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일예배 주일학교

1부예배 오전 7시 유치부

2부예배 오전 8시 30분 10:00am 주일 성경공부: 각 교실

3부(EM)예배 오전 10시 11:30am 주일 예배: 소예배실

4부예배 오전 11시 30분

5부(청년)예배 오후 1시 45분 초등부(1-5학년)

FourFriends(장애우)예배 오전 11시 30분 10:00am-1:00pm

예배� 및� 기도모임
주일예배: 소예배실

성경공부: 삼각홀

주중예배

새벽기도회 월-토 오전 6시 중등부/고등부

수요여성기도회 방학중 10:00am 주일 예배: 각 트레일러

수요예배 오후 7시 45분 12:00pm 주일 성경공부: 각 교실 

금요찬양예배 오후 8시  8:00pm 금요모임: 각 교실

 

벧엘�성경공부
과� � 목 시� � 간 장� � 소 강� � 사

벧엘가족반 (4과) 주일 오전 10:00 사랑방 백신종목사

교회반(8주) 주일 오전 10:00 휴강 조명재목사

선택반
출애굽기반 주일 오전 10:00 트레일러 D 윤성필강도사

도시선교반 주일 오전 10:00 L11,12교실 김동우목사

소그룹 성경공부 토 오전 7:30 사랑방/각 교실 각 그룹 리더

청년

성경공부

2,4 부 주일 오전 10:00 L19,20교실 권성광목사

5 부 주일 오후 4:30-6:00 아래층 교실들 각 그룹 리더

*복음반, 영성반, 교회반은 기초필수 과목입니다.

평신도�훈련

과� � 목 시� � 간 장� � 소 강� � 사

스데반사역 2/20(화) 개강 사랑방 점검그룹

전도폭발훈련 3/8(목) 개강 L27-30교실 전도부

일대일양육자훈련 3/15(목) 개강 L17,18교실 목회진
 

각� 선교회�모임장소  

 

1. 주님께서 기도를 들으시고 섬김을 감당할 지혜와 능력을 주시도록
2. 여성 지도자반에 공부하는 자매들이 말씀 안에서 자라고 변화되어 양육자로 설 수 

있도록
3. 주님의 기쁨 되도록 사명을 감당하며 맡기신 영혼들을 더욱 사랑하며 섬길 수 있도록

섬기는� 분들

            

Abraham Kim 목사(고등부), Tae Jong 전도사(중등부)

Daniel So 전도사(초등부),   윤애선 전도사(유치부)

Tony Mershon 목사, Abraham Kim 목사(대학부)

김동우 목사,  조명재 목사,  권성광 목사, 

윤성필 강도사

백신종 목사

                  

  

심방/교구/장애사역: 김동우목사 (267) 626-3989 

훈련/상담: 조명재목사 (310) 413-5333

청년: 권성광목사 (907) 230-4086

예배: 윤성필강도사 (443) 847-4545

자녀교육: 김동우목사 (267) 626-3989

�               
 

                                                                  
                                    

주일예배순서
[Lord’s Day Worship Serv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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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도 (1부)박홍철장로 (2부)김학선장로 (4부)황성훈장로

헌금위원 (4부)남서 3교구

헌 금 송 (1,2,4부)당회원

찬    양 (1부)시온찬양대 “오 신실하신 주”

         (2부)호산나찬양대 “한 사람”

         (4부)브엘찬양대 “한 사람”

* 표는 일어서서(Congregation Standing)

- 오늘 설교 CD는 다음 주일 예배 후 현관에서 구하실 수 있습니다.

- 교회웹사이트(www.bethelchurch.org)에서 설교와 찬양을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 Worship & Praise 경배와 찬양

* Hymn 찬송 346장

* Responsive Reading 교독문 84번

* Apostles’ Creed 신앙고백

Prayer 기도

Offertory 헌금

Anthem 찬양

 * Scripture Reading 다니엘 Daniel 3:8-12

 Message 말씀 백신종목사(1,2,4부)

“순교자의 삶”(The life of a Martyr) 

   * Hymn (1,2부)찬송 339장
(4부)십자가의 길 순교자의 삶 

* Benediction 축도

주일예배 시간 및 사회
(1부)오전 7:00  (윤성필강도사)

(2부)오전 8:30  (김동우목사)

(3부)오전 10:00 (EM) 

(4부)오전 11:30 (백신종목사)  

(5부)오후 1:45  (청년)

주중새벽기도회 오전 6:00

토요새벽기도회 (1/20)
주관 및 봉사: 북서 4교구

설교: 백신종목사 

수요예배 1/17(수) 오후 7:45 
인도: 백신종목사

기도: 이은미권사

말씀: “성막(5): 물두멍의영적 의미”

(출애굽기 38:8) 

금요찬양예배 1/19(금) 오후 8:00

인도: 김동우목사

말씀: “우리는언제기뻐하게되나?”

(요한복음 16:16-24)

다음주일 순서담당 1/21(주일)
설교: 백신종목사(1,2,4,5부)

기도:

(1부)서명구장로 (2부)이길용장로

(4부)박승만장로 (수요)임혜경권사

헌금위원:

(4부)남서 4교구

“이웃과 세상을 향한 교회”
                  (요한복음 20:21)

Church for the neighbor, church for the world (John 20:21)

교육부(CE)

영어부(EM)

한어부(KM)

담�임�목�사

최효원 & 최애경 James & Lauren Kim

강성필 강현아 김성웅 김성일 김숭봉 김재문 김평강 나승필 박윤석 백승윤 
안석렬 윤태권 이종도 이희상 임태일 장성권 장세균 최우영 한병희 
허언약  
Bob & Grace Shim, Peter Kim, Eric & Jean Kim, Andy Kim, 
Richard, Grace Lee, Hansoo Jin, Gus & Joy Lee

벧엘출판사(오늘의 양식 발행),선교사자녀지원(MK‐Nest), 바나바스 밴드, 
낮은 울타리, World Orphans, SEED선교회, 다문화선교(ICM), 
국제기아대책미주한인본부(KAFHI),횃불트리니티신학대학원대학교, 
우크라이나복음주의신학교, 국제선교기도센터(Prassion)

3165 St. Johns Lane Ellicott City, MD 21042
Tel (410)461‐1235,6 / Fax (410)461‐6823

www.bethelchurch.org / office@bethelchurch.org

시니어(신생): L14(오전10시)  모세(가칭): 트레일러C,D    아브라함/사라: 없음  

소망: L17             도르가: L11,12           바나바/여호수아: L19,20  

로이스: L27, 28       바울:       한나/루디아: L18        요셉:

디모데/에스더/스데반/유니스(40대 선교회): 오후 2시, 소예배실

요한/마리아/두란노(2030선교회): 4부 예배 후, L29,30   

선교�기도제목� [강현아선교사]� T국,� 중동



 
 
         

 
  

  

 
벧엘교회 주일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방문하신 분들과 새교우들께서는 예배 후 사랑방에 오셔서 교회에 대한          
   안내를 받으시고 담임목사님과 인사도 나누시기 바랍니다.

지난�주� 등록하신�분

       김승찬/김민지 요한/마리아 남동교구
       신현춘/김영숙F 여호수아/한나 북동교구

일반소식

1. 2018년도 직분자 임명 및 은퇴식이 오늘 각 예배시 있습니다.
전입장로은퇴: 김희식
권사은퇴: 박은옥, 이관실, 이영미, 한정옥, 홍옥자
집사은퇴: 강덕삼, 김춘규, 오영환, 오창수, 이재호, 홍석희
         강인선, 김문자, 김복님, 김영숙D, 김필순, 박영자, 이정애, 임덕희, 조순옥

2. 2018년도 벧엘교회 조직 및 봉사자 명단이 나왔습니다. 혹 누락되었거나 정정을 원하시
면 교회사무실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3. 선교회 월례회가 오늘 4부 예배 후 각 교실에서 있습니다.
85세 이상 남녀 (시니어-구 신생) : 33년생 이상
80-84세 남녀(모세-가칭) : 34-38년생
75-79세 남녀 (아브라함/사라) : 39-43년생
70-74세 남녀 (소망) : 44-48년생
65-69세 남자 (바나바) 65-69세 여자 (도르가): 49-53년생
60-64세 남자 (여호수아)  60-64세 여자 (로이스): 54-58년생
55-59세 남자 (바울) 55-59세 여자 (한나)  : 59-63년생
50-54세 남자 (요셉) 50-54세 여자 (루디아): 64-68년생
45-49세 남자 (디모데) 45-49세 여자 (에스더): 69-73년생 
40-44세 남자 (스데반) 40-44세 여자 (유니스): 74-78년생
35-39세 남자 (요한) 35-39세 여자 (마리아): 79-83년생
30-34세 부부 (두란노) 84-88년생
*요한/마리아/두란노는 2030선교회, 디모데/에스더/스데반/유니스는 40대선교회, 
 한나/루디아는 연합으로 모입니다.
*2018년도 각 선교회 주소록이 각 선교회 메일박스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4. 2018년도 부서장, 팀장 세미나
일시: 1/27(토) 오후 7:30분-9:30분 장소: 친교실
대상: 부서장, 팀장, 담당 장로 *간단한 다과가 준비됩니다.
문의: 김성진집사(443-718-1088)  

5. 2018년 상반기 정기감사가 1/28(주일)부터 2/11(주일)까지 시행됩니다. 감사 일정표와 
준비사항을 각 부서 메일박스에 준비해 드리겠습니다.
문의: 박병일집사(443-994-0745) 서성철집사(443-324-2020)

6. 2018년 스데반사역 훈련 신청: 오늘까지
7. 2018년도 헌금봉투를 오늘까지 찾아가시기 바랍니다. 
8. 2018년 강단꽃 신청표가 사랑방 옆 게시판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주일 예배 시 강단에 

꽃을 헌납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기입하시기 바랍니다. 
9. 2018년 주일친교(점심) Sign-up sheet이 친교실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문의: 김제시카집사(443-939-8820, kimcfamily5079@gmail.com) 
10. MD교회협의회 신년예배: 오늘 오후 5:30분, 

장소: 메릴랜드 제일장로교회(8430 Glenmar Rd. Ellicott City, MD 21043)
11. 1/22(월)-2/23(금) 약 한달 간 교회 전체에 단계별로 스프링클러와 화재경보장치를 

설치합니다. 그 기간동안 각 부서와 사랑방은 각 사역에 지장이 없도록 일정을 잘 
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사일정은 첨부한 간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관소식

1. 수요예배 찬양팀 모집
2018년부터 수요예배 찬양팀으로 함께 섬길 성도님을 모집합니다.
지원분야: 피아노 반주자, 각종 악기 연주자, 싱어 
문의: 윤성필강도사(443-847-4545)

2. 모세선교회(가칭)는 80-84세(34-38년생 남녀)가 모이는 선교회입니다. 오늘 첫 번째 
모임이 트레일러 C,D에서 4부 예배 직후에 모입니다. 문의: 조봉희장로(443-253-4277)

3. 소망선교회 총회
일시: 오늘 4부 예배 후 장소: L17

교우소식

1. 강인숙집사, 김경민집사, 김선주성도, 김필려성도, 김해나어린이, 박의순성도,
유경범집사, 윤석언성도, 이봉우집사, 이은숙집사, 조일자권사, 조창남장로, 
최관철성도의 건강회복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2. 주일친교(점심): 우병균, 지해용, 황성훈

1월� 교회� 행사표

14(주일)  선교회 월례회, 2018년도 직분자 임명 및 은퇴식 

20(토)  세계선교센터 중보기도회

27(토)  삼세대새벽기도회, 부서장/팀장 수련회 

약정목표 800구좌 현재약정 730구좌

건축헌금액(4월부터 현재까지)  $1,017,655.85

♡ 환영합니다.

설교노트

프라미스센터� 건축약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