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비드 19 관련 공지
사랑하는 로뎀교회의 성도 여러분,
코비드19가 미국 내에 확산됨에 따라 보건당국에서 지역 확산 방지를 위해서 가능하면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모임을 자제하거나 연기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지난 주 안내한 대응지침에 따라 우리
교회도 “심각”상태로 전환합니다. 따라서 성도님들의 안전을 위하여 일단 이번 주일부터 3월
29일까지 주일 예배를 온라인 예배로 전환합니다.
온 교회가 한자리에 모여 예배드리지 못하는 아쉬움과 공동체 예배의 소중함을 절실히 느낍니다. 잠시
동안 온라인 예배를 드리지만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각 가정이 예배로 나아가는 은혜도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포도원 모임도 온라인이나 카톡으로 기도제목을 나누며 계속적인 성도의 교제를
이어갈 수 있도록 안내 하겠습니다. 어려운 시기이지만 더 깊은 영적인 교제와 신앙의 성숙을
경험하는 기회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아래와 같이 온라인 온세대 연합예배에 대한 지침을 드립니다.
온라인 예배 안내
1. 내일(3월15일)부터 3월 29일까지 주일예배를 인터넷(온라인) 온세대 연합예배로 전환합니다.
2. 시간은 11시 20분입니다(혹시 시간을 놓치더라도 접속하시면 녹화된 예배를 보실 수 있습니다).
온라인 예배 접속 하는 방법
1. 교회 홈페이지를 이용할 경우, 온라인 방송보기를 클릭하시면 예배를 보실 수
있습니다(http://www.rohthem.com).
2. 카톡과 메시지 링크 이용할 경우, 클릭하시면 예배를 보실 수 있습니다. 못 받으신 분은 사무실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사무실: 714.956.7640).
온라인 예배 진행 가이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1) 예배시간 10분 전까지 온라인 예배 준비를 완료합니다.
2) 가급적 가족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립니다.
3) 집중하면서 예배드릴 수 있도로 주변을 정리하며, 성경책을 반드시 준비합니다.
4) 가정에서 드리는 예배지만, 교회에 오는 것과 마찬가지로 단정한 복장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5) 예배 영상은 컴퓨터 화면이나, TV를 통하여 보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가족들이 각자의 스마트폰으로 예배드리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6) 예배 끝까지 집중하여 축도까지 자리에서 앉아서 예배를 드립니다.
교육부 예배중고등부는 EC예배로, 유년부, 유치부는 부모님과 함께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포도원 모임 안내
정해진 시간에 온라인 상으로 모여 은혜를 나누고 서로를 위해 기도하는 시간을 가집니다.
온라인 모임에 대해서 추후 알려드리겠습니다.
헌금 보내는 방법
1.

교회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헌금하실 수 있습니다(http://www.rohthem.com).

2. 수표를 우편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교회주소 : 1759 W. Broadway, Anaheim. CA 92804
Pay to Order : Rohthem Presbyterian Church

로뎀장로교회 코비드 19 관련 단계별 대응방안
단계

진

단

대

응

조

치

[일반 안내]
•

개인 예방수칙을 철저하게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20 초 이상 손씻기, 손으로 눈, 코, 입
만지지 않기, 기침할 때 손수건, 티슈, 옷자락으로 가리기등)

•

코로나 발병 국가를 여행하고 돌아 온 교우들은 14 일 동안 외출과 교회의 모든 집회
참석을 자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 기간동안 의심증상(발열, 기침, 호흡곤란)이 있을
경우 즉시 자가격리하시고 주치의에게 연락하여 조치를 취하시기 바랍니다.

•

그 외에도 누구든지 의심증상이 있을 경우 즉시 자가격리하시고 주치의에게 연락하여
조치를 취하시기 바랍니다.

•

노약자나, 열이 있으신 분, 기관지가 약한 분들은 이 기간동안 예배와 각종 모임 참석을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
의

•

교회 주변 지역에 확진자가 •

개인 예방 수칙에 대한 교육, 포스터 부착

있을 경우

•

각종 집회 전 후 교회내 방역실시

•

교회 입구, 패티오, 교육관 등에 손세정제, 티슈
배치

•

노약자와 의심증상(기침, 발열, 호흡곤란)이 있는
교우들에게 예배와 교회의 각종 모임
자제하도록 권면

•

교회의 각종 예배와 주중 모임, 양육, 교육등은
정상적으로 실시하되 안전 조치를 철저하게
지키고 안전 거리를 유지하도록 권면

•

대외 봉사 활동, 선교 활동의 잠정 중단이나
연기

경
계

•
•

•

외부인이 대거 참여하는 교회내 집회 취소

•

예배 후나 친교시 악수 대신 목례로 인사

교회 주변 지역에 확진자가 •

주일예배 이외의 모든 주중 모임, 훈련, 소그룹

지속적으로 증가할 경우

모임과 사역을 일시 중단

확진자의 경로가 한인밀집

•

각종 집회 전 후 교회내 방역실시

지역과 동선이 겹칠 경우

•

노약자들과 병이 있는 성도들 의심 증상이 있는
성도들은 가정에서 예배드리도록 권면

•

예배 불참자를 위한 예배 실황 온라인 방송 실시

•

주일예배 시 안전 거리를 유지하고 앉도록 하고
예배후 퇴장시 간격 유지할 것을 권면

•

찬양대 연습과 주일 찬양대 찬양을 일시 중단

•

찬양팀의 참여 인원은 줄이고 연습시 안전
거리를 유지하며 마이크나 악기등은 사용전후
소독할 것

•

1 부 예배 후 도넛과 주일 점심식사 일시 중단

•

필요한 회의는 화상이나 온라인으로 진행하고
오프라인 회의가 필요한 경우는 안전 거리를
유지하여 앉고 모임 시간을 최소화 하도록 할 것

심
각

•

교회 내 확진자가 발생할

•

경우
•

•

전교인 온라인 예배와 헌금

보건당국의 종교집회 자제

•

온라인 예배를 위한 최소 인원만 교회 출입을

[“심각”의 경우에서 다시
“경계” 단계로 전환할 경우]
교회내 확진자가 모두
완치되고 더이상
의심환자가 없을 경우
•

해결되기 전까지 일시 중단

지역감염 확산으로 지역
권고가 있을 경우

•

주일 예배 포함 교회의 모든 모임을 상황이

보건당국의 종교집회
자제령을 해지할 경우

허용하며 출입시 철저한 방역을 실시할 것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