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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4 가족여러분,

몇 달 전에 주말 메시지 중 하나에서,  포틀랜드 지역에서 발견 한것들을 언급했습니다.  그중 하나는, 많은 사람들이 범퍼 스티커
를 사용하여 자신이 누구인지 알려준다는 것입니다.  제가 본, 재미있는 스티커중에 “100 % 완전 채식주의자”라고 쓰여있는 범
퍼 스티커를 봤을때, 100% 완전 채식주의자가 아닌 다른 사람이 될수있는 방법을 물었습니다. 그것은 포괄적인 진술처럼 보입
니다. 하지만 그 경우라면 저는 52%의 완전 채식인이라고 할수있읍니다. 그런데, 몇 주 전에 누군가가 익명으로 “52%완전채식
인” 이라는  범퍼 스티커를 보냈습니다.

저는 이 스티커를 제  트럭에 붙일것입니다. 그러면, 아마 스프레이 페인트와 돌로 제 차 창문을 던져 질 것입니다.  정말 재미있
는 스티커라서 저를 웃게 만듭니다. 이 스티커를 보내신분이 누구든지, 당신은 진정으로 나를 웃게 만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복잡한 시즌에 우리 모두가 함께 웃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멋진 농담에 대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현재 상황의 복잡성에 대해 더 많이 생각하면서, 제가 몇 년 전에 쓴 기사가 떠 올랐습니다. 그 기사는 제가 왜 회색이가장 좋아하
는 색인 이유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무언가에 구체적인 욕구를 가지고 있읍니다. 우리는 명확한 ‘예’ 또는 ‘아니오’  대답을 원합니
다. 우리는 옳은 것을 알고 싶어하고,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알고 싶습니다. 우리는 물건이 흑,백 인 것을 좋아합니다.

그러나 우리 모든 상황이 회색으로 보일때와 같은 상황에 처할 때, 그리고, 그 상황이 매우 복잡하고, 모든 정보, 데이터 및 모든 
감정을 분류하기가 어려운 경우엔, 이 때, 우리는 예수님과의 관계에 의지해야합니다. 사물이 흑백보다 덜 어둡고 희미해 보일 
때, 내 귀를 기울이고 성령의 음성을 들어야합니다.

제 인생에서 성령이 필요하며, 인도하고, 지시하고, 촉구합니다. 그런 생각으로 여러분을 격려하고 싶습니다.  저는 이시간이 우
리에게는 정말 복잡한 계절이라는 것을 알고 있지만, 우리가 예수님과의 관계를 강화할 수있는 놀라운 기회이기도 합니다. 그것
은 우리가 옳고 그름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또는 어떻게 해야하는지에 대한 지식을 높이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가 예수 그
리스도 안에서 가지고있는 선물에 정말로 집중하고,  관계를 경험하는 것에 관한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렇게 한후에, 다시 모
일 때를 상상해보십시오.

우리교회 일부는 이미 Watch Parties and Youth 모임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번 주말, B4Kids 가족은,  캠퍼스에서 여름 선
물 가방을 차들에게 전달했읍니다. 많은 분들이 B4 캠퍼스에 오셔서 우리와 서로 인사하는 것을 보게되어 기뻤습니다! 우리는 
300 명에 가까운 아이들이 부모님과 함께 같이 왔다고 생각합니다. 그 가족 모두를 보게 되어 반가웠습니다.

우리는 지금 주중 주차장에서 예배의 밤을 개최 할일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곧 나올 예정이지만, 지금 알려 드리
겠습니다. 우리는 적절한 신체적 차이를 관찰하고, 모든 주정부 지침을 준수 할 것입니다. 또, 우리는 주차장에서도 열리는 콘서
트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것들은 우리가 함께 할 수있는 좋은 기회가 될것입니다. 소셜 미디어 및 이메일에 대한 자세한 정보
를 찾으십시오.

우리의 재 개방준비가 잘 진행되고 있으며, 안전하고, 카운티가 다음 재 개방단계로 넘어가자마자 개방 준비가 완료됩니다.  우리
는 건물내에서 직접 모임을 할수있도록 모든것을 갖추고 잘 작동할것입니다. 우리는 그때 여러분을 보기를 기대합니다. 그럼 이
번주일에 온라인 예배때 뵙겠습니다.

좋은 주 되시기 기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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