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COVID-19 팬데믹으로 불안과 두려움에 처한 중에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보내는 일은 

크나큰 슬픔입니다. 사랑하는 고인을 어떤 방식으로 장례를 하고 진행할지 결정하는 

것은 어려울 것입니다. 이 지침은 COVID-19 팬데믹 중 벧엘 교회 교인과 그 가족 

그리고 조의부와 협력하여 장례예배과 순서를 계획하고 진행하고자 마련한 것입니다. 

모임 및 의식에서 COVID-19 가 퍼질 위험은 다음과 같이 가장 낮은 수준에서 가장 

높은 수준까지 평가됩니다. 

위험성 가장 낮음 : 온라인 환경으로만 진행하는 의식과 모임 

위험성 다소 있음: 같은 지역(예: 지역사회, 동네, 마을, 카운티) 사람들이 모임. 같이 

살지 않는 사람들끼리는 최소 6 피트 거리를 유지하고 마스크를 착용함. 물건을 

공유하지 않음. 소규모로 실외에서 대면하는 의식 또는 모임 

교인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을때 

 

• 조의부와 교회 사무실에 연락하고 고인의 이름, 나이, 교구 이름을 알린다. 

• 조의부는 소식을 받는 즉시 구역부와 조의부 연락망을 통하여 전 교인에게 

공지한다. 



                                                                                                                             

• 조의부는 유가족과 연락하여 다음과 같은 사항을 의논하고 알린다. 

1) 실시간 장례 예배일정을 정한다. 

2) 참석인원은 직계가족, 친한 친구, 장례관계자, 예배 집례자로 한정한다. 

3) 유가족은 고인의 약력, 가족관계 그리고 고인의 일대기 사진을 정리하여 

슬라이드 쇼를 만들어 교회 예배 사무실과 조의부에게 보낸다. 

4) 유가족은 조사,조가,약력 소개 그리고 인사 말씀을 하는 담당자를 정하여 알린다. 

5) 조의부는 장례순서지를 교회 사무실과 연락하여 참석 예상인원에 맞추어 

준비한다. 

6) 영상과 음향 담당자를 확인하고 슬라이드 쇼 파일을 영상 담당자에게 전달한다. 

(예배 시간은 총 한시간 30 분이내로 함) 

 

장례 당일 준비 사항과 절차 

1) 장례 예배 영정 사진과 강단 꽃 장식 

• 영정 사진은 14x18  

•  Standing 화환, 꽃바구니 모두 강단 아래에 배치 

2) 참석 인원: 인원: 가족장으로 하고 예배 담당자와 조의부 스텝을 제외한 모든 

분은 온라인 라이브 예배를 통하여 참석합니다.  

3) 참석자 등록과 확인 방법 (개별 연락통하여 참석 리스트 작성- 조의부 부장)  

4) 고인의 동영상이나 슬라이드 사진은 2-3 일 전에 영상 담당자에게 전달합니다.     

5) 영상과 음향 담당 확인: 예배 한시간 전에 준비 합니다 

6) 온도계와 Sanitizer, 방명록, 참석 리스트 확인하고 예배후에는 완전한 방역 

처리를 조의부를 통하여 진행합니다. 

7) 코로나 19 접촉 추적 목적으로 수집된 모든 개인 정보는 개인이 동의를 하지 않은 

한 이 목적을 위해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8) 예배 후에 코로나 19 확산 위험을 높일 수 있는 음식 및 음료 제공을 하지 않도록 

권고합니다 



                                                                                                                             

                                                                        

참석자를 직계 가족과 가까운 친구 등 소수로 제한 

• 주 및 지방 당국 지침과 주 및 지방외부 아이콘 보건부 지침을 따릅니다. 

• 아픈 사람이나 가족 중 환자가 있는 사람 또는 아픈 사람과 밀접 접촉한 사람, 직접 

참석의 필요성을 평가해야 합니다. 본인과 다른 사람의 보호를 위해 권장되는 

사회적 거리두기와 마스크 착용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특히 신중해야 합니다. 

• 다른 지역이나 COVID-19 가 널리 퍼진 지역에서 오는 참석자 수를 제한합니다. 

• 전화나 온라인(실시간 또는 녹음) 등 가족과 친지가 참여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을 

모색합니다. 

• 일반적으로 COVID-19 으로 인해 중증 질환에 걸릴 위험은 나이가 많을수록 

증가합니다. 실제로 미국에서 보고된 COVID-19 관련 사망자 10 명 중 8 명은 

65 세 이상 성인이었습니다. 

연락가능한 Funeral home 리스트  

1) Lemmon Funeral Home of Dulaney Valley Inc. 

10 W Padonia Rd, Lutherville-Timonium, MD 21093 

(410) 252-6000 

 

2) Peaceful Alternatives Funeral Home 

2325 York Rd, Lutherville-Timonium, MD 21093 

(410) 252-8720 

 

3) Howell Funeral Home 

10220 Guilford Rd, Jessup, MD 20794 

(301) 604-0101 

 

4) Cremation Society of Maryland, Inc. 

Cremation Society of Maryland, Inc. 

https://www.cdc.gov/publichealthgateway/healthdirectories/healthdepartments.html
https://www.naccho.org/membership/lhd-directory


                                                                                                                             

299 Frederick Rd, Catonsville, MD 21228 

(410) 788-1800 

Gary L. Kaufman Funeral Home at Meadowridge Memorial Park                                

7250 Washington Blvd, Elkridge, MD 21075                                                         

(410)796-80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