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B4 여러분, 

 

보고 싶었습니다. 간단한 업데이트를 통해 여러분께 격려를 북돋으시기 바랍니다.  지난 

일요일에 알렉스 목사님이 주신 강력하고, 관련있는 메시지를 생각해봤습니다. 폭풍 

속에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시는 것에 대한 이야기이었습니다. 알렉스목사님이 

말했듯이, 저는 지금 우리가 격고있는, 폭풍우때 예수님께서 놀랍고 창의적인 방법으로 

우리를 만나고, 인도 해 주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 볼 때, 우리는 또 B4가 예수님이 바라시는 교회가 계속 되길 

원합니다. 우리는 사람들이 소속 될 수있는 공동체, 사람들이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이 그의 백성들 사이에서 하시는 일의 일부가 될 수있는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또한 예수님께서 우리  모두로부터 그분을 더 깊이 믿고, 신뢰함에 

따라 우리의 믿음이 깊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 교회 캠퍼스의 경계를 

넘어서, 예수님을 주변 사람들에게 알리고 싶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더 크고 넓게 사역 할 수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사이에서 하시는 일을 지원하기 위해, 우리는 여러분을 격려하고, 장비 

할 수있는 자료를 쉽게 얻을 수 있도록, 웹 사이트를 재 설계했습니다. 우리의 온라인 

서비스 이외에도, 여러분이 서로 연결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되는 훌륭한 자료가 

있습니다. 저와, 모든 다른 목사님의 헌신과,  젊은 가족을 위한 훌륭한 자료가 있읍니다. 

이 모든것을 교회 홈페이지에서 찼으실수 있습니다. 도움이 필요하거나, 도움을 제공 할 

수있는 경우 웹 사이트에서도 방법을 찾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B4 를 통해 놀라운 일을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도시를 사랑하기 위해 손을 

뻗어 왔으며, 그 첫 번째 열매를 보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의 지도자 중 아시는분이 

코로나바이러스가 그의 직무에 미치는 영향을 경험하고, 또, B4 교회가 최근과, 과거에 

그에게 사역 한 직접적인 결과로 지난 주 예수님을 믿게 된 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었읍니다. 

 

우리는 몇 년 전에 현장 작업자들 위한 보호 장비로 주문한 N95 의료 등급 마스크를 

발견했습니다. 우리는 그것들이 단지 건설 장비 이상이라는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중국의 친구들이 우리에게 보낸 것들과 함께, 지역 병원에 기부 할 

수있었습니다. 그리고, 적십자사는 평소 헌혈을하는 곳에 학교 시설을 떠나라는 요청을 

받았습니다. 이 요청은 우리 지금 피가 부족한 상황에서 일어났읍니다.  우리 교회는, 

교회 캠퍼스 주차장을 이용하도록 초대했습니다. 아마도 가장 이상한 것은 이것입니다. 

우리는 주요 식품 공급 업체에서  10,000 마리의 급속 냉동 닭을 우리교회에 



기부했읍나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다른 지역 교회들과 협력하여 이 닭들을 지역 사회의 

배고픈 가족들에게 분배하려고 합니다.  

 

저는 현재의 상황에서, 우리가 격고 있는 상황이 아니라면, 쉽게 놓칠 수있는 흥미 

진진한 방법으로 예수님이 우리 교회 안으로 들어오시는 것을 봅니다. 그러므로 교회에 

계속 참여하고 (적어도 온라인 상태에서) 모이고, 주시고, 봉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 일요일에, 저에게 하나님이 성경으로 함께하신것을 여러분과 함께 나눌려고 

합니다.  우리는 요한 복음 9 장에, 방향포이트Waypoints 라는 시리즈를 계속할 

것입니다. 우리는 또한 우리 팀이 제공하는 찬양이 있겠습니다.  일요일 

B4church.org 에서 오전 7 시 30 분 이후에 언제든지 참여하십시오. 저는 여러분을 

위해 기도하고 있으며, 우리가 직접 모일 수있는 시간을 고대합니다. 

 

은혜, 평안, 그리고 여러분 모두에 대한 하나님의 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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