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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4 가족여러분, 

오늘 제 마음에 있는 것을 나누고 싶습니다.  오늘 저는 어떤분들과 대화를 나누는 동안, B4에서 저의 역할로의 전환이 어떠한
가라는 질문을 받았읍니다.  우리 모두는 상황의 어색함을 인정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11 월 초에 담임목사로 와서, 14 주 후에 
COVID-19가 왔읍니다. 그후로 저는 설교를 여러분의 얼굴을 보면서 하는것보다, 비디오 앞에서 더 많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저는 그것을 애도하고 있었읍니다. 저는 또한 이번 시즌동안 불안감을 가졌다고 여러분께 공유했습니다.  저는 어느순간에 영향
력을 행사하고 싶었지만 그러지 않았고,  또 저는 어느 순간엔 힘을 갖고 싶었지만, 그 것도 가지고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저는 
오늘 아침 제 마음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둘러보고 싶었읍니다. 스가랴서 4 장 6 절에서 나온 말씀이 저에겐 큰 알림 이었습니
다. 주님이 스랴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읍니다.

 “...힘으로도 되지 않고, 권력으로도 되지 않으며, 오직 나의 영으로만 될 것이다.”

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영을 추구하면서 무릎을 꿇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교회가 앞으로 나아 간다는 것을 다시 상
기시켰읍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 무릎을 꿇고, 지난 몇 주 동안 한것같이, 여러분과 교회와 국가를 위해 기도했읍니다.  오늘 아침 
기도하면서 이 순간을 저와 함께 기도해 달라고 여러분을 초대하고 싶습니다.  오늘이나 내일 어느시점에서 무릎을 꿇고 주님 앞
에서 잠시 기도하실수 있으십니까? 지금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을 변화시키기 위해 우리는 일종의 힘, 영향을 원합니
다. 저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통해 지금 우리 안에서 움직이고 계시다는 것을 진정으로 믿습니다.

또한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영으로 연합되기를 기도하도록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지금 B4에는 깊은 통일감이 있으며, 제가받는 
메시지를 정말로 장려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더더욱 계속적으로 우리를  연합되길 바랍니다. 또한 우리 교회가 우리 도시에서 강
력한 힘이되고, 지역 사회, 사업 장소 및 소셜 미디어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증거가 되기를 기도하십시오.  저는 우리가 계속 하나
님의 은혜와 사랑의 상징이 되길 기도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또 제가 기도하고 있는것이 있습니다.  저는 우리 땅이 치유 될 것을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너무 많은 상처와 병
이 있습니다. 치유를 위해 그리고 곧 다시 함께 모일수있게 되기를 기도하도록 초대합니다.

다음주 15 일 수요일에 대해 이번주에 나오는 정보를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주차장에서 예배와 기도의 밤을 주최 할 것입니
다. 함께 모여 서로 숭배하는 강력한 시간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있는 지금 상황에 정말 필요합니다. 우리는 적절한 신체적 균형
을 가지고 책임감있게 행동 할 것이며, 여러분이 우리와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마스크를 착용하는것을 잊지마십시오. 우리는 함
께 모이는 동안,  지역 공공 보건 규정을 준수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일을 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잔디밭 의자를 가져와 주차장에
서 만나십시오. 건물 시설은 개방되지 않으므로, 화장실에 출입할 수 없어 죄송합니다. 그에 따라 계획하십시오.

소셜 미디어와, 웹사이트에서 정보를 통해 알수 있지만, 진행 상황에 대해 알려 드리고자 합니다. 함께 좋은 시간이 될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을 사랑하며 여러분을 볼 때까지 기다릴수 없습니다.  다음 주 수요일에 우리가 직접 만나게 되길 기대합니다. 그때
까지 좋은 일주일이 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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