was fortunate to have received an early release. Barabbas, who 
became free, was the first beneficiary of Jesus’ death on the cross. He began 
to agonize. His agony was about why someone had to die for him to live. 
During this process, he found and visited Lazarus, whom Jesus raised from 
being dead for 3 days. Their commonality was that the two of them were 
alive due to Jesus’ death and that their lives were a bonus. They both had 
the same life question, which was why they were chosen to live a bonus life. 

Simply bad Barabbas thought that he was lucky to have been released 
because of Jesus, but this opportunity, in our words grace, bore the ques-
tion for living his life.  

No matter how much you were given grace, if you easily forget, like for-
getting about one’s tadpole period of life, it is called being ungrateful. We 
take grace for granted and think we deserve it. There is no thankfulness. 
There is no humbleness. We become prideful in thinking that it is all our 
doing from beginning to the end. On this Easter, I pray that we peel off 
the skin of taking grace for granted and be awakened to resurrect thank-
fulness and humbleness. 

People who received organ transplants have a second chance at life. 
Thinking of their donors, they will likely refrain from doing anything to 
harm their health and body. They will live each day remembering that 
they live by the sacrifice of their donors. Barabbas agonized about this 
daily even though it seemed so obvious. We live because of Jesus. The 
problem is that we don’t worry about how we ought to live each day. 
According to the novel, Barabbas realized that Apostle Peter was cap-
tured along with Christians who were blamed for Roman insurrection. He 
imprisons himself to release Apostle Peter. The movie ends with Barabbas 
dying on the cross with the rest of the Christians. Just like Jesus died to 
save him, he died to save someone else.  Let’s pledge this Easter to never 
forget the grace that we have received. 

김한요 목사 / Rev. Bryan Kim

담임목사 칼럼
Lead Pastor's Colum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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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오늘은 부활 주일입니다. 셀식구들을 부활하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덕담을 나눕시다.

2. 히브리서 설교자는 예수님을 어떻게 부르고 있습니까? (20절, 참고/ 요 10:11, 28-30)

 20절 "양들의 (                         )이신 우리 주 예수를 영원한 언약의 피로 죽은 자 가운데서 이끌어 내신 

 (                         )의 하나님이"

3. "영원한 언약의 피(The blood of the eternal covenant)"는 무엇을 가르칩니까?(20절)

 참고/ 사 53:4-6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                         )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                         )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                         )은 우리의 허물 때문

 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                         )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으므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으므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4. 하나님은 (                         )의 하나님이십니다. 더 이상 하나님을 공포스러워 하지않고, 담대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20절)

 참고/ 히 8:12 내가 그들의 (                         )를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                         )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히 10:15-17 성령이 우리에게 증언하시되 주께서 이르시되 그 날 후로는 그들과 맺은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그들의 생각에 기록하리라 하신 후에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                         ) 아니하리라

5. 부활을 믿는 자마다, 모든 선한 일을 "온전하게" 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참고구절을 읽고 부활을 믿는 자에게 

 주시는 변화에 대해 나눠 봅시다. (21절, 참고/요 20:21-22)

적용하기

<적용찬양: 오직	믿음으로,	주	안에	있는	나에게(찬455/새370장)

코로나 숲을 뚫고 가는 로드맵

히브리서 강해
주일설교시리즈

토요 0부, 주일 1-3부 설교노트 / 나눔교재 설교자: 김한요 목사

큰~ 목자, 예수
(히 13:20-21) 

제 4 8 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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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셨습니

다 (요11:25).  큰 기쁨이자 좋은 소식으로 이 땅에 오

셨던 예수님은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 사랑

의 절정은 십자가의 죽음으로 자신의 사랑을 확증하셨

으며, 예수님은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사망 권세를 깨

트리셨습니다. 

이 아름다운 날을 기념하는 오늘 부활절은 기독교 최대

의 명절입니다. 무덤을 이기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하나

님이심을 함께 찬양하는 날입니다. 또한 부활의 증인으

로서 이웃들에게 이 소식을 선포하는 날입니다. 참 기

쁨과 확신을 가지고 소망의 길로 나아가는 베델의 성도

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부 활 절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부활주일 선물을 드립니다부활주일 선물을 드립니다

가족 사진관

부활절 특별 만남 1. Cafe

부활절 특별 만남 2. 사랑의 선물

부활절 특별 만남 3. 가족 사진관

▶ 운영 시간: 오전 8시 20분부터 오후 2시까지

▶ 운영 시간: 오전 8시 20분부터 오후 1시까지

▶ 운영 시간: 오전 8시 20분부터 오후 1시까지

부활절 맞이 세례(유아), 입교가 있습니다!
오늘 부활절은 부활의 기쁨을 온 교회가 누리고 세상에 선포하는 날입니다. 특별히 이번 부활절은 

펜데믹 이후, 많은 분들이 세례, 입교, 유아세례에 신청하셔서 교회적으로 기쁨이 큽니다. 예수 그

리스도의 부활과 '나는 죽고 다시 산다'는 의미인 세례, 입교, 유아세례는 영적 큰 연결점이 있기에 

이번 부활절은 베델교회에 아주 특별한 기쁨이 됩니다. 

<세례, 입교식> 2부 예배 시
세례자(11명): 이종수, 박정원, 이주연, 이민수, 이진수, 천성한, 황혜연, 민신현, 이현숙, 김애란, 함은진
입교자(16명): Daniel Choe, David Han, Gia Sunwoo, Hannah Lee, Irene Sok, Isaac Yaejun Sohn, 
 Kayleen Jisuh Kim, Leo Kang Han, Loren Jin Han, Marie Byun, Matthew. J. Yoon, 
 Noah Shim, Rachel Choe, Rachel Park, Sarah Kang, Taehyun Kim

<유야 세례식> 3부 예배 시
유아 세례자(9명): 웨인아텐보로, 권단영 성도 가정의 윤아텐보로(Yoon Attenborough)
 이영제/최승원 집사 가정의 이라엘(Lael Lee) 
 이정민/강신영 성도 가정의 이제이든(Jayden Lee)
 장수봉/송다운 집사 가정의 장요한(Yohan Jang)
 챙마크/이지영 성도 가정의 챙성민(Benjamin Cheng)
 최재환/안민수 성도 가정의 최재희(Jayhee Choi)
 홍승우/이나리 성도 가정의 홍성언(Samuel Hong)
 홍   켄/김하영 집사 가정의 홍인우(Troy Hong)
 황대경/유별이 성도 가정의 황은호(Eunho Hwang)

온 교회의 기쁨이 되는 영광스러운 세례(유아), 입교식에 베델의 온 성도님들이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Café J Be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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팬데믹 기간 동안에 베델교회 온라인 새가족 등

록을 하고 매주 아이들과 집에서 예배를 드려왔

습니다. 온라인으로 드리는 예배였지만 매주 풍

성한 말씀, 신나는 율동과 크래프트로 항상 즐겁

고 친근하게 예배를 드릴 수 있었고, 아이들에게 

최대한 가까이 다가가려고 노력하시는 선생님

들의 마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만날 수는 없

지만 전화와 편지 그리고 선물로 환영해주시고 

격려해주신 전도사님과 선생님들 덕분에 금방 

적응할 수 있었습니다. 드디어 처음으로 온 가족

이 함께 현장 주일예배를 드렸습니다. 아이들이 

두 손 가득 들고 온 선물들을 보며 우리가 기다린 

것보다 더 간절히 기도하고 기다려오셨을 전도

사님과 선생님들의 사랑과 정성이 느껴져서 참 

감사했습니다. 세한이는 그동안 화면에서만 봤

던 전도사님과 선생님들, 그리고 친구들을 만나

서 즐거웠고 새 친구를 사귀었다며 자랑을 했습

니다. 알록달록 풍선을 들고 유치부 예배에서 늘 

봤었던 강아지 Max와 함께 기념촬영까지 하게 

되며 예수님을 배우고 온몸으로 친구들과 함께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특별한 주일이었습니다.

김다은 성도(학부모)

예배실로 뛰어 들어오던 아이들이 일 년이 지난 

오늘은 체크인 부스 앞에서 쭈뼜 쭈뼜하는 모습

입니다. 하지만 전도사님들의 환한 미소를 보는 

순간 그들의 눈동자에는  "아! 맞다 아버지의 집

에 왔지!"라는 무언의 표현이 흘러넘쳤습니다. 

예배실에서 칸막이하고 사회적 거리를 두고 앉

아 있는 아이들을 보니 얼른 가서 허그하고 싶었

지만 서로 얼굴을 보며 손만 흔들었습니다. 그때 

선생님의 신나는 찬양인도로 우리 모두는 스크

린 앞에서 부르는 찬양보다도 더 뜨거운 가슴으

로 하나님께 나아가며 전도사님 말씀에 집중하

고 기도하는 아이들의 환한 모습을 보니 너무나 

흐뭇했습니다.  아이들과 함께 크래프트를 하던 

생각이 들지만 홀로 조용히 만들었습니다. 그러

나 예배를 마치고 달콤한 솜사탕과 풍선을 들고 

돌아갈 때의 아이들의 환한 미소는 오래도록 제 

기억에 남을 것입니다.

김일란 권사(교사)

Do I have to go? 일 년 만에 열린 어린이 현장 

예배에 참석할 수 있다고 흥분된 마음으로 이야

기했을 때 돌아온 딸아이의 반응은 예상치 못한 

것이었습니다. 지난 일 년간, 매주 편안한 온라

인 예배에 익숙해져서 현장 예배로의 변화가 선

뜻 내키지 않았나 봅니다. 이런 생각을 가진 딸

과 함께 도착한 교회에는 자녀들이 좋아할 만한 

현장 예배 준비와 섬세하고도 정성스러운 손길

이 넘쳐났습니다.  어색하고 낯선 표정으로 지

정된 좌석에 앉은 딸아이가  예배를 마치고 나

서는 얼마나 기쁘고 환한 얼굴로 변했는지 모릅

니다. Did you sign me up for next week's 

worship? Please? 다음 주 싸인 업 했어요 엄

마? 꼭 해주세요, 네? 라고 물으며 말입니다.

박민정 성도(학부모)

일 년 만에 열린 현장 예배는 살아있는 감격의 

예배였습니다. TV 혹은 컴퓨터나 아이패드로 

예배를 드리던 아이들이 책상마다 설치된 칸막

이를 앞에 놓고 사회적 거리를 유지하며 친구 한 

명 없이 1학년부터 6학년이 함께 모르는 아이들

과 앉아있어야 하는 모습은 매우 어색했습니다. 

웃음을 잃어버린 듯 아이들은 각자의 책상에 앉

아있기만 했습니다. 하지만 그 한 명 한 명의 얼

굴은 저의 기쁨이며 또한 감사였습니다. 그들

과 인사하고 찬양하며 기도하고 말씀을 들으

며 시간이 지날수록 그들의 얼굴에 웃음이 돌았

고 다시 살아나는 예배가 되었습니다. 죽음에서 

살아나신 예수님을 만나듯 우리는 기뻐 찬양하

며 살아계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어서 

빨리 다음 주일이 되어 이 자리에서 또다시 예배

드리고 싶어 하는 아이들은 하나님이 살아계심

의 증거였습니다!

 Jamie Kim 전도사(초등부)

선생님~ 보고 싶었어요
베델 교육부

유아부

유아부

유치부

유치부

유치부

유치부

유치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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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전, 예배에 나오지 못하게되는 아이들 소식

을 듣고 펑펑 울던 때가 엊그제 같은데, 어느새 

아이들을 다시 만나볼 수 있다는 생각에 가슴이 

뛰었습니다. 지난 1년간 사랑하는 유아부 선생

님들은 온라인으로 최선을 다하여 섬겨주셨고, 

크래프트 패키지를 만들고 픽업 날에는 망설임 

없이 교회로 모두 나와 주셨습니다. 그 헌신적

인 선생님들과 아이들이 드디어 만나는 날이지

만, 유아 10명과 부모님 한 분씩만 예배를 드릴 

수 있었기에 신청이 되자마자 오전 중에 마감되

었습니다. 신청을 마치신 부모님들과 아이들의 

얼굴에는 많은 기대와 사모함이 가득했습니다. 

아이들은 개인 토이박스를 받아 안전하게 놀이

시간을 가지고 각자 부모님과 앉아서 사회적 거

리를 유지하며 예배를 드렸습니다. 또한 지난 주

일은 종려 주일을 맞이하여 종려나무 가지를 흔

들며 예수님을 맞이하는 행사도 있었습니다. 아

이들은 너무도 적극적이고 행복하게 예배순서

에 참여하였습니다. "사랑하는 베델의 아이들을 

이렇게 예배의 자리에 다시 불러주셔서 감사합

니다. 하지만 세상에는 예배를 모르는 수많은 어

린 영혼들이 있으니 그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

서"라는 기도를 드리며, 우리 자녀들이 베델 교

회에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고백하

게 되었습니다. 많은 인원은 아니지만, 주님께 

다시 예배드릴 수 있고 아이들과 함께 할 수 있

는 모든 순간이 기쁨이며 은혜입니다.

정가영 전도사(유아부)

멈춰버린 예배가 다시금 시작되기를 위한 많은 

분들의 기도가 있었습니다. 예배 10일 전부터 

학부모님들과 선생님 그리고 학생들과 하루에 

한 가지의 기도제목을 가지고 한마음으로 기도

했습니다. 모두의 준비 기도로 맞이한 현장 예배

의 첫날, 그 감격을 잊지 못할 것 같습니다. 공동

체로 함께 모여 드리는 예배의 소중함을 다시금 

느끼며, 십자가의 복음만을 따르는 CIM이 되기

를 참석한 모두가 다짐했습니다.

이형석 전도사(CIM 한어 중고등부)

교회에 올 수 없었던 지난 일 년을 생각하면 이

처럼 교회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날을 얼마나 

기다렸는지 모릅니다.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

고 성경공부 모임도 지속했었지만 스크린을 보

며 찬양을 드리던 것이 뭔가 연결되지 않는다는 

느낌이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아버지 집에서 

예배를 드리고 찬송을 드리는 감동이 잊혀져가

고 있었던 것입니다. 성령의 임재하심을 느끼며 

주님의 거룩하심이 느껴지는 예배당에서의 예

배, 그것도 일 년 만에 믿음의 친구들과 한 장소

에서 주님께 드릴 수 있었던 예배를 그동안 얼마

나 그리워했었는지 모릅니다. 이처럼 다시 주님

의 집, 교회로 돌아와 드릴 수 있는 이 감격스러

운 예배, 이 주일에 정말 행복하고 감사합니다. 

 Nara Kim(12학년)

컴퓨터 앞에서의 예배와는 감히 비교할 수 없는 

교회에서의 예배를 드렸습니다. 마스크를 쓰고 

사회적 거리 두기를 하며 방역에 힘쓰는 등, 이 

모든 것이 얼마나 낯선 모습이었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이런 오랜 기다림 끝에 드디어 교회에 와

서 믿음의 친구들과 함께 드리는 예배의 현장에

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정말로 큰 축복이 있었습

니다. 혼자 찬양을 하고 혼자 말씀을 듣고 말씀공

부에 참석했던 일 년이라는 긴 시간이 있었지만, 

이렇게 다시 우리 교회에서 함께 찬양을 하고 말

씀을 듣고 말씀공부를 함께 할 수 있음이 너무나

도 소중하게 생각되는 감사한 시간이었습니다. 

David Minkyu Kim(12학년)

2020년 3월 8일은 마지막 예배 날이었습니다. 

딱 일 년 만에 베델의 모든 교회학교 청소년들이 

다시 교회에 모여 예배를 드리게 되어 얼마나 감

격스러웠는지… "함께"라는 단어가 얼마나 좋은 

말이었는지 그리고 "우리 교회" 가 얼마나 그리

웠는지 모릅니다. 이제 온라인에서 현장예배로 

베델의 청소년들이 잃었던 지난 일 년 여 시간을 

되찾을 수 있는 복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기도

하며 베델의 자녀들을 축복합니다. 

Sherry Kim 권사(교사)

어색함에서 기다림으로

베델 교육부

CIM 한어 중고등부

BYM High 영어 고등부

BYM High 영어 고등부

BYM Jr. 영어 중등부

BYM Jr. 영어 중등부

유초등부

유초등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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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임목사: 김한요 목사

⊙목회자⊙

기획/행정: 정승락 목사

믿음 목장/예배/목회지원: 김형균 목사

소망 목장/선교: 주성필 목사

사랑 목장/훈련/베델뉴스: 이충경 목사

은혜 목장/전도/이웃사랑: 김홍식 목사

화평 목장/셀/기도: 박경철 목사

베델워십: 김섭리 목사

새가족/경조: 한순고 전도사

BGC: Justin Kim 목사

BGC(Family): Dan Nam 목사 

BGC(College/Worship): Peter Lee 전도사

일본어 예배: 손용주 목사

예삶채플(총괄): 강문구 목사 

예삶채플(청년): 서찬석 목사 

예삶채플(청년): 김유미 전도사 

영어고등부: 여욱제(John) 목사

영어중등부: 현호승(Daniel) 전도사

한어중고등부: 이형석 전도사

교회학교 디렉터: 이진아(Jinah) 전도사

초등부: 김은정(Jamie) 전도사 

유치부: 이승진(Sharon) 전도사

유아부: 정가영(April) 전도사

소망부: 박정민 전도사

Beyond the Blue: 이란혜 전도사

통역/제자반: 이앤드류 전도사

⊙성가대 및 찬양팀⊙

 지휘자: 박정영,차은하,이사무엘

오케스트라: 박정영

피아노: 신현진,지지영,한현미,이혜경

오르간: 이정은,이혜경,박정연

솔리스트: 최정원, 백동휘

밴드디렉터: 정봉화

⊙사역 간사 및 인턴⊙

의료상담: 이강민 전도사

한어권: 정티나 간사

아기학교: 이제나(Jenna) 전도사 

영아부: 윤희준 간사

유년부: 김재은 간사

한어중고등부: 김소영 간사 

영어중고등부: Grace Park 인턴

⊙교회 직원 및 간사⊙

사무장: 마현진

건물/차량관리: 김유호

사무실: 인현미, 박성혜

재정실: 이수민

방송실장: 박주남 전도사

크리에이티브 디렉터/음향: 최철기

음향: 강창위

방송실: 최종형, 장석영, 김지현

디자인: 박선경

웹: 김정아

수양관: 오춘란

[ 파송선교사]	창의적접근지역Ⅰ손승옥,	김진영(김은경),	이바나바(옥소리),	장과장(주열매),	호세아(그사랑),	Nader(Dina),	Yeshua

 루마니아Ⅰ서형렬(서정희)	조지아Ⅰ김현수(고봉주)	캄보디아Ⅰ황순현(황현주)	

[ 협력선교사]	과테말라 실버Ⅰ유한성(유영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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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의적접근지역Ⅰ류진,	온세상,	이희숙,	차은경,	길예평(길진명)	

*선교기관Ⅰ나눔선교회,	네이버스선교회,	멕시코	장로회	신학교,	밀알선교회,	바실레이아	신학교,	한미가정상담소,	GP미주본부,	

	 Good	News	Spreaders(GNS),	JAMA,	NAUH,	New	Hope	선교	유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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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단꽃(4월)Ⅰ     4/4: 임낙현              4/11: 무 명              4/18: 정광묵              4/25: 무 명

어느덧	팬데믹이	선언된	지도	1년이	넘어갑니다.	예
배가	있어서,	교회가	있어서,	그리고	우리의	선한	목
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셔서	코로나	숲의	짙은	
어둠	가운데서도	우리는	길을	잃지	않을	수	있었습니
다.	그리고	언제	끝날지	모를	것만	같았던,	아니	과연	
끝은	있을까	싶었던	이	어둠의	길도	조금씩	빛이	보이
기	시작합니다.		

코로나의	시기	가운데	특히	예삶의	시곗바늘은	마치	
고장	난	시계와	같이	멈춰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예
전	같았으면	수양관으로,	교회로,	공원으로,	캠퍼스로	
모여	다양한	행사를	진행하고	있었을	시기에	우리	예
삶	청년들은	조그마한	스마트폰	화면을	바라보며	집
에	갇힌	채	각	가정에서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었습니
다.	그러나	우리는	갇혔을지라도	매이지	않는	하나님
의	말씀이	예삶	지체의	마음과	삶에	역사하셔서	우리
의	믿음과	삶을	굳건히	붙들어	주었습니다.	하나님의	시간	속에서	예삶의	시곗바늘은	힘차게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예삶에서는	올해	부활주일을	맞이해서	"코로나	숲을	뚫는	부활절"이라는	작지만	단단한	행사를	진행합니다.	사실	현
장	예배가	열리고	많은	예삶의	지체들이	교회로	나와	함께	예배를	드리는	모습을	보며	이번	부활절에는	공원에	다	같
이	모여	함께	고기를	먹으면서	야외에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려	했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저희가	한	발자국씩	천
천히	움직이길	원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짧지만	의미	있는,	마치	신호탄과	같은	시간으로	부활절	행사를	진행하
기로	하였습니다.			

부활절은	가장	깊은	어둠이	끝나고	찬란한	빛이	임하는	날입니다.	사망의	무덤이	생명	탄생의	분만실로	변하는	날이	
바로	부활절입니다.	코로나의	깊은	밤을	지나	부활의	여명을	깨우는	새벽	이슬과	같은	청년들이	예삶에	가득	넘치길	
소망해	봅니다.	

▶ 일시: 4월 4일 부활절 예삶 예배 후      ▶ 장소: 베델교회 본당     ▶ 문의: 강문구 목사 (949)506-6905

사역광고 예삶 "코로나 숲을 뚫는 부활절" 축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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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인 :	 김한요	담임목사	■ 편집장 : 유미경	권사	■ 사 진 : 박상곤	장로,	최호경	집사

■ 기 자 : 강수연	자매,	김선홍	권사,	김유미	권사,	김지연	집사,	박인주	집사,	박정원	집사
	 박진아	권사,	안예진	집사,	최경희	권사,	허성숙	집사,	황수정	집사	

◈ 베델뉴스 원고파일은 
bethelnews@bkc.org로

보내주세요.

베델뉴스
편집위원

베델/갈릴리수양관 31600 El Cariso Trail, Lake Elsinore, CA 92530 ◆ 수양관전화번호(예약문의)	(949) 943-9697 ◆ E-MAIL	bgrcenter@hotmail.com

◆ 베델교회 현장 예배 및 예배시간 변경 안내 4월 4일부터 베델교회
의 모든 주일 예배(1,2,3,4부)를 제한된 인원 안에서 현장예배와 온라
인으로 드립니다. 포스트 팬데믹을 준비하며 온라인과 현장예배 시간을 
변경 하오니 각 부서별 예배 시간을 확인해 주시기 바라며 예배 신청은 
매주 화요일 새벽 5시30분부터 하실 수 있습니다(checkin.bkc.org).

● 주일 1부 예배: 오전 7시 (현장, 온라인)
● 주일 2부 예배: 오전 9시 (현장, 온라인)
● 주일 3부 예배: 오전 11시 (현장, 온라인)
● 주일 4부 예배: 오후 2시 (현장, 온라인)
● 교회학교(유아, 유치, 유년, 초등), CIM 및 BYM 중등부: 주일 3부(오전 11시)
● BYM 고등부: 주일 2부(오전 9시)
*모든 자녀들은 마스크를 꼭 착용해야 합니다
*유아부 현장 예배를 참석하시는 부모님은 1, 2부 현장예배 또는 온라인 
  예배를 드리시고 3부에 자녀와 함께 예배에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부서별 예배에 방역을 실시합니다. 

◆ 부활주일 예배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사망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신 예
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영광을 기념하는 부활주일 예배에 온라인과 현장예배 
드리시는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부활절 헌금은 온라인과 현
장 예배에서 드리실수 있습니다. 

◆ 세례(유아)/입교 오늘 2부 예배에 세례, 입교식과 3부 예배에 유아 세례
식이 있습니다. <4면 참조>

◆ 베델 수요 프로젝트 4월 7일 수요일 오전 10시, 베델의 수요 프로젝트 "베
델이 간다"와 "베델 큐" 4회가 베델교회 유튜브 채널을 통해 방영됩니다. 많
은 시청과 관심 부탁드립니다.
문의: 김성균 집사 (949)838-4110

◆ 제28차 주행 예배팀, 베델워십팀, 오케스트라팀, 예배 FD팀, 미디어팀, 헵
시바 워십팀의 주행이 이번주 금요일에 열립니다. 
일시/장소 : 4월 9일(금) 저녁 7시 30분 / 본당

◆ 새가족 환영회 새가족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팬데믹 가운데 온라인
으로 등록하시고 새가족 교육을 수료하신 분들(자녀 포함)을 위한 새가족 환
영회를 엽니다. 베델교회의 사역과 목회자 소개, 그리고 풍성한 성도의 교제
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일시/장소: 4월 17일(토) 오후 5시, 본당
문의: 최주상 장로 (949)290-0717, 이길수 집사 (714)328-3350

◆ M 미팅 "선교사를 만나다" (멕시코 과달라하라 편) 선교지를 직접 방문
할 수 없는 상황에서 10주 운영플랜을 가지고 선교팀원을 모집하여 진행하
는 온라인 선교가 활발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현지 선교사와 성도를 온라
인 화상으로 직접 소통하고, 기도하기 위한 만남의 자리를 마련하였습니다. 
초대 선교사: 과달라하라 허익현, 김영중 선교사 
일시/참가방법: 4월 10일(토) 오전 9시 30시-10시 30분, Zoom을 통한 온라인
참여신청방법/문의: 홈페이지 등록, 주성필 목사 (949) 333-9213

◆ 카타콤기도회 각 가정과 일터로 영적 카타콤이 되게 하라. 카타콤기도회
가 4월 8일(목) 오전 10시, Zoom으로 모입니다. 
참여 Zoom 회의 ID : 935 9750 9413

◆ H.R.5 (평등법) 반대 서명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선포하는 교회를 핍박하
며 크리스천의 신앙의 자유와 권리를 무너뜨리고 역차별하는H.R.5 (평등법) 
반대 서명에 많은 성도님들의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온라인 서명은 교회 웹
페이지를 통해 하실 수 있습니다.

◆ 성경적 성교육 학부모 세미나 교회학교에서 학부모를 위한 성경적 성교
육 세미나를 준비했습니다. 혼탁하고 무질서한 이 세대 가운데 예수그리스
도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이 주신 거룩하고 아름다운 성을 지켜나가는 다음 
세대가 될 수 있도록 많은 기도와 관심 부탁드립니다. 학부모 세미나(온라인)
를 마치신 분에 한하여 추후에 열리는 자녀 성교육에 등록 하실수 있습니다. 
등록기간/문의: 4월 8일-4월 18일, 안지호 팀장 jjtid2006@gmail.com

◆ 소망부 Easter Basket Drive Thru 부활절을 맞이하여 소망부 친구들을 
위한 Easter Basket 을 준비했습니다. Drive Thru로 준비 하였사오니 모두 
오셔서 부활절의 기쁨을 함께 나누길 바랍니다. 
일시/장소: 4월 4일(주일) 오전 10-오후 12시, 소망부 주차장

◆ BYM 대학 진학을 위한 재정 세미나 10-12학년과 학부모를 위해 대학 
진학에 필요한 재정 정보를 나누는 세미나가 열립니다. 많은 참여 바랍니다.  
일시/신청 방법 : 4월 11일(주일) 오후 1시, 홈페이지 신청 (Zoom ID 455 791 0001)
문의: 여욱제 목사 (818)270-5454 

◆카페에서 판매 될 음식 재능 기부자 모집 정성스런 홈메이드 음식을 새로 
오픈한 베델카페에서 매주일 스페셜 메뉴로 한정 판매하고자 하오니 성도 여
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재능 기부로 판매되어, 판매금 전 
액은 선교를 위해 쓰여집니다. 참여를 원하시는 성도분들은 실내외 카페에서 
사인업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료비는 제공됩니다.
*교회에서 조리는 불가합니다.(예: 포장된 샌드위치, 주먹밥, 김밥, 쿠키, 떡, 컵케익 등)  
문의: 변준호 장로 (949)607 9869 

◆ 교역자 동정 김섭리 목사님께서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해 사임하시게 되었
습니다. 그동안의 섬김에 감사드립니다 

◆ 위로해 주세요
- 故 김정희 성도님(김혜선 집사의 모친)께서 3월 25일(목)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 故 정정한 집사님(유형석 집사의 모친, 강 영 집사의 시모)께서 
 3월 30일(화) 한국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 故 김욱이 성도님(배진용 집사 모친, 배혜숙 권사 시모)께서 4월 2일(금) 
 한국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 故 옥한일 권사님(김숙영 권사의 모친, 김정윤 장로의 장모)께서 
 4월 2일(금) 한국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Apply to Life1. Today is Easter Sunday.  In the name of our Lord Jesus, let’s exchange words of blessing and 
 congratulations with fellow cell members. 

2. What does the author of Hebrews call Jesus? (v.20, Ref: John 10:11, 28-30)

 v.20 “May the God of (                                   ), who through the blood of the eternal covenant brought 
 back from the dead our Lord Jesus, that (                                   ) of the sheep”

3. What is meant by “the blood of the eternal covenant? (v.20, Ref: Isa 53:4-6)

 Isaiah 53:4-6 “Surely he took up our infirmities and carried our (                                   ), yet we 
 considered him stricken by (                                   ), smitten by him, and afflicted.  But he was 
 (                                   ) for our transgressions, he was crushed for our (                                   ); the 
 punishment that brought us peace was upon him, and by his wounds we are healed.  We all, like 
 sheep, have gone astray, each of us has turned to his own way; and the Lord has laid on him the 
 iniquity of us all.”

4. God is the God of (                                   ).  What is the reason why we no longer have to fear God but 
 be bold instead?  (v.20, Ref: Heb 8:12, 10:15-17) 

 Heb 8:12  “For I will forgive their (                              ) and will remember their (                             ) no more.”

 Heb 10:15-17   “The Holy Spirit also testifies to us about this. First he says: “This is the covenant I will 
 make with them after that time, says the Lord. I will put my laws in their hearts, and I will write them 
 on their minds.” Then he adds: “Their sins and lawless acts I will (                                   ) no more.

5. Let’s pray that those who believe in the Resurrection will be equipped with everything good to do 
 His will.  Read the referenced verses, then discuss the transformation brought about to those who 
 believe in the Resurrection.  (v.21, Ref: John 20:21-22) 

<Song in Response: Only by Faith, The Trusting Heart to Jesus Clings (455)

코로나 숲을 뚫고 가는 로드맵

히브리서 강해
주일설교시리즈

Sunday Worship Sermon Note Speaker: Rev. Bryan Kim

Book of Hebrews (48)

Great~ Shepherd, Jesus   
(Hebrews 13:20-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