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CDC (Centers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의 권고에 따른 코너스톤교

회 예배 및 모임 변경 안내 

사랑하는 코너스톤교회 성도님들께 알려 드립니다. 지난 3월 15일(주일) CDC(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

는 COVID-19(코로나바이러스)의 지역확산을 늦추기 위해 다음 8주간 모임을 자제할 것을 권고 했습니

다. 변동하는 상황을 감지하며 교회로써 사회적인 책임을 감당하기 위해 코너스톤교회는 ‘시카고 지역 

한인교회 협의회’의 지침에 따라 지역 교회들과 함께 COVID-19 대응방안 단계를 3단계로 조정 하오니 

성도님들의 깊은 이해와 동참을 바랍니다.  

어느 때 보다도 우리의 신앙 정체성을 점검하며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헌신에 초점을 맞추어야 하겠습

니다. 우리가 함께 지나가고 있는 이 기간이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는 위대한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코너스톤교회가 예배 드리는 공동체, 기도하는 공동체로 서로를 격려하며 함께 믿음으로 복음의 사명을 

다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1. 주일예배: 3월 22일 주일부터 현장예배는 중단하고, 영상예배로 드립니다. 단, 주일 오전 11시 예배

로 1회 드립니다. 주일예배영상 링크는 순장/순모들을 주일 오전에 전달 됩니다. 주일예배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은 [주일 영상예배 안내서]를 통해 추가적으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 EM/Youth 예배: 3월 22일 주일부터 현장 예배는 중단하고, 주일 오전 11시 영상예배로 드립니다. 

예배영상 링크는 Sagar 전도사님을 통해 자녀들에게 전달 됩니다. 

3. 주일학교 예배: 3월 22일부터 가정에서 주일 오전 10시에 영상예배로 드립니다. 이때 학부모님들은 

어린 자녀와 함께 참석하여, 자녀들이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돕습니다. 예배영상 링크는 김지선 

전도사님을 통해 부서 학부모님/자녀들에게 전달 됩니다. 

4. 새벽기도회: 교회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담임목사님의 음성메시지를 통해 “날마다 솟는 샘물’ 본문

에 따라서 각 처소에서 자율적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5. 금요찬양예배: 교회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담임목사님의 음성메시지를 통해 각 처소에서 자율적으

로 예배를 드립니다.  

6. 순모임 및 선교회: 추후 공지가 있을 때까지 잠정적으로 모임이 중단 됩니다  

7. 주중 성경공부 모임 및 양육 훈련: 추후 공지가 있을 때까지 잠정적으로 모임이 중단 됩니다 

# 주일 영상예배를 원하시는 성도님들은 가정에서 순장님들을 통해 보내드릴 Youtube 링크를 통해 스

마트폰, 컴퓨터를 이용해 드릴 수 있습니다. 예배 전에 교회에서 각 순장님/순모님을 통해 웹사이트 주

소를 보내드리면 그대로 클릭만 하시면 됩니다. 다만, 영상예배 동참 격려를 위해 순 단체 카톡방에 가

정에서 드리는 주일예배 인증샷을 올리기도 하고, 서로 격려하는 댓글들도 올렸으면 좋겠습니다. 

# 빠른 시일 안에 모든 것이 정상화되기를 기대합니다. 상황에 따라 날짜 조정이 필요할 수 있음을 알

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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