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저지초대교회

현장예배 안내
오픈 : 7/5(주일) 1-3부 예배, 놀우드 본관

1-2부  한어예배  |  3부  영어예배, 열린예배(교육관)

온라인 신청시 유의사항 

• 교인번호, 등록된 이름, 전화번호를 넣어서 신청해 주시면 좌석배치는 주일 본관 로비 예배부

  데스크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QR코드는 발송하지 않습니다.) 

• 반드시 사전 등록하신 예배시간에 참석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성도님들의 안전과 보호를 위해 뉴저지초대교회 등록교인만 현장예배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뉴저지초대교회는 주정부의 현장예배 규정에 따라 7월 5일(주일)부터 본당을 오픈합니다.

코로나 확산 방지를 위해 현장예배는 방역 당국의 지침을 준수함으로 모든 성도님들의 

현장예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최대한 온라인 예배에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현장예배에 참여하시고자 하는 분들은 다음 사항을 참조바랍니다.

현장예배 참석대상

• 장년부, 청년부 (중등부 이상의 자녀는 가족과 함께 참석하실 수 있습니다.)

  *교회학교는 공립학교 개학하는 일정에 따라 단계적으로 오픈하게 됩니다. 

   추후 공지가 있을 때까지 온라인 예배로만 계속 드리게 됩니다.

개인보호 장비 착용(마스크, 장갑)

감염 전파 방지를 위해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의 권고사항에 따라 마스크 미착용 시 출입을 하실 수 없습니다. 

발열검사 및 손 소독

본관 입장 전 발열검사를 통해 체온 체크 및 손 소독을 하게 되며,

정상수치보다 높을 경우 입장하실 수 없습니다. 

본당 좌석배정 및 공간사용

교인확인을 하신 후, 좌석표를 받아 지정된 좌석으로 이동합니다.

예배는 지정된 좌석에서만 드리실 수 있습니다.

• 본당 좌석은 사회적 안전거리인 6피트 간격으로 배치되어 있습니다.

• 사회적 거리 유지를 위해 본당 안에서는 모두 6피트 간격을 유지합니다.  

• 본당 이외의 다른 공간은 사용하실 수 없으며, 화장실 사용도 제한됩니다.

• 가능한 한 건물 내에 비치된 물품들을 만지지 마시길 바랍니다. 

• 예배 중 갑작스런 기침 및 발열 등 이상현상이 발생할 경우, 

  즉시 격리실(체육관)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보 및 헌금

주보는 계속해서 온라인 주보를 사용하며, 프린트하여 배부하지 않습니다. 

헌금은 좌석에 비치된 헌금봉투를 사용하시어 예배 마치고 나오실 때 출구에 비치된 

헌금함에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온라인으로도 계속 헌금하실 수 있습니다. 

예배 후

예배를 마치시면, 지정된 출구로 사회적 거리를 두고 곧바로 퇴실합니다. 

방역지침의 준수를 위해 예배 드리신 분들이 모두 나가신 후 본당 및 화장실 방역을 한 후 

그 다음 예배에 참여하실 분들이 본당으로 들어오시게 됩니다. 

(방역 중에는 본관 전체를 사용하실 수 없습니다.)

감염을 막기 위해 아래 조건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자가격리를 하시고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 최근 14일 이내 본인이나 가족이 해외에 다녀오신 분 

• 최근 14일 이내 확진자와 직, 간접으로 접촉하신 분 

• 발열 37.5C/99.5F 이상, 기침, 호흡곤란 등 유사 증상이 있으신 분 

• 위 조건에 있는 자의 동거 가족인 경우 

• 고위험군에 해당되는 분 

  (고령층, 임산부, 기저질환이 있는 분, 코로나 환자를 직접 치료하는 의료진)

6ft.

01

02

03

04

05

주차장에서부터 본관 입장절차 시 개인간 사회적 안전거리 6피트를 반드시 유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례를 기다리실 때 본관 바닥의 6피트 표시선을 잘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장예배 입장절차

홈페이지 온라인 사전등록

주일예배는 온라인예배와 현장예배로 동시에 진행됩니다.

현장예배에 참여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온라인 등록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등록마감은 금요일 자정입니다.)

한국어    ENGLISH

>> 사전등록 페이지로 이동하기

https://njchodae.org/wp-content/uploads/2020/06/%ED%98%84%EC%9E%A5%EC%98%88%EB%B0%B0%EC%95%88%EB%82%B4%EB%AC%B8.pdf
https://njchodae.org/wp-content/uploads/2020/06/%ED%98%84%EC%9E%A5%EC%98%88%EB%B0%B0%EC%95%88%EB%82%B4%EB%AC%B8_english.pdf
https://njchodae.org/wp-content/uploads/2020/06/%ED%98%84%EC%9E%A5%EC%98%88%EB%B0%B0%EC%95%88%EB%82%B4%EB%AC%B8_english.pdf
https://njchodae.org/wp-content/uploads/2020/06/%ED%98%84%EC%9E%A5%EC%98%88%EB%B0%B0%EC%95%88%EB%82%B4%EB%AC%B8.pdf
https://njchodae.org/worship_service_registration/
https://njchodae.org/wp-content/uploads/2020/07/%ED%98%84%EC%9E%A5%EC%98%88%EB%B0%B0%EC%95%88%EB%82%B4%EB%AC%B8.pdf
https://njchodae.org/wp-content/uploads/2020/07/%ED%98%84%EC%9E%A5%EC%98%88%EB%B0%B0%EC%95%88%EB%82%B4%EB%AC%B8_english.pdf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