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4 가족 여러분,
안녕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메모는 다른 메모들과 약간 다릅니다. 여름이 끝나 가면서, 우리
직원들은 우리가 어떻게 혁신된 공동체가 될 수 있는지, 그리고, 예배를 드리면서 창의적인 연결
방법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다음은 예정된 이벤트에 대한 간단한 요약입니다.
다가오는 수요일 26 일 오전 9 시부 터 오후 1 시까지 안뜰에서 무료 커피를 즐기십시오. 오셔서
일하셔도 되고 , 친구를 만나거나, 아름다운 세번째 공간인 우리 안뜰에서 외출을 즐길 수
있습니다.
학교 보급 운동, 지금부터 블록 파티까지-우리는 지역 초등학교와 협력하여 다가오는 해에 필요한
학용품을 학생들에게 제공합니다. 우리의 목표는 학생들이 집에서 원격 학습으로 학년도를 시작할
때 300 개의 학용품 가방을 채우는 것입니다. 저희 웹 사이트에서 우리가 찾고있는 목록을
보십시오.
가족 블럭 파티 Family Block Party 8 월 30 일, 오후 3 ~ 5 시-가족 모두를 Family Block Party 에
초대합니다! 어린 아이부터 12 학년 자녀가 있는 가족은 재미있고 안전한 환경에서 친숙한 얼굴을
볼수있는 기회를 갖게 됩니다. 이 이벤트는 다가오는 학년도를 준비하면서 여름이 끝날 때를
표시하는데 도움이 될것입니다. 음악, 간식, 사진, 부모 자료, 기도를 받을 수있는 농산물 시장
스타일로 펼쳐집니다! 우리는 또한 아이들을 위한 재미 가득한 월별 상자를 출시하여, 매주
가정에서 교회 리듬을 구축하는데 도움이 될것입니다.
9 월 1 일-기도와 예배의 밤-우리는 주차장 내 물리적으로 떨어진 9 개 구역에 모인 450 명의
사람들을 맞이할 것입니다. 이번에는 중앙 무대와 증폭된 사운드로 조금 다를 것입니다. 그러니
마스크를 가져 오시고, 의자를 가지고 오시고, 여러분의 마음을 가져 오십시오. 모든 등록 확인과
함께 그룹이 모일 장소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보내 드리겠습니다. 한번의 등록으로 가족 세대를
등록하거나, 가까운 친구들을 등록 할수있읍니다. 곧 등록정보가 나갈것입니다.
Youth + YA Fall Conference-9 월 1 일, 2 일, 6 일-이 경험은 여러분이 하나님, 우리 주변의 세상,
그리고 자신을 깊이 돌 보도록 영감을 주기 위해 고안되었습니다. 친구를 초대하고 8 월 24 일
마감일까지 등록하여 놀라운 연사, 게임, 음식, 대면 소그룹을 놓치지 마세요!
주차장에서 학부모 연결 저녁, 9 월 8 일 오후 7 시-가을 학교 교육에 대해 이야기 하는 기회입니다.
다른 부모와 연결하고, 가정 기반 원격 학습에 대한 전문 교육자의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질문하고
격려를 받으십시오. 공간이 제한되어 있으므로 등록하십시오. 이것은 부모 전용 이벤트입니다.
새로운 B4 팟캐스트(Podcast) 9 월 8 일 출시-일주일에 두개의 에피소드를 제공 할 예정입니다. 매주
화요일 브래드 목사님과 관심있는 주제에 대해 다른 손님들과 대화를 나누며, 현재 우리 시대와
문화에서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파헤칠 수있습니다. 우리는 목요일 에피소드를
주중 "전례"라고 부릅니다. 성경 읽기, 일부 인도기도 및 예배가 포함됩니다. Apple Podcast, Spotify
또는 YouTube 에서 확인하고 구독 할수 있습니다.
Food Truck Hang Out-9 월 20 일-주차장에 다양한 푸드 트럭을 모아 식사를 구입하고, 어울리고,
좋은 친구 Ron Artis 가 출연하는 멋진 음악을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 가족과 담요 또는 잔디
의자를 가져와 우리와 함께하십시오. 우리는 어울리고 멋진 음악을 듣고 함께 좋은 음식을

먹습니다. 모든 적절한 예방 조치와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있는
비공식적 인 기회가 될 것입니다.
주목해야 할 다른 이벤트는 다음과 같습니다. 많은 이벤트를 직접 만날 수 있습니다.
•
•
•
•
•
•
•
•
•

Reunion(재결합)-9 월 13 일
Griefshare(슬픔 나누기)-9 월 14 일
Financial Peace University (경제 평화 대학)-9 월 15 일
Mother Wise (엄마 지혜)- 9 월 29 일
알파-9 월 23 일
병합-10 월 4 일
성경 101 코스-10 월 8 일
결혼 코스-10 월 12 일
아동 발달 단계 과정-10 월 14 일

많은 이벤트가 있죠? 여러분이 가입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저희 웹 사이트에 자세한 내용을
게시하고 있습니다. 저는 또한 저희 직원들이 개발하고 있는이 모든 아이디어와 기타 아이디어에
대해 흥분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이벤트의 일부 또는 전부에 참여하고 더 많은 이벤트를 계속
지켜봐주십시오.
여러분을 사랑하고, 여러분을 만날때를 기다릴수 없읍니다.
브래드 목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