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B4 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의 아내 Cheri와 저는 지난 월요일에, 우리의 24 번째 결혼 기념일을 축하했읍니다. 그 기간 동안 
우리는 결혼엔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원도 필요하다는 것을 
알았읍니다. 우리는 많은 다른 지원을 시험해 보았지만, 우리가 부부로서 참여한 가장 좋은 것은 
‘결혼 과정 코스’ 이었읍니다.  이번에 B4는 6 월 8 일과 9 일부터 온라인 양식으로 동일한 과정을 
제공합니다. 저희는 그 과정을 마친후, 저희 결혼 생활이 얼마나 성장했는지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여러분이 결혼을 하셨으면, 같은 종류의 성장을 경험하고 싶으시면, The Marriage Course (결혼 
코스)에 가입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께 추천하고 싶습니다. 

The Marriage Course(결혼 코스)와 같은 온라인 경험은 훌륭 할 수 있지만, 교회의 재개장은 
우리에게 어떤 모습이 될지 많은 질문을 받고 있습니다. 재개장의 첫 단계는, 실제로 사람들이 공공 
장소에서 몇명더 많은 사람들을 만나기에서 시작됩니다. 우리는 큰 교회이며, 교회에 1000 명의 
사람들이 있는 것과 같은 모임은 여전히 멀었읍니다.  그러나, 지금은 소규모 그룹이 모이기 
시작하는 모습에 대해 논의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겐 소그룹, 커뮤니티 그룹 및  공부그룹을 가지고 
있으며, 가까운 장래에 어떤 방식으로 다시 만날지 생각하고 있읍니다. 

우리는 교회 전체의 그룹 리더들과 몇 차례의 회의를 계획하여 우리가 이것을 시작하는 모습에 
대해 토론하고, 기도 할것입니다.  이런과정에, 우리는 우리자신에게 신중하고, 합법적이며, 
사랑스러운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룹에 있다면, 여러분의 지도자들은 앞으로 몇 주 
안에 어떻게 할것인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찾을 것입니다. 우리는 캠퍼스 전체를 활용하는 방법, 
특히 날씨가 개선됨에 따라, 주차장을 활용할 방법을 논의 할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의 공동체로서 
다시 열리고, 재참여 하는 첫 번째 단계의 자세한 사항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계획에 여러분의 도움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유행성 검역소는 많은 방법으로 우리를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러분이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또한 여러분의 
감정과, 여러분이 생각하는 미래에 가장 적합한 계획이 어떤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작성하는 데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는 간단한 설문 조사가 나갈것입니다.  잠시 시간을 내어 완료 하십시오. 
의견을 보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주와, 교회의 재개장은 뉴스에 나왔지만, 제 마음을 상하게 한 다른 것이 있습니다. 조지 
플로이드의 죽음은 이것을 우리에게 상기시켜주는 비극입니다. 인종 차별주의는 여전히 매우 
심각한 문제입니다. 우리는 교회로서, 인종차별을 지지하거나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최선을 다해 싸우고, 문화에 대한 부식 효과를 막을것입니다. 저는 이것을여러분께 확실히 말하고 
싶었읍니다.  이번 주에, 백인이 아닌 형제 자매들에게 대해 제  마음이 아픕니다. 저는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여러분을 돌보고 십습니다. 여러분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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