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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alom!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풍성한 은혜와

 

  벧엘교회를 방문해 주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1979 년 벧엘교회가 처음 시작된 이래 우리

절기, 때로는 질곡의 세월을 보내면서 

세계를 섬기며 영적인 사역과 이민자들에게

 

  저는 1993 년 필리핀 단기선교를 다녀온

그리고 이민교회 목회를 하다가 2004 년 캄보디아 선교사로 파송 받아

6 월에 벧엘교회의 제 6 대 담임목사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기도하는

22 년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훈련 받은 모든 것을 주님의 몸 된 

되었습니다.   

 

  목회를 하면서 그동안 선교사로 살며 하나님께 받은 훈련이 목회에

선교지에서 한 영혼을 사랑하며 소중이 여기는 마음을 배웠으며, 현지인들의

그들의 상황과 삶의 현장에 적합한 말씀을 항상 고민하며 전해 왔습니다

출간물을 연구하며 교회가 감당해야 할 하나님의 선교를 규명하고자 

 

  저는 벧엘교회 담임목사로 부임하면서 그간 제가 섬겨왔던 선교지에서의

선교사적 목회를 감당하겠다고 서원하였습니다.  벧엘교회의 성도님

삶의 현장 속에서 펼쳐질 하나님의 은혜의 메시지를 선포하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그렇게 사용해 오신 것처럼 벧엘교회는 한인사회뿐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을 드러내며, 우리 주님의 마지막 지상명령을

것입니다! 이 일에 여러분을 초대하며, 동역하게 된 것을 축하드립니다

 

목양실에서 

 

백신종 목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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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혜와 평강를 베푸시길 기도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교회는 지난 40 여년간 때로는 축복의 

 볼티모어 지역의 한인사회뿐만 아니라 온 

이민자들에게 쉼을 제공하는 일을 감당해 왔습니다. 

다녀온 이후, 교단의 선교훈련원, 선교연구소, 

받아 선교사역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2015 년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부르심을 확인하고 지난 

 교회와 성도들을 목양하는 일에 헌신하게 

목회에 필요한 준비였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현지인들의 문화와 언어를 세심하게 관찰하고 

왔습니다.  또한 선교학자로써 성경과 학술적인 

노력해 왔습니다. 

선교지에서의 사역과 선교 연구의 연장선에서 

성도님 한 분 한 분의 삶을 더욱 공감하며 각자의 

합니다.   

한인사회뿐 아니라 북미주와 온 세계 가운데 

지상명령을 감당하는 데에 아름답게 쓰임 받게 될 

축하드립니다!  



 

 

     ❏  교회의 vision  

  벧엘교회는 사람을 살리고(salvation), 성도를 세우고

3 대 비전을 위하여, 예배공동체(worship), 교육공동체

가족공동체(family)를 통한 사역을 지향합니다. 
 
 

목          차 
❏  교회약사  --------------------------- 
❏  예배시간  --------------------------- 
❏  기관 및 부서 (사역원)  ---------- 
❏  부설기관  --------------------------- 
❏  선교회  ------------------------------ 
❏  교구/ 사랑방  ---------------------- 
❏  성인 양육 과정------------------------
❏  훈련 프로그램  ------------------- 
❏  주일학교, 벧엘장애사역  ------ 
❏  선교사 및 후원단체  ------------- 
❏  교회내 시설안내  ---------------- 
❏  교인 생활안내  ------------------- 
❏  교회 건물지도 -------------------- 
❏  교역자 소개 ----------------------- 
❏  교회 주차/ 연락처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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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우고(sanctification), 세상을 섬기는(service) 

교육공동체(education), 선교공동체(mis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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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회 약사 

벧엘교회는 1979 년 6 월 3 일 7 가정이 모여 예배를 드림으로

이름을 갖게 되었고, 다음 해인 1980 년 1 월 6 일에 초대 김상복

1988 년 1 월 24 일 현 건물에서 새성전 입당 예배를 드렸습니다

목사, 4 대 이순근 목사, 5 대 진용태 목사가 담임목사로 시무하였고

6 대 담임목사로 부임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예배

2001 년에 벧엘 프라미스센터 건축위원회가 구성되었고, 

완공하여 2018 년 11 월 11 일에 입당 예배를 드렸습니다. 

 

“속사람을 강건케 하라”  (에베소서

    ❏   예배 시간 
 

주일예배   1 부 예배: 오전 7 시 45 분 

2 부 예배: 오전 9 시 45 분 (영어권, 프라미스

3 부 예배: 오전 11 시 45 분 

4 부 예배: 오후 1 시 45 분 (한어권 청년부

장애인 예배: 오전 10 시 30 분 (online ONLY)

주일학교:  유치부(YCM), 유년부(BECM

YouTube

   초등부(BECM-B) – 오전 11 시

   중등부(GLO),  고등부(BYC) 

 

주중예배   새벽예배: 월-토 오전 6 시 

CGS (여성도모임): 화 오전 10 시 (online ONLY)

수요예배: 오후 7 시 45 분 

금요중보기도회: 오후 8 시 (online ONLY)

 

*모든 예배/모임은 현장과 온라인으로 진행됩니다. 

*주일학교와 장애인 예배는 온라인으로만 진행됩니다. 

 

온라인 실시간 방송 안내 

YouTube 비디오 방송: https://www.youtube.com/c/BethelChurchMD

Mixlr 오디오 방송: https://mixlr.com/bethelk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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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림으로 시작되어, 같은 해 7 월에 “벧엘교회”의  

김상복 담임목사가 취임한 이후, 급성장하여 

드렸습니다. 이후 2 대 김영진 목사, 3 대 이호영 

시무하였고, 2015 년 8 월 1 일에 백신종 목사가 

예배 및 교육 장소의 협소로 인해, 일찌기 

,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현 프라미스센터를 

에베소서 3:16)  

프라미스 예배실) 

청년부) 

ONLY) 

(BECM-A) – 주일오전 교회 왭사이트/  

YouTube 계정에 말씀이 업로드 됩니다. 

시 온라인 예배(라이브 줌미팅) 

(BYC) – 2 부 영어권 예배/ 온라인 

(online ONLY) 

ONLY) 

https://www.youtube.com/c/BethelChurchMD 



 

 

    ❏   기관 및 부서 

벧엘사역원 

예배사역원 

예배부(예배사역팀/강단꽃팀/통역팀) 

음악부(시온찬양대/호산나찬양대/브엘찬양대) 

(오케스트라팀/코람데오중창단/헤세드중창단/샤론중창단

Youth 오케스트라/예배찬양팀) 

미디어선교부(미디어팀/녹음/Heading) 

섬김사역원 

전도부(해외,국내전도폭발훈련팀/벧엘전도학교팀

사회봉사부(개인구제팀/특별봉사팀/도시선교팀

장애사역부(예배팀/라이드팀/성인팀/교육팀/ Four Friends Ministry)

중보기도부(기도실팀/예배중보팀/연합기도팀/훈련동원팀

조의부(고별예배팀/발인및하관예배팀/장례준비팀

친교부(1 부/2 부/4 부팀) 

교육사역원 

주일학교부 

유치부 (신생아-유치원생) 

유년부(1-2 학년)/초등부(3-5 학년) 

중등부(GLO)/고등부(BYG) 

가정사역원 

장년교육부 (기초필수반/직분자훈련/세례팀/세미나팀

                    토요소그룹(성경공부) 

가족사역부(CGS(여성도모임)/스데반사역팀/벧엘동산

새가족부(영접팀/교육관리팀(벧엘가족반)/행정팀

구역부(교구팀/전산,공보팀/심방팀/친교팀/교재자료팀

젊은이사역부(청년부) 

관리사역원 

건물부(건물사역팀/장비및비품관리팀) 

공보부(도서사역팀/서점사역팀/사진사역팀) 

주차부(주차사역팀) 

차량부(차량사역팀) 

회계부(1 부/ 2 부/ 4 부/ 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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샤론중창단/핸드벨팀 

벧엘전도학교팀/ES 팀/다민족전도팀) 

도시선교팀/지역사회봉사팀) 

/ Four Friends Ministry) 

훈련동원팀) 

장례준비팀/예배반주팀) 

세미나팀/일대일양육팀/ 

벧엘동산/어머니학교/아버지학교) 

행정팀/전산기록팀) 

교재자료팀/사랑방소식지팀) 



 

 

      

    부설기관 

벧엘 출판사 

오늘의 양식은 Our Daily Bread Ministries 에서 발간하는

번역하는 기관 

 (기획,편집,전산,출판,재무/ 독자상담/자원봉사팀

세계선교센터 

미국 내와 해외의 다른 문화권에 예수 그리스도의

실천하기 위한 사역 기관 

(정보사역팀/단기선교팀/청년사역팀/방문지원팀

선교사후원팀/교육훈련팀) 

삶터제자 

훈련센터 

비즈니스 문화가 지배하는 세상속에서 예수님의

(교육팀, 기획팀, 홍보팀, 가족팀) 

벧엘 

한국학교 

자녀들의 Christian Korean-American 로써 정체성을

문화를 교육하는 학교 

벧엘 시니어 

아카데미 

시니어 분들을 중심으로 은퇴 후 삶을 새롭게 조명하여

발견하고, 건강한 여가활용과 믿음의 교제를 통해

사역입니다. 

(자격은 만 55 세 이상/매 금요일 년 2 회 레크리에이션과

벧엘 신학원 

복음주의적 신학 토대 위에서 성숙한 신앙으로 

위한 과정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성경적인 신학을

나가도록 돕는 훈련 프로그램입니다. 

(사역 자격증 과정과 사역 석사과정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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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간하는 Our Daily Bread 소책자를 

자원봉사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함으로 주님의 지상명령을 

방문지원팀/다민족사역팀/웹개발팀 

예수님의 제자로 살며 성장하는  훈련기관 

정체성을 가지며 우리글과 말, 역사와 

조명하여 인생의 참된 의미와 가치를 

통해 진정한 삶의 목적을 찾도록 돕는 

레크리에이션과 배움의 기회를 제공) 

 가정과 교회와 세상을 섬기도록 돕기 

신학을 보다 깊이 배우고 체계적으로 세워 



 

 

    ❏   선교회 

  벧엘교회  교인으로 남/녀 또는 연령별로 5 년/ 10 년 단위로

신앙과 친목을 도모하며, 봉사와 선교를 목적으로 각 선교회를

 

연령 남 선교회 

85 세 이상 신생

80-84 세 모세

75-79 세 아브라함 

70-74 세 소망

65-69 세 바나바 

60-64 세 여호수아 

55-59 세 바울 

50-54 세 요셉 

45-49 세 디모데 

40-44 세 스데반 

35-39 세 요한 

30-34 세 두란노

 

• 한나, 루디아는 연합선교로, 디모데, 에스더, 스테반, 유니스는

• 요한, 마리아, 두란노와 20 대 청년은 2030 선교회로 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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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로 나뉘어 같은 연령대의 회원 상호간의  

선교회를 아래와 같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 선교회 

신생 

모세 

사라 

소망 

도르가 

로이스 

한나 

루디아 

에스더 

유니스 

마리아 

두란노 

유니스는 40 대 선교회로 함께 활동합니다. 

함께 활동합니다. 



 

 

    ❏  교구/ 사랑방 

  벧엘교회는 성도들의 생활지역을 기반으로 크게 4 개지역

사랑방별로 별도의 예배와 기도, 간증과 말씀공부의 모임을

             -비전: 말씀과 기도와 섬김을 통해 예수님의 참 제자가 되어가는

           -목적: 교육(Didache): 말씀을 읽고 삶을나누는 사랑방 

          기도(Prayer): 기도로 하나님께로 나가는 사랑방 

          섬김(Diakonia): 시간과 기도와 물질로 섬기는 삶 

          친교((Koinonia): 나눔과 교제 

 

                -사랑방의 조직 

  각 사랑방은 사랑방장의 리더로 ‘말씀과 기도와 섬김을

복음공동체’로의 역할뿐 아니라, 사랑방 사역을 통하여 건강한

개개인의 신앙의 성숙과 제자의 삶을 서로 응원합니다.  

      

새가족반 교육과정중 목회진 또는 사역 장로와의 면담을 

신앙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신앙의 즐거움을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 사랑 : 엘리콧 1, 우드스탁, 볼티모어, 티모니움, 오잉스  교구

- 소망 : 실버스프링, 엘리콧 4, 글렌버니, 콜럼비아 1, 콜럼비아

- 믿음 : 클락스빌, 엘리콧 3, 엘크리지, 콜럼비아 2 교구 

- 화평 : 엘리콧 2, 로럴, 메리엇츠빌 교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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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지역 17 교구로 편성되어 최소 월 1 회 

모임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되어가는 복음공동체 

섬김을 통해 예수님의 참 제자가 되어가는 

건강한 교회의 밑거름이 될수 있도록 성도 

 통해, 적합한 사랑방으로 인도되시며, 벧엘 

바랍니다. 

교구 

콜럼비아 3 교구 



 

 

    ❏    벧엘교회 성인 양육 과정 

1. 새교우반 Membership Class 8 주 

2. 일대일 제자양육(동반자과정) 16 주 혹은 기초필수 성경공부

3. 제자훈련 Discipleship Training 

4. 삶터훈련 Christian Life Training 

5. 사역훈련 Ministry Training 

• 장년성경공부 (주일오전, 평일, 토요일 오전) 

벧엘교회 장년 성경공부: 개설되는 과목의 주제 및 강사는

인해 현재는 모두 온라인으로 진행 중입니다)  

 

1. 벧엘 새교우반 Membership Class 8 주 

벧엘 새교우반은 정교인이 되시기 위해 꼭 들으셔야 하는

                       

2. 직분자 필수 과정 (택 1) 

  새교우반 Membership Class 를 수료하신 이후에 일대일

“기초필수 성경공부 24 주” (중 택 1) 를 수료하시면 직분자(예

 

 

                 ❏   훈련 프로그램 안내 

1. 일대일 제자 양육 

   일대일 제자양육은 한 사람의 양육자가 한 사람의 동반자를

다스리시는 삶이 무엇인지를 함께 나누며 신앙의 체계를

프로그램 입니다. (동반자 과정), (양육자 과정), (양육자 재교육

(신청 방법:본당 입구에 비치되어 있는 일대일 신청서를 작성하여

수 있습니다.) (one2one@bethelchurch.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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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경공부 24 주 

강사는 주보를 참조하시면 됩니다. (코로나로 

하는 필수 성경공부입니다. 

 

일대일 제자양육 훈련의 16 주 “동반자과정”이나 

예: 집사)로 사역에 동참하실 수 있습니다.   

동반자를 인격적으로 만나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체계를 견고하게 세우는 일대일 맞춤형 양육 

재교육 과정)이 있습니다. 

작성하여 신청함에 넣거나 이메일로 접수하실 

  



 

 

2. 제자 훈련 

  이 땅에 세워진 교회가 본질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로 세우는 훈련입니다.  

3. 삶터 훈련   

  삶터 사역의 목적과 필요성, 삶터 사역에 기초가 되는 핵심적인

사역의 비전을 함께 나누는 과정입니다. 기초과정은 세상 속의

세상 속 제자도 등 12 주간의 강의를 통해 훈련을 받습니다. 

4. 사역 훈련 

  주님을 따르는 제자도의 삶 속에서 자신이 제자로 세워질

예수님의 제자로 세우며 교회의 여러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5. 벧엘 신학원 

  복음주의적 신학 토대 위에서 성숙한 신앙으로 가정과 교회와

하나님의 말씀과 성경적인 신학을 보다 깊이 배우고 체계적으로

입니다.  

6. 전도폭발 훈련 

  전도폭발훈련은 벧엘교회의 전도부에 속해 있으며, 본 교회에

전도폭발훈련은 매년 봄과 가을 학기로 나누어져 매주 목요일

훈련생은 13 주간의 강의와 10 회에 걸친 현장경험을 통해 정확한

전하는 하나님의 전도자로 세워지게 됩니다. 

               7. 중보기도 훈련 

  여러가지 어려움으로 고통 당하는 분들을 도와 그분들의

교회, 목회자들, 교회내 기관, 불신자의 영혼구원, 응급상황

제목들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중보기도실, 예배를 위한 기도

6 주의 정규 훈련은 일년에 봄 과 가을 두 번 있습니다.  

            8. 스데반 사역 

  벧엘교회 스데반 사역은 평신도를 훈련시켜 기독교적인

성도들을 주님의 사랑으로 회복하는 사역입니다. (돌봄 받는

비 이 유지 됩니다.) 

9. 벧엘 동산 

   예배 속에서 말씀을 바탕으로 한 강의와 기도 가운데 마음의

프로그램입니다. 

  10. CGS (여성도 모임) 

  CGS 여성도 모임은 Connect(연결) Grow(성장)  Serve (섬김

돌봄과 따스함으로 연결되고 말씀과 기도로 성장하여 가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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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자 공동체임을 고백하며, 성도를 예수 

핵심적인 성경적 관점, 삶터를 보는 관점, 삶터 

속의 삶터와 하나님이 다스리는 가정 그리고 

 

세워질 뿐만 아니라 옆에 있는 다른 영혼을 돌보고 

있도록 훈련시키는 과정입니다.  

교회와 세상을 섬기도록 돕기 위한 과정으로 

체계적으로 세워 나가도록 돕는 훈련 프로그램 

교회에 있는 유일한 전도 훈련 과정입니다. 

목요일 저녁 총 13 주 과정으로 진행됩니다. 

정확한 복음 제시를 할 수 있게 되고 복음을 

그분들의 어려움을 품고 기도하는 사역 훈련으로 

응급상황, 환우, 선교사, 임신 및 출산 등의 기도 

기도, 연합 기도 모임으로 기도후원을 감당하며 

기독교적인 일대일 심방 사역으로 어려움에 처한 

받는 분들의 인적 사항과 사역 내용은 철저한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고 영성을 회복하는 훈련 

섬김) 주요 사역으로 여성도들이 주 안에서 

가정과 교회를 섬기도록 훈련하는 모임입니다.  



 

 

 ❏  주일학교 

  교회학교 관련 문의사항은 담당 교역자분께 연락하시면 추가적인
 

1. 유치부 YCM (신생아 – 유치원생)/ (Birth - Kindergarten) –

                담당 전도사: 윤애선 전도사 / Pastor Aeseun Yoon: aeseunyoon@bethelchurch.org

유치부(YCM) 온라인 등록 
 

2. 유년부 BECM-A (1-2 학년)/ (Grades 1 & 2) – (현장예배시 

담당 전도사: 윤애선 전도사 / Pastor Aeseun Yoon: aeseunyoon@bethelchurch.org

유년부(BECM-A) 온라인 등록 

   BECM-A Small Group (will be assigned after registration is complete)

Sundays 10:55AM via Teacher specific Zoom/Google Meet 
 

3. 초등부 BECM-B (3-5 학년) – (현장예배시 믿음채플 이용)

       담당 전도사:권윤리 전도사 / Pastor Yulie Kwon:  yuliekwon@bethelchurch.org

초등부(BECM-B) 온라인 등록 

        BECM-B Small Group (will be assigned after registration is complete)

Sundays 11:45AM via Teacher specific Zoom/Google Meet 
 

             4. 중등부 (GLO) / 고등부 (BYG) – (현장예배시 비전채플 이용

              GLO & BYG Pastor / 중고등부 담당 목사: Abraham Kim (임시사역

중/고등부 온라인 등록 

교회 유튜브 계정(BethelChurch MD)을 통해 중고등부를 위한

전해주시고 계십니다. 

Small groups for each grade and gender that meet online from 11:45 AM to 12:30 PM 

               Sundays. Small Group Meeting Links:     BYG Small Group 
 

              ❏  벧엘 장애사역 (Bethel Four Friends Ministry)  

 - 현재는 주일 온라인 예배만 진행합니다 

               장애사역 담당 목사: 이용민 목사: davidymlee@bethelchurch.org

한사랑 주일예배 (10:30am) / Via Zoom until Church reopens)

부모님 성경공부 (격주 토요일 오전 8:30) 

수어교실(KSL or ASL) 매년 두번 (봄, 가을학기) 

장애인 주일 / 음악회 (Four Friends Sunday and Annual Concert) 

               가족 수양회 (four Friends Family Retreat) 매년 7 월 셋째주 

                매주 주일설교 수어통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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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적인 정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현장예배시 소예배실 이용) 

aeseunyoon@bethelchurch.org 

 소예배실 이용) 

aeseunyoon@bethelchurch.org 

Group (will be assigned after registration is complete)— 

 

) 

yuliekwon@bethelchurch.org 

Small Group (will be assigned after registration is complete)— 

이용) 

임시사역): abraham.kim@hisway.org 

위한 별도의 말씀을 담당 목사님께서 

Small groups for each grade and gender that meet online from 11:45 AM to 12:30 PM  

davidymlee@bethelchurch.org 

(10:30am) / Via Zoom until Church reopens) 

(Four Friends Sunday and Annual Concert) 매년 부활주일 다음주 

 

 



 

 

    ❏  선교사 및 후원단체 

  벧엘교회는 중앙아시아, 동아시아, 러시아, 아메리카 등 6 가정의 

유럽, 아메리카등 여러지역에 선교사들을 협력하고 있습니다. 

  후원단체로는 벧엘출판사(오늘의양식발행), 낮은울타리, SEED 선교회

한인본부(KAFHI), 시카고세계선교대회, 동서선교연구원, 횃불트리니티신학대학원대학교

신학교, 국제선교기도센터(PRASSION), UTD 북한선교, 미주코스타, 로잔선교운동

만나 24, Kimnet,  World Orphans, Narramore  Christian Foundation 이

 

*표시된 선교사님은 벧엘교회 파송선교사 입니다. 

벧엘교회 파송및 후원선교사 현황

김성웅 & 케이티(미국) 
김재우 & 김조이(미국) 
김평강 & 김사랑(미국) 
김유현 & 김난용(미국)* 
최효원 & 최애경(미국)* 
장세균 & 최은경(미국) 
정승호 & 정신산(미국) 
Hansoo & Wana Jin(미국) 
Andy Kim(미국) 
Gus & Joy Lee(미국) 
Joe & Annie Leh(미국) 
James & Lauren Kim(미국)* 

 

 

강성필 & 김은경(코스타리카) 
김성일 & 김성숙(페루) 
안석렬 & 이성옥(수리남) 
Eric & Anna Graham(콜롬비아) 
Kyu & Anna Kim(콜롬비아)                                                                                                                            
Jennifer(아프리카) 

나승필 & 국루디아(독일) 
남사현 & 이현진(스페인) 
Dale & Sunny Cho(스페인) 
방대식 & 방형엽(우크라이나)* 

이종도 & 김경숙(케냐) 
박윤석 & 김은래(탄자니아) 
최우영 & 장하운(케냐) 
한병희 & 김현희(감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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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교사를 파송하였으며 아시아, 아프리카, 

선교회, 다문화선교(ICM), 국제기아대책 미주 

횃불트리니티신학대학원대학교, 우크라이나 복음주의 

로잔선교운동 디아스포라 분과후원, 빈손채움, 

이 있습니다. 

현황 

 

양재주&양선숙(러시아)* 
 

------------------------------------------------- 
 

윤태권 (T 국) 
김압달라(J 국) 
박소금 & 박생명빛(T 국) 
안바울(T 국) 
강현아(T 국) 
이성도 & 박소망(J 국)* 
Jonathan(C 국) 
Grace Lee(T 국) 
James(T 국) 
Richard & hyeyoung(J 국) 

김승봉 & 유영선(필리핀) 
정성호 & 박혜성(필리핀) 
E & J(C 국) 
------------------------------------------------- 
 

윤피터&배샐리(B 국) 
장사무엘(N 국) 
장진기&김은경(캄보디아) 
허언약 & 박이레(N 국) 
이기쁨 & 나누리(M 국) 
이요한(N 국) 
Grace Shim(태국) 
이노웅 & 이은아(태국) 
P K (I 국) 



 

 

❏   교회내 시설 안내 

1. 도서관/ 서점 (Main level P) 

 오픈시간: 주일 오전 9:30-11:30, 주일 오후 1:00-2:00 

  현재 3400 권의 목사님 설교집, 강해, 신앙수기, 기타 기독교

있습니다. 서점을 통하여 성경책 또는 일대일 제자 훈련 교재

         2. 다목적실 (Main level S) 

  주중 저녁 시간에 요일별로 체육 활동이 이루어지고, 주일

사용되고 있습니다.       
 

❏   교인 생활 관련 안내 

1. 심방 

  벧엘교회에 등록하신 새교우에 대한 심방은 거주하시는 

집니다. 기존 교우들께서 심방을 원하시는 경우, 소속되어 

하시면 됩니다. 

2. 세례, 입교, 유아세례 

  성인세례, 입교, 및 유아세례는,장년교육부 주관으로 소정의

감사절 연 2 회 주일 예배에 실시합니다. 해당 기간에 주보

신청서는 예배부 안내실 앞쪽에 준비되어있습니다. 

성인세례는 새가족반을 마치시고 신청하시면 되고 유아세례는

(등록 교인) 이어야 됩니다. 

3. 혼례 

  벧엘교회 정교인 및 직계 가족에 한하여 혼인예식 집례를

예비신부를 대상으로 결혼예비학교를 실시합니다. 혼례 및

원하시는 경우, 교회 사무실을 통하여 사용 가능 날짜 및 비용에

4. 장례 

  벧엘교인의 가족 중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을 때, 소속하고

하시거나, 교회 사무실로 연락을 하시면, 장례 절차에 대하여

Covid-19 상황으로 교회에서 진행되는 실시간 장례예배에 

수 있습니다. https://www.bethelchurch.org/single-post/funeralservice

5. 주차/ 차량지원 

  벧엘교회에는 크게 3 개 구역의 주차장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해 주시고, 가능하시면 예배시작  15 분전까지 교회에 오시면

표지 뒷면의 주차안내를 참조하세요). 

- 차량지원 : 주일 예배 참석시 차량지원이 필요하신 경우

주시면  차량지원 가능지역과 시간을 알려드립니다. (시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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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독교 베스트 셀러 등의 도서를 소장하고 

교재 등을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주일 매 예배 후에 성도의 교제 공간으로 

 해당 지역 교역자가 연락을 드린 후 이루어 

 있는 사랑방장 또는 교구장을 통하여 신청 

소정의 교육과정을 거쳐서 부활절 및 추수 

주보 광고를 참고하셔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유아세례는 부모님중에 한분은 벧엘교회 정교인 

집례를 신청할 수 있고, 혼례 전 예비신랑과 

및 피로연을 위하여 교회 건물을 사용하기를 

비용에 대하여 안내받으시기 바랍니다 

소속하고 계신 교구장 또는 교구 목사에게 연락 

대하여 자세히 안내 받으실 수 있습니다. 현재 

 대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통하여 확인하실 

post/funeralservice 

있습니다. 교회에 오시면 주차요원의  안내에 협조 

오시면 예배에 지장없이 주차하실수 있습니다. 

경우, 사전에 차량부/ 교회 사무실에 연락을 

시니어 또는 장애우 지원) 



 

 

    ❏  교회 건물지도 

1. Main level 

     

2. Lower lev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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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대예배실(KM 장년부) 

B. 사랑방 

C. 아가방 (수유실) 

D. 사무실 

E. 복사실 

F. 회의실 

G. 창고 

H. 담임목사실 

I. 목양실 

J. 화장실 

K. 교실 (M23-28, M30-35) 

L. 유년부사무실 

M. 소예배실(유치/유년부, YCM/ BECM-A)

N. 전도사님 사무실 

O. 회의실 

P. 도서관 

Q. 2 층 화장실, 중보기도실, 방송실 

R. BPC 로비 

S. 다목적실 

T. 프라미스 채플(EM 장년부) 

U. 주방 

V. 서빙룸 

W. 화장실 

         

a. 믿음채플(초등부 BECM-B) 

b. 비전채플(중/고등부, GLO/BYG) 

c. 한사랑 

d. 교실 (P1 – 20) 

e. 화장실 

f.  교실 (L22 – 25) 

g. 한글학교 사무실 (L21) 

h. 교실 (L17 – 20) 

i. 삼각홀 

j. 교실 (L27 – 30) 

k. 카세트선교회 

l. 교실 (L11 – 14) 

m. 화장실 

n. (구)친교실 

o. (구) 주방 

p. BPC 통로 

  



 

 

❏  벧엘 교역자 

 

백신종 목사/ Pastor Daniel S. Baeq 

담임목사 

danbaeq@bethelchurch.org 

 

이용민 목사/ Pastor David Lee 

장애사역(Four Friends Ministry) 

davidymlee@bethelchurch.org 

 

장수철 목사/ Pastor SuCheor Jang 

한어권 사역 KM / 5 부 청년 

sucheorjang@bethelchurch.org 

 

권성광 목사/ Pastor John Kwon 

한어권 사역 KM (협동) 

johnkwon@betherchurch.org 

 

조정은 목사/  Pastor Jungeun Cho 

벧엘시니어 아카데미 

jungcho@bethelchurch.org 

 

Pastor Abraham Kim 

대학부 BCM/ 중고등부(임시사역) 

abraham.kim@hisway,org 

 

권윤리 전도사/ Pastor Yulie Kwon 

초등부 BECM-B 

yuliekwon@bethelchurch.org 

 

임효석 강도사/ Pastor HyoSeok Lim 

한어권 사역 KM 

hyoseoklim@bethelchurch.org 

 

전정구 목사/ Pastor Jeong Koo Jeon 

한어권 사역(협동) KM 

covenantjeon@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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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명재 목사/ Pastor Myungjae Cho 

한어권 사역 KM 

myungjaecho@bethelchurch.org 

 

이정우 목사/ Pastor Lee 

한어권 사역 KM / 벧엘신학원 

jungwoolih@bethelchurch.org 

 

Pastor Tony Mershon 

English Ministry 

tonymershon@bethelchurch.org 

 

Pastor Peter Lee 

English Ministry (협동) 

Peter.lee@hisway.org 

 

윤애선 전도사/ Pastor Aeseun Yoon 

유치부 YCM, 초등부 BECM-A 

aeseunyoon@bethelchurch.org 

 

조은숙 전도사/ Pastor Eunsook Cho 

여성 상담 사역 

schoabahs@gmail.com  

 

Pastor Tae Jong 

English Ministry (영어권 상담사역) 

Tae.jong@hisway.org 

 

황대철 전도사/ Pastor Dae Hwang 

신생회 사역 

daechulhwang@gmail.com  

 



 

 

❏   교회 주차 안내 

              
 

❏  교회 연락처 

Bethel Korean Presbyterian Church (벧엘교회) 

3165 St Johns Lane, Ellicott City, MD 21042 

 

사무실 대표 연락처:  office@bethelchurch.org 

(410) 461-1235~6, 8351  FAX : (410) 461-0350 

 

 

❏  상세정보 안내 

  본 책자와 벧엘교회의 신앙생활에 관하여 더 상세한 정보를 원하시면

필요하신 정보를 연결하여 드리겠습니다. 

 welcome@bethelchurch.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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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하시면 아래 이메일(email)로 연락을 주시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