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비드19 사태
벧엘교회 대응지침
1단계

노랑

상황: 메릴랜드 안에 확진자가 나오거나 교육부나 카운티 정부의 권고 및 지침이 나올 경우.
대응: 모든 공예배 (주일-KM,EM/ 주일학교, 수요, 금요, 새벽) 이외의 모든 모임 (사랑방, 선교회, 각종
훈련과 부속기관 운영)을 연기 혹은 취소합니다. 사회적 거리(2m)를 유지합니다.

2단계

주황

상황: 하워드 카운티에 확진자가 나오거나 교회내 확진자의 가족, 친척 등 접촉자가 있을 경우.
대응: 주일예배 이외의 모든 주중예배 (수요/금요/새벽)는 온라인으로 진행하며, 주중 주말 모임을 취소
합니다. 주일예배도 노약자와 아동등은 가급적 온라인 예배와 온라인 헌금을 하도록 안내합니다.

3단계

빨강

상황: 교회 안에 확진자가 발생했을 경우.
대응: 주일 예배를 포함한 교회의 모든 모임을 취소하되, 주일/수요/새벽예배를 온라인 예배와 온라인
헌금으로 대치합니다.

[ 코비드 19 감염증 예방 수칙 ]
1. 한국 등 해외 방문 후 2주간 자가격리 (예배/모임 참석 자제)
2. 손 자주 씻고 소독제 수시로 사용하기
3. 성도간에 악수 및 접촉 자제하기
4. 기침은 옷 소매로 가리고 하기

코로나 바이러스 (Covid 19) 사태 위한 기도
1. 코로나19로 인해 건강으로나 경제적으로 고통을 겪고 있는 분들이 실족하
지 않도록 붙드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치유와 회복이 있게 하옵소서!
2. 벧엘교회 당회가 긴급한 상황에 하나님의 뜻에 맞게 대처할 수 있도록 총명
과 지혜를 더하시고 모든 성도가 코로나 예방수칙을 잘 준수할 수 있도록 도
와주옵소서!
3. 보이지 않는 균까지도 다스리시는 하나님, 열방을 긍휼히 여기사 코로나19
의 감염과 확산이 그치게 하시고, 환자들이 완치되게 하옵소서!
4. 열방이 두려움과 염려에 사로잡히지 않도록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모든 성도
들이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여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인내하게
하옵소서!
5. 면역력이 약하거나 연로해서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모든 분들도 감격과 은혜
가 넘치는 예배가 되게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6. 많은 사역들이 코로나19로 인하여 영향을 받지만 이 질병이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통하여 이루시고자 하는 모든 일에 걸림돌이 되지 못하도록 역사하
옵소서!
7. 전방에서 수고하시는 의료진들과 관계자들을 지키시고 축복하여 주셔서 그
들의 수고가 헛되지 않게 하시며 환자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낫게 하옵소서!
8. 한국에 많은 교회들이 인터넷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온라인 예배와 헌
금 드림이 소홀해지지 않도록 도우시고, 속히 성전 예배가 회복되고 굳게 닫
힌 문이 열려서 예전보다 더 강하고 뜨겁고 간절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찬양
할 수 있게 하옵소서!
9. 코로나 사태로 위기를 만난 연약한 교회들을 굳게 붙들어 주시고 잠시 흩어
진 성도들이 모임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교회와 예배의 중요함을 잊지 않게
하옵소서!
10.코로나19로 인하여 신천지의 속임수가 낱낱이 들어나게 하시고, 거짓에 눈
멀었던 자들이 참진리로 회개하고 돌아오게 하옵소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