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1년 5월 2일제45권 1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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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00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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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日本語 礼拝 / 현장예배, 온라인
	 1:00P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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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린이 주일 예배 Lord’s D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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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경봉독 Scripture Reading .........1, 2, 3부/열왕기하 17:25-28, 32-33 .....................All together 다같이

4부/마가복음 4:35-41

 말씀 Message ............................................1, 2, 3부 ................ Rev. Choong Kyung Lee 이충경 목사

어긋난 경외, 어긋난 예배   

4부 ...............................Rev. Bryan Kim 김한요 목사

예수님이 베개 베고 주무실 때 일어난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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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 3부/주의	아름다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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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 3부/믿음	in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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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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년여 길고 긴 팬데믹의 터널을 빠져나오는 듯했으나 백신 접종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 한편, 걱정스러운 뉴스도 들려오는 요즘입니다. 

인도에서는 코로나 바이러스 하루 신규 확진자가 31만 4천명 이상이 발

생하여 세계 최다 기록을 경신했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려되는 것은 인

도에서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중, 삼중으로 강

력한 변이를 일으키면서 우리를 다시 한번 위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전 세계는 다시 코로나가 창궐하지 않을까 매우 조심하면서 나라마다 인

도를 입국 금지 국가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이미 알려진 바대로 바이러스는 하나의 세포로 이뤄진 박테리아와는 달

리, 단백질과 핵산으로 이루어진 유전물질 DNA 또는 RNA의 구조로 되

어 있는데 코로나 바이러스는 RNA 구조에 가까워 다양하게 변이를 일

으키기 때문에 예측이 어렵다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보면,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 코로나 바이러스가 창궐하여 변이를 일으키는 것처럼 영혼의 

바이러스인 죄 역시 세상에서 교묘하고도 치명적인 변이를 일으키고 있

습니다. 죄는 우리의 삶에 침투하여 영혼을 병들게 할 뿐 아니라, 도덕

성과 영성을 파괴하며 가정과 교회, 사회를 무너뜨리고 병들게 만듭니

다. 급기야 이 죄는 서서히 우리를 영원한 죽음에 이르게 합니다.  또한 

놀라운 것은 이 죄는 계속된 변이를 일으켜 더욱 차원 높은 변종을 만들

어 낸다는 것입니다. 더 악랄하게, 더 음흉하게 그 모습을 바꿔 갑니다. 

최근 뉴스를 보면 얼마나 기상천외한 방법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지 모

릅니다. 죄는 코로나 바이러스와 너무도 닮았습니다. 아무도 모르게 잠

입하여 때로는 무증상으로 전파되고, 지속적인 변이로 활동합니다. 그

러나 인류가 코로나에 대응하여 할 수 있는 조치는 고작 마스크를 쓰고 

사회적 거리를 유지하고 지속해서 손을 씻는 것뿐 이듯 죄에 대하여 영

적으로 대처할 방법은 매우 제한적입니다. 근본적으로 취해야 할 조치

는 무엇일까요?

전문가들은 면역력을 강화하고, 집단면역을 길러내야 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영적 면역력은 무엇일까요? 우리의 영적 면역력은 기

도입니다. 하나님께 간구하고 기도할 때, 악은 분별 됩니다. 악을 거부할 

힘과 능력이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근본적인 죄악의 치료제는 오직 예

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 때, 장자

가 모두 죽는 열 번째 재앙을 맞았지만, 문설주에 어린양의 피를 바른 자

들은 살았습니다. 죄의 근본적 치료는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밖

에 없는 줄 믿습니다. 아무리 죄악이 변이를 일으키고 변형을 일으킨다

고 할지라도 이길 힘은 기도와 예수 그리스도뿐임을 기억합시다.

This past year has been like coming out of a long tunnel of pandem-
ic. Even with starting of vaccine administration over the world, we are 
hearing some news of concern. There are average of over 314,000 daily 
infections in India, setting a world record.  This increased infections in 
India caused by 2nd and 3rd variant strands of Coronavirus put us in 
danger once again. The entire world is being careful of another wave of 
outbreak. Every nation is prohibiting entry of people from India. 

As it is discovered now, this virus is unlike bacteria that is formed from 
one cell. It is formed from protein and nucleic acid as a genetic material 
like DNA and RNA. Being closer to RNA, the characteristics of producing 
variants make it more difficult to predict its future. Similar to Corona-
virus outbreaks that cause variants to form, our spiritual virus, sin also 
creates variants that are cunning and fatal. Sin enters our lives and caus-
es us to become spiritually sick. Moreover, it breaks down our morality 
and spirituality causing our families, churches, and society to fall and 
become sick. Eventually, sin slowly brings us to eternal death. What is 
more amazing is that sin continues to change, making variants that are 
more deadly than before. It becomes more vicious and insidious. We see 
in the news how God is attacked in the most unusual ways. Sin is very 
much like Coronavirus. It enters unknowingly and sometimes spreads 
without any symptoms.  It continues to change. However, our basic ef-
fective response to Covid was to wear masks, maintain social distancing, 
and to wash our hands continuously. Similarly, our spiritual response to 
sin is also very limited. What are our fundamental steps to take? 

Experts say that we need to strengthen our immune system and build 
the herd immunity. Then, what is our spiritual immune system? Our spir-
itual immune system is prayer. When we request and pray to God, we 
can discern evil. We are given strength and ability to deny evil. The only 
fundamental remedy for sin is the blood of Jesus Christ on the cross. 
During exodus of Israelites from Egypt, there was the tenth plague of 
death of first born. Those that had blood of young lamb on the door-
frame survived. The only fundamental healing of sin is the blood of Je-
sus Christ. No matter how much sin changes and forms variants, remem-
ber the only strength to defeat sin comes from prayer and Jesus Christ. 

변이가 일어난다 할지라도
Even If There is a Variant

이충경 목사 / Rev. Choong Kyung Lee

목회자 칼럼
Pastor's Colum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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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시대가 바뀌면서 우리 주변에 예전에 비해 당연히 인정 받아야할 권한, 힘, 주권 등이 인정받지 못하는 사례가 

 있는가 나눠 봅시다. 

2. 단순한 사고일 수도 있는 사건을 가지고 '하나님 경외'라는 것으로 의미 부여하는 성경의 내용을 보면서 우리들 

 삶에 어떻게 적용하면 좋을까요?(왕하 17:25-26)

3. 우리는 왜 하나님을 경외해야 할까요?(요 4:10, 시 96:4-6)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제대로 배워야 합니다. 

 제대로 배우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고 어떤 폐단을 낳습니까?(왕상 11:31-32)

4. 어긋난 경외는 자신의 예배를 보면 보입니다. 본문을 읽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나아가는 자리인 예배에서 나는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 왕하 17:32 "그들이 또 여호와를 경외하여 ______________________ 산당의 제사장으로 택하여 그 산당들에서 

  ______________________ 제사를 드리게 하니라"

 - 왕하 17:33 "이와 같이 그들이 ______________________ 경외하고 또한 어디서부터 옮겨왔든지 그 

  ______________________대로 자기의 신들도 섬겼더라"

5.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려면 내게 변화 되어야 할 것은 무엇인가요? 

적용하기

<적용찬양: 주의	아름다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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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긋난 경외, 어긋난 예배   왕하 17:25-28, 3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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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을 위해 주님이 준비해 놓으신 보물같은 홀 

가족은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신 제임스와 로

제타 홀에서부터 시작되어 2대에 걸쳐이어졌습

니다. 제임스 홀은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뉴욕의 

빈민가에서 의료 사역으로 선교적 삶을 시작하

였습니다. 그 때 만난 펜실베니아 의대를 졸업한 

로제타와 약혼한 뒤 1891년 조선 땅에 도착했

고, 로제타 홀은 남편보다 1년 먼저 선교를 위해 

도착하면서 홀 가족의 섬김은 시작되었습니다.

"인류를 위해 봉사하길 원한다면 아무도 가려 

하지 않는 곳으로 가서, 아무도 하려 하지 않는 

일을 하라."라는 홀요크 여자 신학교를 세우신 

메리 라이언의 연설을 들은 로제타는 우리나라 

최초의 여성병원인 ''보호하고 구하는 여성들의 

집'이라는 뜻의 '보구여관(保救女館)'에서 일하

였으며 거의 모든 분야의 진찰과 진료, 수술을 

혼자 도맡아 진료하였습니다. 그 후 이들 부부

는 평양 선교 개척의 중책을 맡아 온갖 핍박 속

에서도 채 한 살이 안 된 아들과 함께 평양으로 

떠나 의료 봉사를 하며 교회를 개척하였습니다. 

평양에서 환자들을 치료하기 위해서 밤낮으로 

노력하던 제임스는 자신도 전염병에 걸려 1894

년 11월 24일 한국에 온 지 3년만에 아내의 품

에서 세상을 떠났습니다. 

남편을 잃은 임신 7개월인 로제타는 미국으로 

돌아가서 딸 에디스를 낳은 후 두 자녀를 데리

고 1897년 한국으로 다시 돌아옵니다. 그녀는 

평양에 남편을 기념하는 '기홀 병원'을 세우고 

직접 부인과장으로 일하였습니다. 이때 사랑하

는 딸 에디스도 이질로 희생되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고통으로 크고 깊은 슬픔을 이겨내야만 했

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다른 

이유로 하나님께서는 그 아이를 데려가셨으리

라."(1900년 로제타 홀 일기 중에서)

시련과 고난의 시간을 거치며 로제타는 평양에 

여성치료소 '광혜여원'을 열었고 한국 최초의 맹

학교인 '에디스 마그리트 어린이 병동'을 개원하

며 한글 맞춤법에 맞는 점자법도 개발하여서 최

초의 시각장애인 학교를 세웠습니다. 여성 의사

와 간호사를 양성하는 일에도 헌신하여 한국 근

대 의료의 기반을 다지는 데 결정적인 공헌을 하

였습니다. 남편과 딸을 잃으면서도 그녀의 헌신

은 지속하여 68세에 43년간의 조선에서의 선교

사의 삶을 마무리하시고 1935년 미국으로 돌아

가 지내시다가 1951년 미국 뉴저지에서 85세에 

소천하여 화장된 후, 남편이 묻힌 양화진에 합

장되셨습니다. 뉴욕의 여의사로 명성을 떨치고, 

최고의 시설인 근대식 병원에서의 삶을 선택하

지 않은 것은 인간의 죄를 위해 희생과 고난의 

십자가 길을 걸으신 예수님의 사랑이 있었기 때

문 이었을 것입니다.

그 후, 이들의 아들 셔우드 홀은 토론토 의대를 

졸업하고 의사인 부인 메리언과 함께 한국에서 

16년 동안 의료 선교를 하였습니다. 그는 특히 

폐결핵을 치료하는 전문가가 되어 해주에 최초

의 폐결핵 요양원을 세우고 환자들을 돌보며 사

회에서 완전히 격리된 채 비참한 생활을 감수해

야만 하는 그들에게 셔우드는 사랑과 도움의 손

길을 보냈습니다. 또한 그는 한국 최초의 크리

스마스 씰(Seal)을 만들어 결핵환자들을 도우며 

한국을 떠나기 바로 직전 미국 선교 본부로부터 

인도에 의료선교사로 가라는 서신을 받고 떠났

습니다. 양화진에 묻힌 홀 가족은 로제타 셔우

드 홀과 그의 남편 제임스 홀, 딸 에디스 홀, 아

들 셔우드 홀과 그의 아내 메리안 홀 모두 5명의 

온 가족이 2대에 걸쳐 오직 한국을 위해 생을 바

치신 분들입니다.

베델뉴스팀

믿음의 가정 홀 패밀리베델 탐방 - 네 번째

사진: 평양 광혜여원 전경

출처: 양화진 묘원

사진: Dr. 제임스 홀과 Dr. 로제타 홀

사진: 
Dr. 셔우드 홀 
가족. 앞줄 가장 
오른쪽이 로제
타 홀.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사는 가정들이 선교를 통해 어떻게 주님 나라를 전파하며 
복음의 씨앗을 뿌리고, 열매가 맺혔는지 그 발자취를 찾아 양화진으로 다시 한 번 
온라인 탐방을 시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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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의 찬란한 봄날, 가정의 달에 화목의 열매가 베델 성도 여러분의 가정에 가득 맺히기를 소망합니다. 가

정의 소중함이 여느 때 보다 삶의 안식처로 더욱 크게 와 닿는 요즘이네요. 오늘은 베델 한국학교 1학년 입

문 5반 황수정 선생님반의 줌 수업현장을 찾아가 우리 가족이 최고라고 엄지를 치켜 세우는 한국학교 1학

년 아이들의 엄마, 아빠 자랑 이야기에 귀 기울여 보겠습니다.

어린이 주일 특집

밥 최고입니다. 
우리 엄마 김밥은 최고입니다.
아빠는 너무 재밌어요. 

한국학교 2학년

김리나

재미있게 잘 놀아주고, 나를 사
랑해주고, 우리 엄마 김밥이 맛
있어요. 어려운 것 있으면 도와줘
요. 새로운 장난감도 사주세요.

한국학교 2학년

서준영 

엄마가 학교 숙제를 
도와줘요.

한국학교 1학년

이주원

나를 세상에서 제일 사랑해주고, 
강아지도 잘 키워주고, 
책도 읽어주세요. 

한국학교 1학년

김시헌

나를 사랑해주고 
많이 안아주셔서 좋아요.

한국학교 1학년

심우빈

엄마는 맛있는 요리를 해주고, 
아빠는 재미있어요. 엄마, 아빠
가 함께 놀아주고 게임도 해서 
좋아요.

한국학교 2학년

조한나 쿡

요리를 잘하고, 동생들 잠을 잘 재
워 주세요. 아빠는 레고도 해주고 
자전거도 함께 타고, 티비도 함께 
봐요. 특히 엄마가 동생들을 돌볼 
때 저랑 놀아주세요.

한국학교 1학년

김준휘 

아빠는 재미있고 열심히 
일해요. 엄마는 나랑 
재미있게 놀아줘요..

한국학교 1학년

윤혜윤

음… 음…..
우리 엄마는요~~
요리를 잘하셔서 좋아요 

한국학교 1학년

최원보

황수정 교사: 1학년 입문 5반 친구들~ 오늘은 우리의 엄마 아
빠가 어떤 분이신지, 우리 모두 앞에서 자랑해 보는 시간을 가
져 보려고 해요. 여러분의 부모님은 어떤 분이세요? 어떻게 
해 주실 때가 가장 좋아요? 누가 먼저 말해 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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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요일 아침QT

매주 월요일 아침 7:00-7:30, Zoom을 통

한 말씀 묵상은 말씀공부 때 사용하는 책자 

"Gospel Project"를 사용하는데 책자가 없는 

학생은 전도사님이나 선생님께 문의하시면 

됩니다. 또한 "Discord"라는 말씀 책은 저희

가 사용하는 웹의 플랫폼에서도 볼 수 있습니

다. 지난 4월 19일에 시작된 말씀묵상은, 이

른 새벽 20여 명의 학생들이 Zoom에서 모이

는데, 어렸을 때부터 이렇듯 말씀 묵상의 훈

련을 받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가를 생각하

며 감사드립니다.

■ 금요일 현장 운동 사역과 제자 훈련

"운동 사역과 제자 훈련"은 매주 금요일 저녁 

6:00-8:30까지 교회에서 모입니다. 팬데믹

으로 집에만 있던 학생들이 교회에 와서 영적 

훈련뿐 아니라 운동도 하면서 주님과의 관계

를 회복하고 더욱 믿음이 자라나기를 기도합

니다. 친구들과 함께 운동을 하기도 하고 제

자반에서는 "Life of King David" 다윗왕의 

삶을 배우기도 합니다.

·기간: 4월 23-7월2일(매주 금요일)

·식사/장소: 오후 6:00-6:30 체육관

·운동/장소: 오후 6:30-7:30 체육관

·제자훈련/장소: 오후 7:30-8:30 비전채플

운동 사역은 사전 온라인 등록이 필요하고, 

등록비는 $50이며 인원 제한은 30명임을 양

해 부탁드립니다. 제자 훈련은 사전 등록이 

필요 없으므로 교회에 오지 못하는 학생들은 

Zoom으로 제자 훈련에 참석할 수 있습니다. 

이번 저희 BYM 중등부에서 준비한 이 프로

그램을 통해 중등부 모든 학생들이 주님을 더

욱 깊이 경험할 수 있도록 여러 부모님들과 성

도님들의 지속적인 중보 기도 부탁드립니다.

나는 주님의 친구, Friend of God베델 교육부

BYM중등부에서는 현장 예배를 시작하면서 월요일 아침 QT와 금요일 저녁 말씀 훈련 그리

고 스포츠 사역을 교회에서 시작했습니다. 부모님들께서도 영성 훈련이기도 한 이 프로그램

에 많은 자녀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격려 부탁드립니다.

기도의 날(Day of Prayer)

현장 예배가 시작되기 하루 전날, BYM 중등부

에서는 부모님들과 학생들이 우리의 예배 장소

인 비전센터에 모여 현장 예배를 앞두고 기도하

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일 년 만에 교회에 와서 

현장 예배를 드리는 중등부 모든 학생이, 성령

으로 충만하여 주님만 영광 받으시는 귀한 예배

를 드릴수 있기를 원하는 간절함을 가득 담은 모

임이었습니다. 비전센터에 설치된 7개의 부스

에 부모님과 자녀들이 함께 들러 기도할 수 있

도록 준비된 이번 행사를 통해 우리는 기도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임을 다시 한 번 깨닫

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 부스는 "영적 성장", 두 번째는 "예배", 

세 번째 부스는 "사랑", 네 번째는 "말씀과 진리", 

다섯 번째는 "친목", 여섯 번째는 "기쁨과 평화", 

그리고 마지막 부스인 일곱 번째 부스는 "기도-

선교와 전도"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학생들과 

부모님들은 이곳에서 예배드릴 우리의 자녀들

을 위해 마음껏 기도하며 축복하는 복된 시간을 

가졌습니다. 

중등부 20여 가정의 부모님들과 자녀들이 모여 

기도했던 이 기도의 날에 참여했던 학생의 간증

입니다. 저는 'Day of Prayer' 기도의 날로 모였

던 이 시간이 정말로 귀한 시간으로 느껴졌습니

다. 기도는 우리의 영적 생활에서 빠질 수 없는 

너무도 중요한 것으로 생각하기에 제가 속한 중

등부의 부흥을 기도하며 이 시간을 준비했습니

다. "기도의 날은 불과 며칠을 앞두고 급히 알려

드렸음에도 많은 부모님이 자녀와 함께 기도하

기 위해 모인 그 시간이 얼마나 귀하고 감사했는

지 모릅니다. 여러 부모님과 함께 만나 기도하

게 된 것은 정말 BYM 중등부에 주시는 하나님

의 큰 은혜였습니다.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

하면서 시작한 현장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서 베

풀어 주실 더 큰 은혜를 기대합니다.

Daniel Hyun (BYM 중등부 전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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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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도: 이충경 목사

은혜 목장/전도/이웃사랑: 김홍식 목사

화평 목장/베델워십/셀: 박경철 목사

새가족/경조: 한순고 전도사

BGC: Justin Kim 목사

BGC(Family): Dan Nam 목사 

BGC(College/Worship): Peter Lee 전도사

일본어 예배/헵시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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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뮤직디렉터: 정봉화

⊙사역 간사 및 인턴⊙

의료상담: 이강민 전도사

한어권: 정티나 간사

아기학교: 이제나(Jenna) 전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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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Ⅰ   5/2: 노성애           5/9: 홍성아           5/16: 이애숙, 이충경           5/23: 임명신, 황장은

베델	한국학교가	재미있고	유익한	2021년	여름	캠프를	온라인으로	개최합니다.	한국어와	한국	문화를	흥미있고	실감
나게	체험하는	여름	캠프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팬데믹이	종식되지	않은	가운데,	예전처럼	대면	수업을	하지	못해	아쉽지만,	더	즐겁고	유익한	온라인	프로그램으로	아
이들과	만나기	위해	성심껏	준비하고	있습니다.	봄학기를	온라인	수업으로	문을	활짝	열어주신	하나님께서	훌륭한	베
델의	선생님들을	통해	여름	캠프도	필요한	모든	것을	풍성히	공급하실	것이라	믿습니다.	매일	2시간씩,	월요일에서	목
요일,	4주	동안	온라인으로	진행하는	이번	캠프는	누구나(외부	포함)	참여할	수	있으며	큐티와	한국어	시간,	그리고	한
국	문화를	배우는	시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말씀을	통해	주님을	만나는	큐티로	시작해,	레벨에	맞추어	준비된	한
국어	수업,	그리고	한국	역사,	인물,	음식,	도시,	음악	등의	다양하고	흥미로운	주제로	문화	수업이	진행됩니다.	학습	단
계로는	입문,	기초,	초급,	중급	그리고	회화반이	있습니다.	입문	유치원	반은	따로	구성될	예정이며,	신입생의	경우는	
진단	평가	실시	후	반이	배정됩니다.	

베델의	선생님들이	정성껏	준비
한	한국어	수업과	다양한	한국	문
화	활동을	통해	아이들에게	좋은	
추억을	남겨주는	2021	여름	캠프
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세한	사
항은	bks.bkc.org를	참고해	주시
기	바라며,	7월	여름	캠프에서	모
두	만나요!	

▶ 기간: 7월 12일-8월 5일(매주 월-목, 4주간)
▶ 시간: 오전 10:00 -오후 12:00 
▶ 대상: 유치부(만 5세) 이상, 중고등 학생
▶ 등록 기간: 4월 5일-5월 9일 
▶ 등록비: $290/ $320(5월 9일 이후)
▶ 문의: 이석희 장로 (949)697-7606
        최문정 권사 (949)836-7687

사역광고 신나는 베델 한국학교 여름 캠프! 

시간 월 화 수 목

1교시
(10:00-10:50)

QT QT QT QT

한국어 한국어 복습/문화 한국어 한국어 복습/문화

휴식 휴식 휴식 휴식

2교시
(11:00-11:50)

한국어 문화 한국어 문화

▶ 수업 시간표 (4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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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델 알림판 Bethel Announce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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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 자 : 강수연	자매,	김선홍	권사,	김유미	권사,	김지연	집사,	김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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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늘은 어린이주일!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귀한 자녀들로 인하여 더욱 
감사하고 즐거워하는 주일이 되시길 바랍니다.

◆ 주일 현장예배 신청 안내 베델교회의 모든 주일 예배(1-4부)는 제한된 인 
원 안에서 현장예배와 온라인으로 드립니다. 예배 신청은 매주 화요일 새벽 
5시 30분부터 목요일 저녁 8시까지 하실 수 있습니다.

<예배 신청 링크>
- 주일 성인 및 예삶 예배 신청: checkin.bkc.org
- 주일학교 예배(유아-고등부) 신청: checkin.bkc.org/school 
 *부서가 다른 자녀가 여러 명일 경우에는 부서별로 각기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신청 방법>
① 현장예배 참석 사항에 동의 후 신청하기
② 참석하시고 싶은 예배 선택
③ 교적번호 적기
 기억이 나지 않을 시에는 담당 목회자에게 연락하시면 됩니다. 친척이나 전도 
 대상자 신청일 경우는 'Guest'로 적어주시고 '특이사항'란에 바라시는 사항을 적어
 주시면 됩니다.
④ 핸드폰 번호 적기
 '-' 같은 문자 표기나 '띄어쓰기' 없이 적어주세요. 예) 1234567890 
⑤ Email (Optional) *이메일은 선택 사항 입니다. 없으신 분은 적지 않으셔도 됩니다.
⑥ 성과 이름 적기 *'띄어쓰기' 없이 적어주세요.
⑦ 부서 선택하기
 예) 장년부 Adult *성인 예배를 신청하실 때 교육부서를 선택하셔도 주일학교 
 예배에 등록되는 것이 아님을 꼭 기억하시고 자녀들이 주일학교 부서에서 예배를 
 드리시기 원하시면 교회학교 신청 링크로 가셔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⑧ 신청하기를 누르시면 완료

<신청 확인 방법>
신청 후 입력하신 전화 메시지에 바로 '사전 신청이 완료 되었습니다'라는 메시지가 갑
니다. 만약에 받지 않으셨다면 교회 사무실에 연락하셔서 확인하셔야 합니다.

<취소 방법>
사전 신청 완료 문자 메시지에 있는 링크를 클릭하고 취소 버튼을 누르시면 됩니다.

◆ 베델 수요프로젝트 "베델이 간다"와 "베델 큐" 8회가 베델교회 유튜브 채
널을 통해 방영됩니다. 많은 시청과 관심 부탁드립니다.
일시: 5월 5일(수) 오전 10시 

◆ 교사 컨퍼런스 교육부에서 교사들을 위한 컨퍼런스를 준비했습니다. 팬
데믹 상황 이후 교사들이 다시 한번 교사로서의 사명을 붙잡고 다음 세대를 
위해 헌신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교사로 봉사하길 희망
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열려 있으니 많은 신청 바랍니다. 
일시: 5월 16일(주일) 오후 2시(한어)와 4시(영어)
       5월 23일(주일) 오후 2시(한어)와 4시(영어) 
신청 마감: 5월 9일(주일)
강사: Sean Choi 목사(북가주 세계선교침례교회 차세대 사역자)
문의: 각 부서 전도사 또는 이진아 전도사 (951)454-2188
참가 신청 방법: 홈페이지 신청 bkc.org

◆ 예삶 주중 현장 예배 예삶 청년들의 주중 현장예배인 예삶 Family Friday 
Night가 매주 금요일에 있습니다. QR 코드를 신청하시면 참여하실 수 있습
니다. 간단한 저녁 식사도 제공됩니다. 많은 관심과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일시/장소: 매주 금요일 저녁 7시 30분, 임마누엘 채플
문의: 서찬석 목사 (714)869-5093

◆ M 미팅 "선교사를 만나다"(니카라과 편) 현지 선교사와 성도를 온라인 화
상으로 직접 연결하여 함께 기도하기 위한 만남의 자리를 마련하였습니다. 많
은 성도님들의 기도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초대 선교사: 니카라과 박우석, 이현숙 선교사 
일시/참가 방법: 5월 2일(주일) 오후 2시-3시, Zoom을 통한 온라인
참여신청방법/문의: 홈페이지 등록, 주성필 목사 (949)333-9213

◆ 2021 어린이 여름성경학교(VBS) 등록 교회학교 VBS 등록이 시작됩니
다. "Mystery Island"라는 주제로 온라인으로 진행되며 페스티벌은 현장에
서 열립니다. 유익한 말씀, 신나는 찬양과 다양한 액티비티로 풍성한 VBS를 
준비하였사오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기간: 7월 13일(화)-7월 16일(금), 7월 17일(토)은 현장에서 페스티벌이 있습니다.
등록기간/등록비: 
- 유아, 유치, 소망: 5월 4일-5월 16일 $30(조기등록 할인), 5월 17일-5월 23일 $35
- 유년, 초등: 5월 4일-5월 16일 $40 (조기등록 할인), 5월 17일-5월 23일 $45
문의: 각부서 전도사    
등록 방법: 홈페이지 신청 bkc.org 

◆ BYM 고등부 금요모임 "Set A Fire Friday" 예배가 매주 금요일 열립니다. 
QR 코드를 신청하고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많은 관심과 기도 부탁드립니다. 
일시/장소: 매주 금요일 저녁 7시 30분, 비전채플
문의: John Yeo 목사 (818)270-5454

◆ BYM 중등부 아침 QT 모임(Monday Weekly Morning Devotional) 
매주 월요일마다 아침 7시에 Zoom을 통해 아침 QT 를 합니다. 자녀들의 많
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문의: 천승현 집사 (512)947-7291 

◆ 한국학교 온라인 여름 캠프 등록 베델 한국학교가 신나고 재미있는 2021
년 여름 캠프를 아래와 같이 온라인으로 진행합니다. 한국어와 한국 문화를 
흥미있고 실감나게 체험하는 여름 캠프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자세한 사항
은 한국학교 홈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보 7면 참고>
등록 방법: 베델 한국학교 홈페이지 bks.bkc.org
등록 기간: 4월 5일-5월 9일
등록비: $290 (5월 9일 이후부터 $320)
대상: Kindergarten(만 5세) 이상의 학생
문의: 이석희 장로 (949)697-7606, 최문정 권사 (949)836-7687

◆ 위로해주세요 故 김성복 집사님(김동심 권사의 남편)께서 4월 24일(토)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Apply to Life1. Please share cases around us where power, strength, and sovereignty that should be recognized 
 but with changing of time, are not recognized as before.

2. How can we apply to our lives the meaning stated in the Bible to ‘fear the Lord’ even with the 
 smallest of incidents? (2 Kings 17:25-26)

3. Why do we need to fear the Lord? (Jo 4:10, Ps 96:4-6) We need to learn the proper way to fear the 
 Lord. If we don’t, what could happen and what will that cause? (1 Kings 11:31-32)

4. Deviated fear can be seen in ourselves in worship. As you read the passage, what were you like in 
 worship, a place where you should approach with fear of Lord?

	 -	 2	Kings	17:32	“They	also	feared	the Lord and	appointed	from	among	themselves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as priests of the high places, who sacrificed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in	the	shrines	of the	high	places.

	 -	 2	Kings	17:33	“So	they	feared	the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but	also	served	their	own	

  gods,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from among whom they had been carried away.

5. What do I need to change to worship with fear of Lord and with sincerity?

<Song in Response: I Stand in Awe of You

Sunday Worship Sermon Note                                     Speaker: Rev. Choong Kyung Lee

Deviated Fear, Deviated Worship 2 Kings 17:25-28, 32-3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