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B4 가족 여러분, 

저는 시편 121장을 읽으면서, “내 도움이 어디서 오는가?”라는 구절을 읽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 

본문에서 본 몇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시편 기자는 하나님은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고, 
보호해 주시는 분이라고 했읍니다. 하나님은 그늘을 제공한 분이고,  다른 도전을 통해 작가를 
키우시는 분이라고 했읍니다. 저는 이번 시즌 동안 주님이 절대적으로 제가 바라볼수 있는 

분이라는 것에 너무나 격려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슬픈 부분은 실제로 언덕을 볼때 연기 때문에 

아무것도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간단하게 우리교회에 관한 광고를 하겠읍니다. 

알파코스가 다시 시작됩니다! 알파 코스는 개인이 질문을 하고, 기독교의 기초를 탐구 할수 있도록 
합니다. 성장할수 있는 놀라운 기회입니다. 다음 과정은 23 일에 시작되며, 웹사이트에서 온라인 

알파 경험에 등록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Covid기간 초에 한 알파코스 중에 결혼 알파 코스도 
있습니다.  수백 명의 참여한 결혼 알파코스는 성공적이었읍니다.  이 결혼알파코스는 결혼위기에 
처한 사람들을 위한 것은 아니고, 결혼 생활에 투자 할 수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10 월 12 일에 

시작되므로 곧 확인 하시고, 저희 웹 사이트에 가입하시기 바랍니다. 

지난 몇 주 동안, 우리는 캠퍼스에 다양한 음식을 담은 푸드 트럭을 계획하고 있었습니다. 잔디 

의자를 가져 오시고, 가족과 함께 저희 주차장에서 즐기면서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Ron Artis와 
함께 계획된 라이브 음악도 있을것입니다. 좋은 시간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아마 이 광고를 
들으시고“하지만 연기가 있읍니다!”라고 생각하고 있을 것입니다. 사실이지만, 예보에 비가 

내린다고 했읍니다.  저는 그 비가 연기를 떨어 뜨리고 우리가 이것을 할 수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지금 우리의 계획입니다. 연기로 인해 취소해야 하는 경우 알려 드리겠습니다. 

저는 몇분으로 부터, 우리교회 Podcast 를 말하는것을 들었읍니다. Podcast를 통해 리더십, 제자도, 
예수님에 대해 이야기를 들으실수 있읍니다. Podcast 는 화요일에 게시하기 시작했으며, 그 외에도 

목요일엔 성경을 듣고, 읽고, 예배 노래를 듣고, 인도된 기도에 시간을 할애 할 수있는 기회입니다. 

Apple의 팟 캐스트 앱에서 제공되거나 교회 웹 사이트에서 들을 수 있습니다. 

10 월에는 오버코트(Operation Overcoat) 작전을 진행합니다. 역사적으로 우리 공동체는 연합 복음 
선교부와 파트너 관계를 맺었습니다. 지역 사회가 사용할수 있는 겨울용 의류, 담요 및 침낭을 기부 

할 수있는 수거 장소가 되기를 요청합니다.  더 많은 정보나 이웃에 하차 장소가 되기를 원하시면 
이메일로 저희에게 연락하십시오. 우리는 지금이 교회의 사명을 이웃에서 수행하도록 부름받은 

계절이라고 믿고 있으므로 여러분을 우리와 함께하도록 초대합니다. 

우리의 사명 외에도, 우리의 가치 중 하나는 예수님의 왕국을 위해 사람들에게 다가 가기 위해 

새로운 세대의 리더들에게 투자하는 것입니다. 이번 주에 8 명의 새로운 직원이 도착하는 것을 
방금 보았습니다. 그들은 우리 캠퍼스에 있고, 우리 직원 팀의 일원입니다. 우리는 그들이 우리 
몸으로 숨쉬는 삶과, 앞으로 예수님 왕국에 대한 그들의 기여에 대해 너무나 흥분됩니다. 저는 

여러분이 아마 그들을 주변에서 볼 것이고, 앞으로 며칠 동안 그들과 비디오를 보게 될 것이라는 

것을 알려 드리고 싶었습니다. 우리는 그것에 대해 매우 흥분됩니다! 

마지막으로, 나누고 싶은 것은 이번 일요일에 관한 것입니다. 정말 흥미로운 것에 대해 발표 할 
예정입니다. 그것은 우리 교회 생활에서 새롭고 아름답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너무 많은 팁을 

주고 싶지는 않지만, 여러분이 반가울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고, 장기적으로는 정말 멋질 
것입니다. 그러니 제가 그 정보를 공유할 일요일에 맞춰보세요. 그 때까지 일주일 동안 신의 축복을 
받으면서 생활하시고, 곧 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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