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SEL
BElievers who Speak English as a second Language
Ministry Director: Naomi 나 정연 Schult, 734-507-0736, naominah@umich.edu

Ministries in English:

– Sunday School on Sundays at 10 AM, Annex 6, Teachers are Mark & Naomi Nah Schult since
1997: Apologenic Discussion
– Ministries with People from all Nations including Chinese, Jamaica, Japanese, Korean,
Singapore, and USA:, Adults and children’s books at AACRC church library, Last Sunday
Monthly Lunch for Families at Naomi’s House for Fellowship with potluck and barbeque party,
after Baptism Reception, Service at the Worship Service
Ministry in Korean:

– Monday Morning Korean Bible Study at 10 AM, Room 24, sharing QT with the book
published by the Word of Life. (생명의 말씀사 소그룹 성경공부 교재)
Ministries in Korean & English

– BESEL 10th Anniversary Cookbook – in progress
Simple cooking methods for students and families with young children



Modified traditional oriental cooking recipes to fit groceries from local groceries
Traditional oven and oven top cooking & electrical pressure cooker cooking

지금 앤아버 여름 성경학교 (AAAVBS)가 열리고 있는 앤아버 개혁장로교회 (Ann Arbor
Christian Reformed Church: AACRC, 1717 Broadway, Ann Arbor) 에 소속되어 활동하고
있는 베셀 (BESEL: Believers who Speak English as a Second Language)이라는 모임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이는 1997 년에 Mark F. Schult (전 앤아버 개혁장로교회 장로님 - 서기)와 Naomi 나 정연
Schult (현재 앤아버 연합 여름 성경학교[Ann Arbor Area VBS Director [2011 – 2013], 베셀
사역 디렉터) 부부가 교회내 세계 선교 사역 (International Outreach Ministry)의
일환으로 영어 주일 성경공부반을 시작한 것이 그 시발입니다. 그 후 2004 년에, 미국에
정착하여 선교에 정진하기 원하는 사람들과 하나님을 더 알아가기 원하는 사람들을 위한
사역이 베셀이라는 이름으로 시작 되었습니다.
현재 영어사역으로는 매주 주일의 성경공부(10 시에 Annex 6)가 계속되고 있고, 또, 전
세계에서 온 믿음의 사람들과 같이 예배 시간에 합창도 하고, 같이 식사를 하며 평강속의

친목을 다지는 기회도 있습니다. 또한, 앤아버 개혁장로교회 (AACRC) 도서관에는 한국어,
일본어, 중국어로 된 어린이와 어른을 위한 책들이 비치되어 있습니다.
한국어 사역으로는 매주 월요일 아침 10 시 반에 생명의 말씀사 큐티 교재를 가지고 하는
성경공부가 있고, 매달 마지막 주일에는 pot-luck 점심을 통해 친교를 돈독히 하며,
세례식이 있은 후에는 그 축하 모임을 합니다. 또 한국계 미국인의 역사를 같이
알아보는 클래스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 외 베셀 7 주년을 기념하여 만들어진 요리책은 어린 아이를 둔 가정이나 싱글 들이
근처의 식료품점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재료로 간단하게 할 수 있는 전통 한국 요리와
미국 요리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븐이나 냄비, 프라이팬을 이용한 요리 들 뿐만
아니라 전기 압력 밥솥을 이용하여 만드는 약식, 인절미, 삼계탕 등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베셀 (www.cyworld.nate.com/BESEL) 사역에 참여를 원하시거나, 궁금한 점이 있으신
분들은 나오미 나 정연 슐트 ( Naomi 나 정연 Schult, 734-507-0736)에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