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FKBC 코로나 19 관련 공지 6/26(금)] 

 

지난 6/15(월)에 우리 교회 교우들 중 코로나 19 양성 판정을 받은 분이 처음 나온 이후로  새로운 

사항이 있을 때마다  목자 카톡방을 통해 세부 사항을 알려드린 바 있습니다. 이번 주 동안에 

추가된 상황을 종합하여 알려드립니다. 

 

[양성 판정 받은 교우들] 

 A: 샬롬 마을 어머니, 6/15(월) 폐렴증세로 병원 방문후 양성 판정받고 입원 치료중, 현재 

건강 상태 양호 

 B: A 의 가족, 6/15(월) 검사 후 6/19(금)에 양성 판정, 무증상, 현재 건강 상태 양호  

 이번 주에 재검사 받고 6/26(금)에 음성 판정 

 C: 교역자, 6/11(목)에 A 어머님 심방, 6/16(화) 검사 후 6/20(토)에 양성 판정, 현재 건강 상태 

양호 

 D,E : C 의 가족, 6/20(토)에 검사 후 6/25(목)과 26(금)에 양성 판정, 현재 건강 상태 양호 

 F : 청년, 6/13(토)에 C 와 만나서 교제, 6/20(토)에 검사 후 6/23(화)에 양성 판정, 현재 건강 

상태 양호 

 

 ※ 위의 6 분 중에 C 를 제외한 5 분은 6 월부터 재개한 주일 현장 예배에 참석한 적이 없고, 병원에 

입원중이신 A 어머니를 제외한 5 분은 검사를 받은 이후부터 각 가정에서 자가 격리중에 있습니다.  

 

[A 어머니 접촉하신 분들] 

 다른 가족들, 가까이에서 간호하신 분들, 방문하신 분들은 B,C 를 제외하고는 모두 검사 

결과 음성으로 나왔습니다.  

 

[C 교역자 접촉하신 분들] 

 지난 주부터 C 교역자와 개별적으로 접촉하신 분들 중에 F 를 제외하고는 모두 검사 결과가 

음성으로 나왔고, 일부 검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6/14 주일 현장 예배 참석하신 분들] 

 6 월부터 제한적으로 오픈한 주일 현장 예배는 체온 측정, 손 소독, 2 미터 이상 충분한 거리 

두기, 마스크 착용, 예배 전후 예배 장소 및 물품 소독 등 철저한 방역/소독 수칙을 준수하며 

시행해왔습니다.  

 그러나, C 교역자가 6/14 일 주일 현장 예배에 참석했기 때문에(예배 순서를 맡지는 않음),  

혹시 모르는 상황을 고려하여 6/14 일 주일 현장 예배에 참석한 모든 분들(교역자들 포함 

27 명)에게 6/20(토)에 개별연락을 통해 코로나 19 검사를 받으시도록 했습니다.  

 대부분 검사를 받으셨고, 검사 결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6/26 일 오후 4 시 현재까지 17 명의 결과를 통보 받았고 모두 음성입니다.  

 

[기타] 

 6/14 주일 현장 예배에는 참석하지 않았지만  주중에 교회 건물을 다녀가신 분들, 가족 중에 

현장 예배 참석한 분이 있는 분 등 교인들 중에 최근에 자발적으로 검사를 받으신 10 여분 

모두 음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교회 건물 방역 소독] 

 교회에서는 성도들의 안전을 위해서 교역자들 외에 교회 건물 출입을 제한해 왔고,  지난 

6/22(월)에 전문방역업체를 통해 트레일러를 포함한 교회의 모든 건물과 교실에 

방역소독을 실시했습니다.  

 

    항간에 우리교회의 상황에 대한 잘못된 소문이 떠돌고 있고, 특정 업체와 연관된 소문으로 그 

업체가 피해를 입는 상황까지 있다고 합니다. 위의 양성판정을 받은 6 분 중에 어느 누구도 그 

업체와 아무런 연관이 없음을 밝혀드립니다. 교회에서는 모든 상황을 투명하고 신속하게 목자들을 

통해 업데이트 해드리고 있습니다. 잘못된 정보에 동요하지 마시고, 궁금하신 점이 있으면 

목자들을 통해서, 또는 교회 사무실을 통해서 정확한 정보를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양성판정을 받았던 분 중에 한분은 증상이 거의 없고 재검사 결과 음성 판정을 받으셨습니다. 

나머지 분들도 속히 온전히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해주시고, 이 분들에게 또 다른 고통과 피해가 

가중되지 않도록 각 개인에 대한 신상정보 보호에 유념해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