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일 현장예배가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오늘부터 주일 현장예배가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주 정부 행

정지침에 따라 인원 제한이 있어서 모두 함께 모여 예배드릴 수

는 없지만, 전체 교인을 두 개 조로 나누어서 격주로 예배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두 개조는 다음과 같습니다. 1조는 ‘강경

호형제~오지영자매’이고, 2조는 ‘오현석형제~황희경자매’입니

다. 가나다순으로 세대주를 중심으로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오

늘은 1조에 해당하는 성도들이 참석을 할 수 있습니다. 

 

인원만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가지 가이드 라인이 있습니

다. 그래서 현관에서 체온계로 체온을 측정하고, 예배당 들어갈 

때와 나올 때 손소독제를 사용하고, 마스크를 착용한 채 예배드

리고, 교인들과 인사를 나눕니다. 친교 시간은 따로 없으며 직

접대면하지 않고 인사를 나누게 됩니다.  

 

여러가지 불편한 점이 있지만, 행동지침을 지키는 선에서 서둘

러서 현장예배를 정상화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3개월 혹은 

100일이면 사람의 습관이 바뀝니다. 우리는 지난 2개월 반을 

현장예배 없이 드렸습니다. 상황에 따라 그렇게 할 수 밖에 없

어서 영상예배로 하나님께 예배로 나아갔습니다. 그것도 나름

대로 의미있는 예배였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우리의 영적 게으

름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현장예배를 가능한한 빨

리 시작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교회는 예배 공동체입니다. 함께 모여 예배하며, 우리가 하나님

의 백성임을 고백하는 공동체입니다. 여전히 코로나의 두려움

은 상존하지만, 안전수칙을 지키며, 두려움을 떨쳐내고 현장예

배에 나오시는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부득불 나올 

수 없는 분들은 현장예배와 병행하는 영상예배를 통해서도 진

정과 정성으로 소홀함이 없는 예배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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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2. 오늘은 교회 창립주일(6주년) 입니다. 6년 전에 우리 한울

림교회를 있게 하시고, 지난 6년간의 걸음을 지켜주신 하나

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3. 오늘부터 현장예배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행정지

침에 따라 인원 제한이 있는 관계로 전 교인을 2개 조로 나

누어서 격주로 참석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4. 화요일 저녁 7:30에 “생명의삶” 공부가 있습니다.   

5. Covid-19 확산으로 인한 주정부의 명령에 따라 당분간 주

일예배를 Youtube를 통한 영상예배와 현장예배로 병행하

여 드리고, 새벽기도회는 오전 5시 30분 (월~토)에 Zoom

을 통한 영상예배로 드리고 있습니다. 자세한 것은 홈페이

지를 참고하시거나, 교역자에게 전화로 문의하시기 바랍니

다.  

6.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기이지만, 주님께 드리는 헌금은 잊지 

말고 드리시기 바랍니다.  우편으로 보내거나, 송금하는 두 

가지 방식을 하게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인터넷 홈페이지

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7. 5월 27일부터 예배당 건축이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예배당 

건축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고 관심 가져 주시기 바랍

니다. 또한 기도하는 마음으로 준비된 건축헌금을 주님께 

드리시기 바랍니다.   

8. 우리 교회 설교가 KRB 라디오방송(FM 87.7 토 6:30PM, 

주일6:30AM) 단비 기독교TV(토 9:00PM, 월 11:00AM), 

youtube의 한울림TV(설교와 칼럼)를 통해서 나가고 있습

니다. 전도에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

는 교회가 되기 위하여 전도에 힘쓰는 성도들이 되시기 바

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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