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예수로 빛나는 참빛 성도 여러분, 

오늘(3/12) 뉴저지 주지사가 250 명 이상이 모이는 모임을 취소해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참빛교회는 

1 단계-상황주시, 2 단계 소극적-부서레벨의 상황대응에 이어 성도들의 피해방지 및 안전을 위해 3 단계 

적극적-교회레벨 상황대응 단계로, 다음과 같이 예배와 각 사역을 진행합니다.  

 

1. 일반 공통 사항 및 예배 안내 

 

1) 참빛교회 건물을 사용하지 않으며 당분간 출입을 제한합니다.  

2) 주일예배 : 3/15(주일)과 3/22(주일) 두 주간은 온라인으로 주일 예배를 드립니다.  

- 주일 1 부-9:00am, 2 부-11:30am 예배를 온라인에서 드리실 수 있습니다.  

(교회 홈페이지: https://www.truelight.org/online, 15 분 전 온라인 방송 시작) 

- 온라인 예배에 대한 안내는 동영상을 참고해주십시오. 

3) 새벽예배:  

- 각자 가정에서 가족과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사순절 묵상집을 통한 묵상 인도는 홈페이지를 

참고해 주세요. 

4) 당분간 필수 사역 외에 다른 사역들은 잠정 중단합니다.  

- 각 부서 필수 사역은 잠정 중단하거나 최대한 축소해서 진행합니다. 

- 부서별 중요사항의 연락은 각 위원회 위원장님들께 연락해주십시오. 

- 케어모임과 돌보미/부돌보미 모임, 다른 모든 부서별 모임도 잠정 중단합니다.  

 

2. 성도 케어 

 

1) 심방 

- 당분간 성도님들을 대면하는 심방은 특별한 상황이 아니면 진행하지 않고, 전화, 카톡 등으로 

성도님들을 섬깁니다.  

- 병원 심방은 당분간 진행하지 않습니다.  

- 긴급한 상황 발생 시 이용민 목사 (908-307-3308)에게 문의해 주십시오 

 

2) 장례 

- 장례는 조문만 진행합니다. 

 

 

코로나 19 대응 3단계 적극적-교회레벨 
 

https://www.truelight.org/online


 

 
 

3. 양육 사역 

 

1) Starting Point 당분간 진행하지 않습니다. 

3) 봄학기 말씀 훈련: 4 월부터 진행합니다. (이후 상황에 따라 조정될 수 있습니다) 

 

4. 주일학교  

 

1) 주일학교 모든 예배는 현장에서 드리지 않습니다. 3/15(주일)은 온라인 가정 예배로 모든 가족이 

함께 드리고, 3/22(주일)부터 교회 각 부서에서 준비한 영상으로 가정에서 가정예배로 드립니다.  

 

5. SMT, Vision Trip 

 

1) 한국과 미국의 상황을 살펴본 후 사역 여부를 결정합니다. 

 

 

장기전으로 돌입할 수 있는 코로나 19 바이러스 사태를 지혜롭고 용기 있게 헤쳐 

나아가야겠습니다. 무분별 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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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 일 참빛교회 황주 목사 드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