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코로나 바이러스 (COVID-19) 확진에 따른 리노한인장로교회 단계별 대응 계획 

사랑하는 리노한인장로교회 성도 여러분! 최근 예상치 못한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인하여 우리 모두는 전례 없는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3월 13일 현재 네바다 전체에서는 11명의 확진환자가 발생 했으며 우리가 살고 있는 

Washoe County 지역을 포함한 주변 지역에서는 총 3명의 확진자가 발생한 상황입니다. 이로 인해 네바다 주지사는 

네바다 전역에 비상 상태를 선포한 상황입니다. 현재로서는 확진자가 증가될 것이 예상됨으로 리노한인장로 교회 

당회에서는 다음과 같이 단계별 대응 지침을 발표합니다. 

1. Stage 1(주의 단계) 

a. 상황: 지역사회 감염자 없음 

b. 대응 

1) 주일 예배를 제외한 기타 사역 유지, 단 소그룹 모임 자제를 권면함  

2) 한국, 중국, 유럽 등 해외 여행 다녀오신 분들 적어도 2 주간(14 일) 간 자택에서 자가 격리   

3) 악수 대신 목례, 눈 인사, 본당에서 거리를 두고 앉을 것  

4) 감기 증상 있는 분들/호흡기 질환자들은 예배 참석 자제    

2. Stage 2(경계단계): 현재 우리는 2 단계에 속한 상황입니다.   

a. 상황: 교회 주변(반경 60Mile) 확진자 발생 및 지역 사회 확진자 증가시 

b. 대응 

1) Stage 1 의 대응 사항 전체를 시행 

2) 주일 예배는 정상적 진행.   

3) 주일 예배를 제외한 모든 공예배 및 소그룹 모임 취소 (구역모임, 소그룹 성경 공부, 교회에서 모이는 각종 소그룹, 

수요예배, 새벽기도회)  

4) 주일 점심 친교 중단   

5) 주일예배 참석시 마스크 착용 권면 

6) 거리 두고 앉기, 신체적 접촉 피하고 눈 인사로 대체   

7) 타지 여행 및 지역 사회 행사 참여 자제   

3. Stage 3(심각단계) 

a. 상황: 한인 사회 감염자 발생 시  & 지역 사회 확진자가 꾸준히 늘어갈 경우 

b. 대응 

1) 교회 시설 전면 출입 금지   

2) 주일 예배를 온라인 예배/가정예배로 대체   

참고 

1. 우선 3 월 31일까지 위와 같은 대응 계획을 적용합니다. 

2. 당회는 계속해서 미국질병관리본부(CDC)와 Nevada Health Department 권고 사항을 참고하여 상황을 업데이트 해서 알려 

드리겠습니다. 

3. 교우들 가운데 의심증상이 있으시면 즉시 구역장이나 담임목사에게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4. 예상치 못한 코로나 19 사태로 여러 성도님들이 비지니스와 생활의 어려움과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서로를 위해 중보기도해 

주시기 바라며 어려운 때를 믿음과 기도로 잘 이겨내며 속히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리노한인장로교회 당회 드림 



 

 

Reno Korean Presbyterian Church's Step-by-Step Response Plan for the coronavirus, 
COVID-19 

Dear brothers and sisters in Christ, 
We are facing unprecedented threats due to the recent coronavirus outbreak. As of March 13, 11 cases 
have been confirmed in Nevada, and a total of three confirmed cases have been reported in Northern 
Nevada including Washoe County. As a result, the Governor has declared a state of emergency for 
Nevada as of March 12th. As the number of confirmed persons is expected to increase at this time, the 
Reno Korean Presbyterian Church session has developed a step-by-step response guideline. Please see 
below for details. 
 

Stage 1 
a. Condition: When there are no confirmed cases in the local community 
b. Response 
1) Maintain Sunday worship service and other ministries, but small group gatherings should be limited. 
2) Those who have traveled abroad, such as Korea, China, and Europe, are required to self-quarantine 
at home for at least 2 weeks (14 days). 
3) Greet each other without handshakes or hugs, and keep the distance from each other while you are 
at church. 
4) People with cold symptoms / respiratory diseases should refrain from attending worship service. 
 

Stage 2: (We are currently in Stage 2.) 
a. Condition: When there are confirmed cases within a 60-mile radius from the church and the number 
of the confirmed cases increases 
b. Response 
1) Implement all of the Stage 1 countermeasures. 
2) Sunday worship service proceeds normally. 
3) Cancel all other church meetings/activities/services: Early morning services, Wednesday night 
services, Bible studies, all small group meetings, etc. 
4) No lunch or fellowship after Sunday service. 
5) It is recommended to wear a face mask when attending a Sunday worship service. 
6) Keep the distance and greet each other without physical contact. 
7) Refrain from traveling and attending community events. 
 

Stage 3 
a. Condition: When one or more church members are infected by coronavirus, and the number of 
confirmed cases steadily increases 
b. Response 
1) No access to church facilities 
2) Replace Sunday worship service with online/home worship service 
 
Reference 

1. The above response plan is in effect until March 31st for now. 
2. The session will continue to update the status by referring to the recommendations of the Centers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CDC) and the Nevada Health Department. 
3. If you are feeling sick, please contact your small group leader or the senior pastor immediately. 
4. In light of the coronavirus outbreak, all of us are experiencing difficulties or inconveniences in 
business and life. Please pray for each other and let us overcome these difficult times with faith and 
prayer to return to our normal lives soon. 

-Reno Korean Presbyterian Church Sessio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