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코로나 19 (COVID-19) 대책을 위한 안내문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코로나 19 바이러스로 인해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감염 공포에 빠져 

있습니다. 참빛교회는 성도님들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 (CDC)와 뉴저지 

주정부, 그리고 버겐 카운티 권고사항에 따라 단계적으로 유동성 있는 대책안을 세우려 합니다. 

일차적으로 모든 성도들에게 코로나 19 사태를 위한 기도문을 보내 드리니 매일 새벽 5 시에서 

7 시, 또는 매일 밤 10 시에서 12 시 사이에 같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1 단계: 공동기도문 
교회와 뉴저지 사회, 그리고 한국을 위한 공동 기도문 

 

 
1) 한국에 특별한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코로나 19 의 사태가 빠르게 진정되게 하시고, 

두려움으로 움츠러든 한국 사회와 교회가 하루 속히 회복되어 고통받고 있는 연약한 

국민들이 위로를 얻게 하여 주옵소서. 

2) 더 이상 한국이 두려움과 혐오로 인해 마음이 나뉘지 않게 하시고, 특별히 한국교회가 이런 

위기 때 믿음의 힘을 발휘하여 한국사회에 모범이 되게 하소서. 

3) 교회건물에 함께 모여 예배하지 못하는 한국교회들이 각자의 장소에서 하나님께 예배하게 

하시고 간절히 기도하는 가운데 다시 함께 모여 감사함으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4) 한국교회의 위기 속에서 더욱더 예수로 빛나는 사람들이 일어나게 하시고, 성숙한 

시민의식으로 이런 위기 속에 필요한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소서. 

5) 이번 기회를 통해 신천지 같은 적그리스도가 사라지게 하시고, 사탄 마귀의 세력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무너지게 하소서. 

6) 미국 대통령과 위정자들이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깨닫게 하시고, 겸손하게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의 지혜로 코로나 사태를 감당할 수 있도록 하옵소서. 

7) 참빛교회와 뉴저지의 모든 교회 교인들을 지켜 보호하여 주셔서 하나님 허락 없이는 

머리카락 하나도 떨어지지 않는다는 믿음을 주시고, 어린아이부터 어르신들에게 이르기까지 

모든 성도들을 질병으로부터 보호하여 주옵소서.  

 



 

 

 

 

 

2 단계: 3 월 5 일 현재 상황 
 

1) 모든 예배와 훈련, 케어모임 및 사역 등은 뉴저지 보건당국의 권유가 없는 한 그대로 

진행합니다. 예방 수칙에 대해서는 함께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손 세정 및 목례로 

인사 등등) 

 

2) 주일 점심은 교회의 공지가 있을 때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하지 않겠습니다.  

 

3) 최근 2 주 이내에 중국, 한국, 이탈리아, 이란 등 여행 자제 지역을 방문하셨던 분이나 

최근 한국에서 입국하신 친지분들이 계시다면 2 주간 자가 격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4) 호흡기 증상과 발열이 있는 분들은 NJ Department of Health (1-800-222-1222  

NJ.Gov/Health) 로 연락하시고, 예배당 출입을 자제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교회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예배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www.truelight.org) 

 

 
앞으로의 상황에 따른 단계적 대책안은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해 드리겠습니다.  

장기전으로 돌입할 수 있는 코로나 19 바이러스 사태를 지혜롭고 용기 있게 헤쳐나가야겠습니다. 

무분별하게 번지는 불안과 공포 속에서 예배와 믿음이 위축되지 않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수로 빛나는 사람들의 성숙한 믿음으로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고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뭇 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시편 46:10 

 

 

We live by faith, not by fear. 

광야는 믿음으로 지나가는 곳입니다.  

  

2020 년 3 월 5 일 참빛교회 황주 목사 드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