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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FORMATION UPDATE 

2020 년 3 월 18 일 (수요일) 

제목: 코로나 19 관련 정보 업데이트 

NSW-ACT 주의 연합교회 교회 리더분들께, 

오늘 본 주총회와 각 노회의 리더들은 현재 코로나 19 상황 가운데 

연합교회에 속한 건물을 사용하는 예배와 모임들이 처한 상황을 논의하는 

모임을 가졌습니다. 이 자리에 참석한 리더들은 다음과 같은 지침을 본 

주총회에 속한 각 노회와 개교회, 및 faith community 에 제공하는 것에 

동의하였습니다. 

우리는 정부 보건기관으로 부터 초기 대응이 얼마나 중요한가에 대한 분명한 

지침을 받았다는 점을 먼저 밝혀드립니다. 초기 대응은 앞으로의 감염 

위험성을 최소화하고, 감염 확산을 둔화시키고, 심각한 상황으로 확대될 수 

있는 개연성을 감소시키며, 바이러스 퇴치를 위해 노력하는 공공 의료 

시스템을 지원하는 방도가 될 것입니다. 

이에 따라, 우리는 사람들이 모이는 어떠한 모임도 갖지 않아야 한다는 매우 
강한 권고의 말씀을 드립니다. 
(The very strong recommendation is that we should be meeting in person 
in any gathering.)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 공동체들에게 다음과 같이 충고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갈라디아서 6:10, 개역개정) 우리의 공익에 대한 

책임은 우리가 이러한 권고를 따라 진행할 것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신앙 공동체 안에서 서로에 대한 책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신체 접촉과 모임을 피함으로써, 우리가 서로에게 

바이러스를 전파하는 가능성을 줄이게 됩니다. 

또한 우리는 일상 생활 속에서 서로에 대한 책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바이러스가 계속 전파될 것임을 알고 있습니다. 공공의 모임을 갖지 

않음으로써 이 사회 안에서 바이러스 위험을 줄이고, 더 나아가 현재 

http://www.nswact.uca.org.a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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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되는 바이러스 관련 상황에 공공의료 시스템이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여러 노회와 개교회, 그리고 faith community 가 이 상황에 대한 

대처방안을 모색해오고 있다는 점을 인정합니다. 우리는 정부 지도가 이어질 

것임을 예상하고 있으며, 이는 추후에 여러 모임들을 제한하고 우리에게 모든 

행사의 중지를 요청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음과 같은 전략적 

방법을 제안합니다. 이러한 방법들은 바이러스에 대한 위험요소를 

감소시키고, 우리 사회에서의 바이러스 확산을 둔화시킬 것이라는 이해를 

바탕으로 하였습니다. 
 
연합교회 NSW-ACT 주총회는, 
 

1. 이미 각 교회의 교회의회에서 내린 예배 모임 (주일예배, 삼일기도회, 

새벽기도회, 금요기도회 등) 중지에 대한 결정을 지지하는 바입니다. 
 
2. 각 교회의 교회의회는 즉각적으로 모든 예배 모임을 오늘 (3 월 18 일 

수요일) 부터 중지하는 결정을 내릴 것을 강력하게 촉구하는 

바입니다. 
 

3. 각 교회의 교회의회에 (a) 교회 건물 안에서의 모든 교회 활동 

(소그룹 모임, 청년회 활동, 기도회, 선교회 활동 등)을 중지하는 것을 

결정할 것과 (b) 교회를 대여하는 지역의 사용자들의 활동을 

중지하는 결정을 내릴 것을 강력하게 촉구하는 바입니다. 
 

4. 다수의 교회 건물이 응급 구호소, food bank 등과 같이 

사회약자층에서 이용하는 지역 사회활동의 기반이 된다는 점을 

덧붙이는 바입니다. 이에 따라, 각 교회의 교회의회는 이러한 

상황에서 분명한 방역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자세한 

문의는 Uniting Resources 의 Albert Olley 

(alberto@nswact.uca.org.au 혹은 0404 801 191) 
 

5. 각 교회의 담임목사 및 부교역자, 장로와 교회의회 의원들께서는 (a) 

보다 안전한 법으로 교우들이 모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b) 교회 

http://www.nswact.uca.org.au/
mailto:alberto@nswact.uca.org.a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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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체 안에서 편지, 전화통화, 인터넷, Facebook, 기타 온라인 

자료(Saltbush, Insights, Facebook 등)를 이용하여 친교를 이어갈 수 

있도록 격려해 주시기를 권유하는 바입니다. (c) 주총회 사무실에서 

커뮤니케이션을 담당하는 Adrian Drayton 

(adriand@nswact.uca.org.au)이 교회에서 온라인으로 사용할 수 

있는 다양한 자료들을 수집하고 있다는 점을 덧붙이는 바입니다. 
 

6. 교우들이 이 어려운 시기를 개인 정비와 성찰의 시간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격려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 어려운 시기 가운데 

교우들이 신앙인으로써 거듭나고, 새로운 방식으로 사회생활을 

영위하고, 믿음 안에서 서로 격려하는 모습을 발견할 수 있도록 

격려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제인 프라이 목사 사이먼 한스포드 

목사 주총회 총무 주총회 총회장 
 
 
 
 
 
 
 
 
 
제인 프라이 목사     사이먼 한스포드 목사 

주총회 총무      주총회 총회장 

http://www.nswact.uca.org.au/
mailto:adriand@nswact.uca.org.au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