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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se Safety Protocols, adopted by resolution of the Session of Bethel Church on October 28, 2021 shall 
take effect immediately for the Christian Education Department of the Church.  These Safety Protocols 
are subject to change by further resolution of the Session in view of changing community health 
conditions and directives of governing authorities.   

A. General 

1. Vaccination - Full COVID Vaccination required for all CE staff (pastors/teachers/ volunteers), 
except in the case of medical exemption requiring weekly proof of negative COVID testing. 

2. Masks - All CE staff, students ages 2 and up, and any accompanying family members shall 
properly wear masks at all times while in CE areas (chapels, classrooms, hallways). 

B. At Home Before (coming to Church) 

1. Perform symptom check on student EVERY SUNDAY morning before leaving home for Church.  If 

student must stay home as a precaution, join livestream CE worship online.  Same for any other 

day before leaving home for CE program at Church. 

2. Students should stay home, if they exhibit any of the following symptoms: 

 Newly onset cough or shortness of breath  

 Fever greater than 100.4 oF or chills within the past 24 hours 

 Fatigue  

 Muscle or body aches  

 Headache  

 New loss of taste or smell  

 Sore throat  

 Congestion or runny nose  

 Nausea or vomiting  

 Diarrhea 

 Exposure to an individual that tested positive for COVID-19 or is exhibiting COVID-19-like 
illness in the past 10 days 

C. At Church for CE Program 

1. Check In 

a. Everyone undergoes temperature check at building entrance.  Anyone exhibiting fever 
greater than 100.4 oF immediately exits building and returns home. 

b. Upon initial arrival at classroom or chapel, student and any accompanying family member(s) 
submit to further temperature check, if CE staff requests.  Anyone exhibiting fever greater 
than 100.4 oF immediately exits building and returns home. 

c. Upon initial arrival at designated classroom, chapel, or designated check in area, student or 
parent/guardian (for YCM & BECM) signs in, providing at least the following information: 

 Full name of student 

 Full name of a parent/guardian for YCM & BECM 

 Contact info of student (cell phone no. & email address) 

 Contact info of parent/guardian for YCM & BECM (cell phone no. & email addr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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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During CE 

a. CE staff takes care to spread students out as much as possible in classroom or chapel. 

b. Students may bring and fill own drinking water container at water fountain.  Limited supply 
of bottled water kept on hand by CE staff for emergency use.  Limited snack time as needed 
for youngest of CE groups.  Otherwise, no food or drink served during CE, except for pre-
planned and announced special events.   

c. If a student becomes ill during CE program and is determined by CE staff to exhibit any 
symptom listed in section B.2, the student is immediately escorted to a designated Health 
Room, and parent or guardian is contacted. 

 Subject to further change, the church office reception area is currently designated as the 
Health Room. 

 Health Room to be overseen by volunteer church member(s) who works in health care 
field. 

 If contacted by CE staff for symptomatic student, the parent/guardian immediately picks 
student up from Health Room and takes home. 

3. Following CE 

a. CE staff to wipe down table and chair surfaces as needed. 

b. CE staff to take disinfection measures, as prescribed by BOT. 

c. Church shall periodically have facilities professionally cleaned using protocols recommended 
by the Centers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CDC). 

D. At Home After (returning from Church) 

1. If a student, a parent/guardian, or other family member who accompanied the student to Church 
tests positive for COVID-19, they shall notify the student’s pastor or Church office (410-461-1235) 
as soon as possible.  If any CE staff member who served at Church tests positive for COVID-19, 
they shall notify a member of the Church pastoral staff or Church office as soon as possible. 

2. The individual who tested positive for COVID-19 shall then isolate for a minimum of 10 days; and 
must be fever-free for 24 hours without use of fever-reducing medication and have consistent 
improvement of symptoms before returning to Church or joining in any CE activities in person. 

3. CE staff assigned to the student shall promptly contact all who signed in at CE during the 
preceding Sunday, using contact info provided on sign in sheet. 

a. CE staff shall inform contacts that an individual physically present at CE the preceding Sunday 
has tested positive for COVID-19, and they should take the necessary precautions consistent 
with CDC Guidance, including getting tested themselves. 

b. For privacy reasons, CE staff shall endeavor to keep from disclosing identifying information 
on the individual who tested positive. 

E. At All Times 

1. Continually observe CDC Guidance – https://www.cdc.gov/coronavirus/2019-
ncov/communication/guidance.html. 

2. Wash hands frequently; avoid touching eyes, nose, or mouth. 

3. Pray for God’s care and protection. 

https://www.cdc.gov/coronavirus/2019-ncov/communication/guidance.html
https://www.cdc.gov/coronavirus/2019-ncov/communication/guidance.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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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년 10 월 28 일 벧엘교회 당회의 결의로 채택된 이 안전 수칙은 교회의 주일학교 부서 (Christian 

Education Department-이하 “CE”로 칭함)에서  즉시 발효됩니다. 이 안전수칙은 지역 사회 건강 상태의 

변화와 관할 당국의 지시를 고려하여 당회의 추가 결의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A. 일반적 

1. 예방접종 – 모든 CE 스탭들 (목회자/교사/자원봉사자)은 COVID 백신접종을 완료해야 합니다. 단, 

의료 면제의 경우에는 COVID 검사 음성 판정 결과를 매주 제출해야 합니다.    

2. 마스크- 모든 CE 스탭들, 2 세이상의 학생들, 동반 가족들은  CE 공간 (예배실, 교실, 복도)에서 항상 

마스크를 올바르게 착용해야 합니다. 

B. 교회에 오기전 집에서 

1.  매주 주일 아침 교회로 떠나기 전에 집에서증상체크를 수행하십시오. 만약, 학생이 예방 조치로 

집에 있게 될 경우, 온라인으로 생중계되는 CE  예배에 참여하십시오. 다른 날에 있는 CE 

프로그램을 참여하기위해 집에서 떠나기전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2. 아래의 증상들 중 하나라도 나타나는 학생은 집에 머물려야 합니다: 

 새로 시작된 기침 또는 숨가쁨 

 지난 24 시간 이내의 100.4 oF 이상의 발열 또는 오한 

 피로 

 근육통 또는 몸살 

 두통 

 새로운 미각 또는 후각 상실  

 인후염 

 코막힘 또는 콧물 

 메스꺼움 또는 구토 

 설사 

 지난 10 일 이내에 COVID-19 양성 판정을 받은 사람에게 노출되었거나  COVID-19 유사 

질병을 보이는 경우  

C. CE 프로그램 중 교회에서  

1. 체크인 

a. 모든 사람은 건물 입구에서 체온 체크를 받아야 합니다. 100.4 oF 이상의 발열이 나타나는 

사람은  바로 건물을 나가서 집으로 돌아갑니다. 

b. 교실이나 예배실에 처음 도착 했을때, 학생과 동반 가족은 CE 스탭이 요청할 경우 추가 체온 

체크를 받아야 합니다. 100.4 oF 이상의 발열이  나타나는 사람은 바로 건물을 나가서 집으로 

돌아갑니다. 

c. 교실이나 예배실  또는 지정된 체크인 장소에 처음 도착 했을때, 학생 또는 동반 부모/보호자는 

(유치/유년부의 경우) 다음의 최소한의 정보를 제공하여 도착 서명 (signs in )을 합니다: 

 학생 성명  

 부모/보호자 성명 (유치/유년부) 

 학생 연락처 (휴대폰 번호 & 이메일 주소) 

 부모/보호자 연락처 (유치/유년부) (휴대폰 번호 & 이메일 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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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CE 프로그램 중 

a. CE 스탭은 교실이나 예배실에서 학생들을 최대한 넓혀서 앉게 하도록 주의를 기울입니다.  

b. 학생들은 물을 가져오거나 물통을 가져와서 분수대(water fountain)에서 채울 수 있습니다. CE 

스탭은 비상시 사용을 위해 제한된 분량의 생수를 가지고 있게 됩니다.  필요한 경우 가장 어린 

CE 그룹에게 제한된 간식 시간이 있습니다. 그 이외에는, CE 프로그램 중 음식이나 음료수가 

제공되지 않습니다 (사전에 계획되고 발표한 특별한 경우 제외).   

c. 학생이 CE 프로그램 중에 아프거나 B.2 섹션에 나열된 증상들을 보이는 것으로 CE 스탭이 

판단할 경우 학생은 즉시 지정된 보건실 (Health Room)로 안내되고 보호자에게 연락 합니다. 

 추후에 변경될 수 있으며, 현재 교회 사무실 접수 공간(church office reception area)이 

보건실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보건실은 건강관리 분야에서 종사하는 교회의 자원 봉사 교인들에 의해 관리됩니다. 

 CE 스탭이 증상이 있는 학생에 대해 연락할 경우, 부모님/보호자가 즉시 학생을 

보건실에서 데리고 집으로 갑니다.  

3. CE 프로그램 후 

a. CE 스텝이 필요에 따라 테이블과 의자 표면을 닦습니다. 

b. CE 스탭은 이사회(BOT)에서 규정한대로 소독 조치를 취합니다. 

c. 교회는 질병 통제 예방 센터(CDC)가 권장하는 수칙들을 따라 시설들을 정기적으로 전문적으로 

청소합니다.  

D. 교회에서 돌아온 후 집에서  

1. 학생, 부모/보호자, 또는 학생을 데리고  교회에 갔던 다른 가족 구성원이 COVID-19   양성 판정  

검사 결과가 나온 경우에는, 학생의 목회자 또는 교회 사무실 (410-461-1235)에 가능한 빨리 알려야 

합니다. 만약, 교회에서 봉사한 CE 스탭이  COVID-19   양성 판정 검사 결과가 나온 경우에는  목회실 

스탭이나 교회 사무실에 가능한 빨리 알려야 합니다. 

2. COVID-19   양성 검사 결과를  받은 사람은 최소 10 일 동안 격리해야 합니다. 해열제를 사용하지 

않고 24 시간동안 발열이 없어야 하며, 교회에 다시 오거나 CE 활동에 대면 참석을 하기 전에 

증상이 지속적으로 개선되어야 합니다. 

3. 학생을 담당하는 CE   스탭 은 도착 서명 서류 (sign in sheet )에 사인한 모든 사람들에게 제공된 

연락처 정보를 사용하여 다음 주일 CE 예배 이전에 신속하게 연락을 합니다.  

a. CE 스탭은 연락처 있는 사람들에게 이전 주일 CE 대면 프로그램에 참석한  사람이 COVID-19 의 

양성 검사 결과가 나왔음을 알리고,  스스로 검사를 받는 것을 포함하여 CDC 지침에 따라 

필요한 예방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b. 개인 정보 보호를 위해, CE 스탭은 양성 판정을 받은 사람의 개인 정보를 공개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E. 항상 

1. CDC 지침을 지속적으로 준수하십시오– https://www.cdc.gov/coronavirus/2019-
ncov/communication/guidance.html. 

2. 손을 자주 씻고 눈과 코와 입을 만지지 마십시오. 

3. 하나님의 보살핌과 보호를 위해 기도하십시오. 

https://www.cdc.gov/coronavirus/2019-ncov/communication/guidance.html
https://www.cdc.gov/coronavirus/2019-ncov/communication/guidance.html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