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함께 나누는 이야기
Announcements

오늘 캔사스한인중앙연합감리교회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2020 표어 The Church on Christ Alone 그리스도만 의지하는 교회

1. [새가족등록] 새가족으로 등록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ckumc.org/new 에서 온라인으로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2. [Back To School Blessing 기도카드] 2020-2021년도에 아이들의 사진과 기도제목이 담긴 카드를 본당 입구
에서 나눠드립니다. 여러분들의 기도와 응원으로 아이들이 코로나19로 힘든 시기에 더욱 힘내어 학업에 전념할 수 있
게 되리라 믿습니다(온라인으로 참여하신 분들에게는 우편으로 보내드립니다) 청년 (직장인) 이상 장년에 이르기까지 
적어도 카드 한 장씩 받으셔서 그 아이를 위해 1년간 3가지 미션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1. 매일 한 번씩 대상자를 위해 기도하기 
 2. 한 학기에 한 번 이상 격려의 카드 써주기 
 3. 생일 혹은 크리스마스 작은 선물 해주기. 

3. [청소년부 신입생 환영회] Today 1:00p.m., 청소년부실 및 Zoom

4. [헤세드 금요성령집회] 9/4(Fri), 저녁 8시(본당 및 youtube.com/ckumc "한시간 기도 운동 시리즈 06")

5. [한 시간 기도 운동 One Hour Prayer] 7/15부터 9월 말까지 하루 한 시간 기도 운동이 진행 됩니다. 기도는 훈련
이고,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며,  기도를 통해서만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여러분들을 한 시간 기
도 운동에 참여하시도록 도전합니다.  

6. [청소년부/EM/어린이부 예배] 9월 6일부터 청소년부 예배 시간은 11시로 (코로나19 기간) 시험적으로 변경하
고, 장소도 친교실로 변경됩니다. 코로나19 기간 유아/어린이부는 9월도 온라인으로 예배하며, 9월부터 인설희 
전도사님께서 예배 영상을 총괄 제작하게 됩니다. 

7. [제자 2기 성경통독반 신약과정, 13주]  3주차 9/12(Sat) 1:30p.m, Zoom Meeting | 20, 21과 

8. [CKUMC Library 도서관 오픈] 신간 도서 57권이 비치 되었습니다.  1 인당 2권씩 2주간 책을 빌리실 수 
     있으며,  도서관에 가시면 안내문이 나와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9. [기쁨의 언덕으로 9월호 수령]  2층 로비에 준비되어 있으니 신청하신 분들은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10. [목회자/교우 동정]  박성창 목사 (휴가): 8/31-9/4 | 유선현 (National Guard 훈련,  Arizona, 9/8부터 6개월)

11. [코로나 19 기간 예배 안내] 
• Self 예배 출석 체크: bit.ly/checkckumc 혹은 QR Code로 접속하셔서 check in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9월 예배 참석 신청서: 참석을 원하시는 분들은 bit.ly/reopening-september 에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

다.
• Hybrid 새벽기도회: 본당에서 그리고 Zoom으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월-금요일, 김다위 목사 인도

(링크:  https://zoom.us/my/drjohnpark) 
• 헌금: 코로나19 기간 온라인 헌금을 유지합니다(venmo, 홈페이지 온라인 헌금, mailing to CKUMC)

 
[온라인헌금 Online Giving] 
1.  [Venmo] 온라인 헌금은 venmo app을 다운 받으시고 CKUMC_KC를 검색하셔서 헌금하실 수 있습니다 

(venmo에서 setting->privacy->private로 설정하시면 transaction이 공개되지 않습니다) 
2. [Website]  http://bit.ly/ckumcgiving 교회 웹사이트에서 헌금하실 수 있습니다.
3. [Mailing] 우편을 통해 교회 주소(9400 Nall Ave. Overland Park, KS 66207)로 보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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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배안내 
Worship Schedules

Sunday Worship 
한국어예배 11:00a.m: youtube.com/ckumc / 본당 (45명까지 현장 예배 가능)

영어예배 9:30a.m : https://zoom.us/my/drjohnpark (Zoom app을 설치한 후 클릭)

Toddler Children Worship
유아부,어린이부예배 11:00am 공유된 예배영상 및 공과 파일 활용

Prayer Meeting  
새벽기도(월-금) 05:30a.m: Zoom 온라인/본당 병행

HESED 금요성령집회(금) 8:00p.m: Youtube  스트리밍 진행, youtube.com/ckumc, 넷째주일 제외

Staff 연락처
김다위 담임목사(Rev. Dawe Kim): (816) 304-2113, centralkoreanchurch@gmail.com. 

박성창 EM Youth Pastor(Rev. Dr. John Park): (408) 329-2272,  jpark@cbts.edu
인설희 전도사(Pastor Seolhee IN): (913) 709-7146, urikkiri89@naver.com

박인욱 지휘자(Inwook Park, 미디어/음향): branden92@gmail.com
한애니 간사(Annie Han, 유아부): han.annie97@gmail.com

교회 주소 Church Address: 9400 Nall Ave. Overland Park, KS 6620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