벧엘교회 언론 보도자료 # 2020-03-25-01

벧엘교회 교인 가족 중 COVID-19 확진자 발생에 대하여
2020 년 3 월 24 일 (화) 오전 11 시 24 분 경 현재 벧엘교회는 교인의 가족 중 한
명이 코비드 19 확진 판정을 받았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이 가정은 최근 가족상(喪)을
당하여 3 월 14 일(토) 외부 장례식장에서 벧엘교회 목회진이 집례하고, 약 100 명 미만의
유가족과 벧엘교회 교인 및 지인들이 참석한 가운데 장례예배를 가진 바 있습니다.
코비드 19 확진 판정을 받은 이 분은 수년 전까지 벧엘교회에 출석하던 여성이며,
현재는 인근의 미국 교회에 출석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현재 이 분은
주정부에서 공중보건과 관련된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질병감염의 경로와 시기를
추정하기 어렵고, 장례예배 당시 감염여부도 확인할 수 없습니다.
장례 일정을 결정하던 3 월 11 일(수) 당시 메릴랜드주의 상황이 지금과 같이
긴박하지 않았지만, 장례식 이틀 전인 3 월 12 일(목)에 250 명 이상의 모임을 금지하는
래리 호건 메릴랜드 주지사의 행정명령이 공포되었고, 이 장례식은 행정명령에 따라
100 명 미만의 인원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 것입니다.
벧엘교회도 3 월 12 일 (목) 저녁 당회에서 주일 예배를 포함한 모든 예배를 온라인
예배로 드리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후 교회에서 규모와 관계없이 일체의 모임이나
행사는 없었으며, 확진자 여성과 교회 성도 간에 더 이상의 접촉은 없었습니다. 확진자가
교회 시설에 출입한 사실도 없습니다. 벧엘교회는 코비드 19 사태에 대비하기 위하여
이미 3 월 18 일(수) 부터 교회 내 모든 출입문과 사무실, 예배실 소독을 매주 수요일부터
주일까지 나흘간 실시함으로써 감염 방지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부 목회진과 교인들이 그 장례예배에 참석한 만큼 벧엘교회는 3 월

24 일(화) 연락을 받은 즉시 이 사실을 장례예배 참석자들에게 알려, 가정 의사에게
연락하고 2 주간 자가격리를 실행해 달라고 요청하는 한편, 긴급히 당회를 소집하여
경과를 보고하였으며, 아래와 같은 대책을 마련하였습니다.

1. 2020 년 3 월 14 일부터 확진자와 접촉한 후 2 주가 지나는 3 월 28 일(토)까지 모든
목회진과 사무실 직원의 근무를 중지하고, 교회를 일시 Lock Down 함으로써 일체
인원의 출입을 금지한다.
2. 모든 시설을 Open 하기 전 교회 시설에 대한 방역과 소독을 지속적으로 실시한다.
3. 2020 년 3 월 14 일 장례예배에 참여한 성도들에게 이 사실을 공지하고 2 주간의
자가격리를 요청하며, 코비드 19 의심 증상이 발생할 경우 반드시 가정 의사와
연락하여 검사를 받도록 한다.
4. 추후 정부의 상황 완화 혹은 해제 조치가 있기까지 모든 온라인 예배는 최소의
목회진 및 기술 인력으로 진행하고, 평신도 봉사자의 참여를 엄격히 제한한다.
5. 확진자 가정의 안정과 회복을 위해서 그리고 장례예배 참석자의 건강을 위해서
기도하며, 사실 이상의 소문이 돌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대응한다.
6. 교회의 상황에 대한 공식적인 소통의 채널을 일원화하여 당회가 설치한 비상대책
상임위원회(Emergency Executive Committee)를 통해서 담임목사의 명의로 모든
소식을 전달한다.

벧엘교회 담임목사 백신종
비상대책 상임위원회 (Emergency Executive Committee)

2020 년 3 월 25 일 (수) 오전 11 시
•

위 내용에 대한 추가 문의는 목회실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410-461-1235)

Bethel Church Press Release # 2020-03-25-01

Concerning Confirmed Case of COVID-19
Amongst Family of a Bethel Church Member
On Tuesday, March 24, 2020 at approximately 11:24 am, a Bethel Church staff received
word that one individual amongst the family of a Bethel Church member had received
confirmation of COVID-19 infection. This family recently suffered the loss of a loved one, and held
a funeral service conducted by the pastoral staff of Bethel Church at an outside funeral home on
Saturday, March 14th with approximately 100 attendees or less, including the grieving family,
Bethel Church members, and family friends.
The individual confirmed with COVID-19 infection is a female who attended Bethel Church
until a few years ago, and currently attends a nearby non-Korean church. Because this individual
currently works in a public health-related field for the state, it is difficult to estimate the timing
and the place of the infection, and it is not possible to verify whether she had an infection at the
time of the funeral service.
While funeral plans were being made on March 11th (Wed.), the situation in Maryland was
not as urgent as it is present; however, on March 12th (Thur.), two days before the funeral,
Maryland Governor Hogan issued an executive order prohibiting gatherings of more than 250
persons. On Saturday, March 14th, this funeral was held in compliance with the governor’s
executive order with less than 100 persons in attendance.
On the evening of March 12th (Thur.), the Session decided that all Bethel Church worship
services, including Sunday worship services, would be conducted online. Since then, there have
been no meetings or events of any size at the church, and there have been no further contacts
between the infected individual and other members of the Church. Furthermore, from March 18th
(Wed.), in response to COVID-19, Bethel Church has maintained the practice of sanitizing all
church entrances, doors, offices, and chapels in the church every day from Wednesday to Sunday
to do its best to prevent infection.
However, upon receiving word of the confirmed infection, the Church immediately notified
the pastors and church members who attended the funeral service, and asked them to contact

their personal physicians and maintain voluntary self- quarantine for a period of 2 weeks. A
special meeting of the Session was urgently convened to report these developments, and the
following measures are now provided:
1. All pastors and office staff who had contact with the infected individual on March 14th,
2020, will suspend their work for a period of two weeks from that date, or until March
28th (Sat.), and the Church will be temporarily locked-down and no one shall be allowed
to enter the Church facility.
2. Prior to fully re-opening the Church facility, the Church will continuously conduct
sanitization and deep-cleaning of the Church facility.
3. All Bethel members who attended the funeral service on March 14, 2020 shall be
notified of the situation, and asked to maintain voluntary self-quarantine for a period
of 2 weeks, and to also immediately contact their personal physician to seek testing in
the event they develop symptoms consistent with COVID-19.
4. Until the situation improves, and the government eases or cancels the prohibitions, all
worship services shall be conducted online with the minimum number of pastors and
technical personnel, with lay volunteers’ participation strictly limited.
5. We pray for peace and recovery of the affected family and for the health of the funeral
service attendees. The church will actively respond to prevent the circulation of
unfounded rumors that go beyond the actual facts.
6. To maintain consistent response and to establish official channel of communication on
matters concerning the church during this crisis, all communications concerning the
crisis shall be issued by the senior pastor as the authorized representative of the
Emergency Executive Committee, as established by the Session.

Daniel Baeq, Senior Pastor of Bethel Church
Emergency Executive Committee
Wednesday, March 25, 2020 at 11:00 a.m.
• For further inquiries, please contact the Pastor's Office at 410-461-123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