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VID19 교회 운영 비상 대책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 방지 교회 대책 위원회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 방지 교회 대책 경과
2/2 : 1차 주의안 발표 (손세정, 목례)
2/16 : 외국 출장자 및 방문자 자가 격리안 제정
3/3 : 확산방지 2단계 경계 운영 안 준비
3/4 : 2단계 경계 단계를 위한 1차 대책 위원회 미팅
3/5 : 경계 단계 수정안 준비
3/5 : 당회 결정 및 운영 발표

2020. 3. 5.

q 배경 : 코로나 확산으로 인한 예방책 마련 시급

•

현재 한국 6088 확진, 44명 사망, 미국내 확진자 232명확진 12명
사망(3월4일 현재)

•

미국 질병관리 본부 향후 2개월 3월 4월중 확진자 대량 확산 경고

•

산타클라라 카운티 내 확진자 3월 4일 현재 20명 발생 전체
확진자의 8.6% 가 밀집되 있음

•

산타클라라 카운티는 직경 50마일 이내의 작은 카운티임

•

동양인 특히 중국인과 한국인의 유동이 많은 지역임

•

지역 교회의 경우 경계 단계로 상향 운영 중

•

폐교회 소유의 단독건물을 사용하고 있지 않고, 교회라는
특수성을 감안할때 보다 적극적인 예방책 마련이 요청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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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교회 운영 비상 대책 위원회 조직(안) :

위원장 : 장철하 당회 서기장로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 방지 교회 대책 위원회

운영 조직
예배부
권사회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 방지
교회 대책
위원회

친교부
안수 집사회

미디어
선교

당회 의결

모든 성도
공유 및
준수

운영안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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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도
목양

재정부
교육부

양육

•

각부 부/차장, 각종 위원회 위원장, 안수집사회 임원, 권사회
임원으로 구성 (위원장이 명단 발표)

•

각부 부차장 및 운영조직 임원들은 결정된 운영안을
바탕으로한 해당 각 분야 세부 준비

•

안수집사회 중심의 방역팀 구성 및 예배 전후 방역 운영

•

당회 대표는 미국교회와 상호 대책 공유 및 협력팀 구성

•

본 운영 조직의 유효 기간은 해당 문제에 대하여 안정이
되었다는 정부 발표 후 4주까지를 유지한후 마무리 결산
회의후 폐회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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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교회 운영 비상 대책 (안)
Level 1 (주의)

단계별 운영안

Level 2 (경계)
Level 3 (심각)
- CA주 확진자 발생 - Santa Clara County 확진자 발생 - 교회 주변 및 성도중 확진자 발생
(40마일 이내 확진자 10명이상)
(교회 3마일 이내 확진자 발생)

교회운영(안) • 정상 운영

• 제한 운영

• 폐쇄

• 헨드 세니타이저 비치

• 레벨1 지침 포함 진행

• 모든 예배, 모임 중단

• 악수대신 목례

• 1부, 2부 예배 만 운영

• 교회시설 출입 금지

• 격리 기준 참조

• 온라인 예배 방송 진행

• 모든 성도 온라인 예배 참석

• 온라인 예배 방송 진행

• 모든 예배를 성인 예배로 통합 진행

• (격리자 이용)

• 주중 모든 활동 중단 (온란인으로 대체)
(새벽기도, 목요여성기도, 탁구, 어와나 등)
• 예배 참석시 마스크 착용 권장
• 찬양시 앉아서 조용히 찬양
• 중식등 식사 제공 중단
• 50세 이상 고위험군 이동 자제 권고
• 교역자 제외 주중 교회 시설 출입 금지

격리기준 : 한국 방문시 대구경북 2주/기타지역 1주
귀국자, 가족, 방문자

모든 지역 2주

명단발표

CDC 기준 준수

* 확산 방지를 위한 선제적 그리고 적극적 예방 방안을 도출 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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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교회 운영 비상 대책 (안)
Level 1 (주의)

각 부서 단계별 운영안

Level 2 (경계)
Level 3 (심각)
- CA주 확진자 발생 - Santa Clara County 확진자 발생 - 교회 주변 및 성도중 확진자 발생
(40마일 이내 확진자 10명이상)
(교회 3마일 이내 확진자 발생)

예배 (주일, 금요) 정상 / 예배 인터넷 송출
친교(에녹회) 자율

제한 / 주일 및 금요 예배인터넷 송출
인터넷 송출 (성가대 찬양대 없이 진행)
주일 1, 2부 예배 진행 기타예배 중단
금요예배시 선교보고 진행가능(간담회중단)
중단 (예배후 바로 귀가 권유/깁밥 150줄)
차량지원은 진행

금지

하반기로 Rescheduling

방송대체

홈모임 새가족 중단 / 바나바 제한 운영

전화심방

해외선교 자율

중단 (미국내 선교의 경우 제외할 수 있음)

금지

지역선교 자율

중단

금지

새벽기도 진행

중단 (인터넷 송출/대체 방안 제안)

인터넷 송출

목요여성 진행

중단(인터넷 예배지)

중단(인터넷 예배지)

중단

금지

청년부 진행

주일 2부 성인 예배 참여
또는 온라인 예배로 대체

금지

교육부 진행

온라인
각부서 사역자 중심으로 온라인 자체
프로그램 개발

금지

성가대 진행

중단 (안정기 발표 + 4주 후 재계)
열린 찬양으로 대체

금지

양육 정상 진행
목양/홈,새가족, 바나바 자율

어와나, 다음누리, 탁구 진행

* 확산 방지를 위한 선제적 그리고 적극적 예방 방안을 도출 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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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교회 운영 비상 대책 (안)

긴급 비용 사용안

* 확산 방지를 위한 필요 부분 운영 예산
방역 부분 : Clorox wiper

è $500

방송 부분 : camera

è $500
예비비 9001,
IT media 5331 에서 각 $500씩 사용

총 예상 비용

è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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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기도 제목
1. 전세계를 공포로 몰고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가 조속한 시일내에 사그러 지도록
2. 이러한 위기의 순간을 틈타 교회를 분열케하는 악한영들이 모두 사라지도록 (신천지, 각종 허위제품)
3. 전세계에서 바이러스에 맞서 싸우는 많은 선한 용사들 지켜주시고 힘주시도록
4. 민족주의 이기주의 개인주의 등 인간의 악한 모습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고침받을수 있도록
5. 사재기등으로 생필품이 부족한데 주변에 생활고로 혹시 어려운 분들 있지 않은지 돌아보는 우리들이 되도록
6. 연세드신 어르신 및 환우분들 기억하고 안전하신지 마을별로 챙기고 필요한 부분들 도와드릴수 있도록
7. 각지역에 파견된 선교사님들 안전을 지켜 주시고 혹시나 모를 위협에서 보호되시도록
8. 우리 교회에서는 한사람도 확진자 나오지 않도록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함께 기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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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endix

q 교회 운영 비상 대책 (안)
예배 준비 현황
인터넷 방송 송출

인터넷 방송 및 교회 운영 점검 사항

참고 사이트

Owner

준비 완료

미디어팀

방송준비

백그라운드, 찬양 준비, 고성능
마이크, 비디오 캠코더…

정우철집사,
조웅식집사

새벽 기도 방송

인터넷 방송용 소형 카메라 등
준비 요망

양육/교육방송

줌 컨퍼런스 이용,

https://www.zoom.us/pricing/?zcid=2502&creative=397278543
275&keyword=conference%20call&matchtype=p&network=g&d
evice=m&gclid=CjwKCAiAvLyBRBWEiwAzOkGVAVDQsJQ271ta64HigBpWIoi-_zJeTlBlfIuDIViU_eg3vEQ3furRoC15cQAvD_BwE

페이팔 비즈니스 계정 오픈

https://www.paypal.com/us/webapps/mpp/product-selection

인터넷 헌금

김복수장로

교육부

각부분 사역자들이 준비

정성만목사/정돈희위
원장

성가대

연습등 우려되 잠시 중단

성가대장

예배전후 진행 (청결유지)

안수집사회 주도

방역

* 상세 운영 방안 및 준비는 당회 결정 확정후 부서별로 진행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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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관련 참고 사이트 및 정보
1. https://www.cdc.gov/
2. https://wuhanvirus.kr
3. https://gisanddata.maps.arcgis.com/apps/opsdashboard/index.html#/bda7594740fd40299423467b48e9ecf6
4. https://translate.google.com/translate?sl=auto&tl=ko&u=https%3A%2F%2Fwww.sccgov.org%2Fsites%2Fp
hd%2Fnews%2FPages%2Fnew-guidance-new-covid-19-3-5-2020.aspx
5. 코로나 진료센터
1. Santa Clara County Public Health Department
2. https://www.sccgov.org/sites/phd/Pages/phd.aspx
3. address : 976 Lenzen Ave, San Jose, 95126
4. Tel : 408-792-5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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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참고 : 단계별 행동 지침
Stage

Indicator

Action Item
•모든 정기 예배 및 사역 모임, 순모임 정상 진행
•예배 전 후 교회 건물 내 방역작업 실시
Stage1 (주의)
•예배시 마스크 착용가능
WA주 확진자 발생
•악수대신 목례사용
•온라인 예배 권고(다음 사항에 해당자)
• 아시아지역 방문자 및 가족 입국 경우 14일간
• 면역력이 약하거나 감기증상이 있는 경우
•Stage 1의 Action Item을 포함
•주일 1-3부, 캠퍼스 성인예배만 정상 진행
•온라인 예배 제공
Stage2 (경계)
•교육부 예배를 포함 주중 모든 집회(새벽기도 포함) 및 모임 중단(순모임 포함)
WA주 및 교회 주변
•예배 참석시 필요시 마스크 착용 권고
(반경 60mile) 확진자 발생
•간식 및 봉사자 식사 제공 중단
•교역자를 제외한 주중 교회 시설 출입 금지
•노인아파트 차량 운행 중단(주차장Shuttle은 정상 운행)
•예배 전/후 방역 진행
Stage3 (심각)
•모든 예배 및 모임 중단
교회 주변 및 성도 중
•교회 시설 출입 금지
확진자 발생
•모든 성도들은 온라인 예배를 참석하도록 함

http://hyungjae.org/bbs/board.php?bo_table=e02&wr_id=1156
11

Life-giving Church

q 참고 : 온라인 예배시 가정 예배 순서지

http://www.cchurch.kr/board/view.do?iboardgroupseq=5&iboardmanagerseq=27&currentpa
genum&searchitem&searchvalue&iboardseq=3696&irefamily=3696&ireseq=0&fbclid=IwAR2x
KSGpAXfWZCCXNRzZpmPeSkiznleD0Zk6kFYsYMIr-X_GGNntYVbj3A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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