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1년 새해 목회서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

2021년 새해에도 성도님들의 가정마다 주의 은총이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지난 1월 3일 신년 첫 주일예배에 성도님들의 얼굴을 뵙게 되어 기쁘고 반가웠습니다. 그러나 
반가움도 잠시 우리는 기대했던 새해가 되자마자 코로나19 바이러스의 확산으로 우리가 사는 
방콕과 인근 지역이 태국에서 가장 위험한 지역이 되었습니다. 태국정부는 어제 총리의 서명
으로 방콕을 포함한 28개도에 8개 조항의 새로운 제한 명령을 발효시켰습니다. 또한 이보다 
먼저 방콕시는 25개 사업장에 출입을 제한하는 조치를 지난 1월 2일 발표했으며 사실상의 락 
다운에 해당하는 조치들입니다. 
태국한인교회 당회는 이러한 태국의 급박한 상황변화에 맞춰 성도들의 신앙생활에 지장을 초
래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공 예배 및 기타 모임의 여부와 방법을 어제 주일 예배 후 의논하고 
다음과 같이 결정하였습니다. 불편함이 있을 줄 알지만 넓은 마음으로 협조해 주시기를 바라
며 오히려 이번 위기가 각 목장별로 진행하는 성경일독과 100일 릴레이 금식기도에 더 전념
하는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다  음 

1. 태국 정부의 8개 새로운 제한 명령 발표에 따라 1/4(월)- 2/1(월)까지 태국한인 교회의 모
든 공 예배는 특별한 변화가 있을 때까지 비대면/대면 동시 예배로 전환하여 드리며 모든 예
배 및 모임 이후 식사교제는 하지 않습니다. 각 예배별 구체적인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주일예배 : 주일예배는 주일2부 예배 시간(오전 10시 40분)에 1회만 드리며 현장예배 참

석은 장로, 안수집사, 봉사위원 및 현장예배 참석하기를 원하는 성도로 제한합니다.
 2) 수요예배 및 새벽기도회(전주새 포함) : 예배순서 맡은 자는 현장예배에 참석하고 그 이외

의 성도는 대면/비대면으로 자유롭게 선택하여 드립니다.
 3) 목장예배는 1월 둘째 주부터 목장별로 정한 장소와 시간에 모입니다.
 4) 전 교육부서의 공예배는 비대면 예배로 전환하고 그 방법은 각 부서가 결정하며 모든 예

배 및 모임 상황을 당회에 매주 보고합니다.

2. 모든 공 예배 후 식사 교제는 1월 한 달 간 중단하며 필요시 도시락을 주문하여 필요한 성
도에게 제공합니다.

3. 1/10일 주일예배 후 공동의회는 참석하는 성도들과 함께 그대로 진행하고 신년성찬식은 
연기하며 추후 다시 결정하여 시행합니다.

4. 기타 모든 부서별 기관별 소모임 행사는 당회의 하락을 받아 진행하고 결과를 보고합니다.
* 비대면 예배로 드리는 방법은 교회 홈페이지(www.kpcth.com), YOUTUBE 채널에서 태국
한인교회를 검색, 새벽설교 단톡방에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 비대면 예배자들의 헌금방법은 온라인 뱅킹으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은행계좌 : KASIKORN BANK/KBANK 071-8-31987-0, 예금주 : 송영국/신동일/김용섭)
기명헌금일 경우, 카톡(Harry0410)이나 이메일(yonmoo16@hanmail.net)로 계좌이체 스크린
샷이나 이체증을 보내주시면 헌금봉투에 기재하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 1월 4일
태국한인교회 당회 드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