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영상 예배 안내

성도님들께 알립니다. 

코로나 19 바이러스로 인한 정부시책에 따라서 별도의 안내가 있을때까지 주일과 수요일 예배를 
Livestream 으로 드립니다. 최소한의 인원이 교회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성도들은 각 가정
에서 핸드폰이나 컴퓨터를 통해 교회 예배 실황에 따라 기도하고 찬송하고 설교를 들음으로 같
은 시간에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매 주일 오전 10시 55분, 수요일 저녁 7시 55분에 성경과 찬송가를 가지고 핸드폰이나 컴퓨터 
앞에서 온 가족이 함께 예배드리시기 바랍니다.

첨부한 링크를 클릭하면 간단하게 예배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http://facebook.com/charitybaptistnj  페이스북 계정이 없어도 상관없습니다. 

감사합니다.

담임목사 변현수

● 코로나 19 예방 수칙

코로나 19 예방을 위하여 해외여행 하신 성도 및 가족들은 최소 14일 동안 예배등 공적인 모임
에 참석하지 마시고 자가 격리하며 건강을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최소 20초 이상, 비누와 온수를 이용하여 손을 자주 씻으십시오. 비 누와 물을 사용할 수 
없는 상황에서는 알코올 기반의 손 세정제를 사용하십시오. 

2. 씻지 않은 손으로 눈이나 코, 입을 만지지 않습니다. 
3. 기침이나 재채기가 나올 때는 휴지나 소매(손이 아닌)로 입과 코를 가리십시오. 
4. 유사 증상이 조금이라도 있을 경우 자가 격리와 함께 병원 등 관계 기관에 연락 합니다. 
5. 고열이 지속되거나 증상이 심해지면 가까운 병원에 연락하시고 담임목사님께 통보해 주세요.
6.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치료되고 상황이 빨리 안정을 찾을 수 있도

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7.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평안을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 헌금에 대한 안내말씀 드립니다.

▶ 본인 계정을 통한 Sand Money / Transfer / Zelle 서비스 사용법.

1. website 혹은 app 사용 본인 은행 계정에 접속합니다.
2. Pay with Zelle 혹은 Send Money with Zelle 옵션으로 갑니다.
   (은행마다 다를 수 있으나 보통 Transfer 메뉴에 있습니다.)   
3. Set Up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처음 사용시 ‘Add Recipient / Add a new Recipient(또는 Add New Contact)’를 
선택 아래와 같이 입력합니다.(은행마다 조금 다를 수 있음)

 -Recipient Name : CBC(기억하기 편한 것으로)  
 -Email : kbcacbc44@gmail.com (이메일을 사용해 주세요) 
 -Amount : 헌금 액수 입력 
 -Memo (또는 Reason) : 본인 이름과 헌금 종류와 액수 기입.
                         (예-박무한, 십일조 $100, 선교 $100)  

4. 꼭 받는 상대방을 kbcacbc44@gmail.com 틀리지 않게 기입을 하시고, 메모란에 본인의 
이름과 헌금 종류를 반드시 기록해 주세요. 

5. 보내기 원하시는 날짜를 선택하시거나 지정된 액수를 정기적으로 보내게 하실 수 있습니다. 
6. 헌금을 보내시는데 Fee는 없습니다.  

▶ 또는 각 가정에서 헌금 봉투를 마련하셔서 미리 모아 두셨다가 함께 모여 예배드릴 때 
드리시거나, 첵크를 교회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Payable to : CBC or KBCA
 -Address : Charity Baptist Church

          44 Livingston Ave. 
          Somerset NJ 0887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