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1.  오늘 처음 저희 교회를 방문해 주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모임이 끝난 후에 점심 식사가 준비되어 있으

니 참석하셔서 함께 나누시고 돌아가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방문해주신 분들을 위하여 특별석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2. 새교우 프로그램: 오늘 점심 식사 후 1시 30분부터 교육관 부엌 옆방에서 모입니다. 

3. 교회광고: 우리 교회의 광고가 크리스챤 리뷰지에 매달 올라가고 있습니다. 1월부터는 김경민 목사의 칼럼도 함께 

올라갈 예정입니다. 교회를 찾고 계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4. 교회 피크닉 및 High Tea: 지난 월요일과 어제 교회 피크닉과 High Tea 행사가 있었습니다. 준비와 진행, 마무리 등

을 위하여 수고해 주신 모든 교우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5. <사역동역자>로 초대합니다: 우리 교회에서 손님이나 관객이 아닌 사역의 주체로 헌신하실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며, 우리 교회의 복음 사역에 헌신하시겠다는 분명한 의지가 있으신 분들이면 누구나 

사역동역자가 되실 수 있습니다. 오는 11월 6일 주일 식탁 교제 후에 새 사역동역자 오리엔테이션 및 환영의 자리를 

가질 예정이오니 원하시는 분들께서는 주보에 첨부된 신청서를 작성하셔서 헌금함에 넣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6. HSC 시험: 대학 진학을 위한 HSC 시험이 이번 주 목요일부터 시작됩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총 7명의 학생들이 시험

을 치릅니다: Jana Choi (최보현), Rachel Kim (최선희), Ben Sung (성우종), Christian Kim (김경민), Luke Kim 

(김진호), Johhny Qian, Collin Yin. 모든 학생들이 건강하게 시험을 잘 치르도록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7. 운영위원회: 2016년 한해동안 수고하신 운영위원 여러분들의 임기가 어제 토요일 만료되었습니다. 수고하신 윤형

진, 배균, 이성기, 강성호, 박미경, 백진주, 배순영 교우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교회은행계좌로 직접 헌금하는 방법 

ANZ Bank   BSB: 012-401    Acc. No.: 191252963 

Acc. Name: Anglican Parish of Enfield & Strathfield 

Description 난에 ‘1130’이라고 기재하셔야 합니다. 

♣ 교회소식과 기도제목 ♣ 

교회 연락처 및 웹싸이트 

김경민목사: (모바일) 0410 642 270 

 (이메일) kevin@fields.org.au 

교회웹싸이트:www.andys.org.au/www.fields.org.au  

♣ 봉사하실 교우님들 ♣ 

<10월 9일> 고린도후서 12:14-13:13 <10월 16일> 요한일서 1:1-4 <10월 23일> 요한일서 1:5-2:6  

<10월 30일> 요한일서 2:7-17 <11월  6일>  요한일서 2:18-27 <11월  13일>  요한일서 2:28-3:10 

10월 9일 일 운영위원회 선거 

 9일 일 새교우프로그램 2 

 10일 월 성공회 교단 총회 (18일까지) 

♣ 알아두면 도움될 날짜들 ♣ 

날짜 안내 사회 기도 성경봉독 부엌 봉사   
10월 9일    박종화 서은주 신정호 박종화 김현철 고금녀 3조: 박종화, 신관수, 김우진, 박석원, 임성권, 이제성, 박기원 

10월16일    박종화 서은주 정근무 이록주 박광영 김수영 합창: 전길홍, 이중국, 배 균, 이성기, 최보현, 김영수 

10월23일    박종화 서은주 임성권 이제성 박기원 이수경 4조: 이형구, 원용석, 김현철, 최현배, 최 현, 박성찬 

10월30일    박종화 서은주 김흥섭 임선희 박석원 최에스더 5조: 송선묵, 최수호, 김흥섭, 정성우, 김성휘, 김기수 

11월 6일    조용훈 윤상원 정근무 임성권 박성찬 최선영 1조: 조용훈, 박정우, 이상후, 박관영, 권오승, 김성훈 

♣ 설교 계획표 ♣ 

♣ 교우동정 ♣  

 13일 목 HSC 시작 

 13일 목 핵심주제 연구반 5 

 16일 일 새교우 프로그램 3 

 

호주 앵글리칸교회 

시드니 교구 

 

세인트 앤드류스 교회 

 

37 Swan Avenue 
STRATHFIELD NSW 2135 

☎ 9706-7517 

모임시간 안내 

주일 오전 9시 

(영어) 

St. Andrew’s 교회 

주일 오전 9시 30분 

(영어) 

St. Thomas’ 교회 

주일오전 11시 30분 

(한국어) 

St. Andrew’s 교회 

주일오전 11시 30분 

(Spark-중고등부) 

St. Thomas’ 교회 

주일 오후 4시 

(대학생 회중-영어) 

St. Andrew’s 교회 

다문화 회중 

어린이 교회  

 한국어 회중 

어린이교회 및 학생부  

  

주후 2016년 10월 9일 

오늘의 모임 순서 

   사회: 신정호 전도사 

   반주: 서혜영, 김영수, 장재용 교우 

(*표는 일어서서) 찬양 인도: 서미경, 김소영, 최보현 교우 

 

 

환영합니다 

오늘 처음 우리 교회를 찾아주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주일 모임 직후에 교육관에서 갖는 『식

탁 교제』에 참석하셔서 보다 친밀한 만남을 나누시도록 권해드립니다. 또한, 매달 3째 주일 목사관에서 있는 

새교우 환영의 자리에 초대합니다. 

찬송 (11시 25분부터)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주님 (38)  

 나의 생명 되신 주 (찬송가 380) 

교회소식 

공동기도 박종화 교우 

성경봉독 이사야서 40:18-31 (고금녀 교우) 

 고린도후서 12:14-13:13 (김현철 교우) 

합창단 특송 주의 길로 인도 하소서 

설교  사랑과 평강의 하나님 

 (김 경민 목사) 

폐회찬송* 나의 영혼이 잠잠히 (32) 

폐회기도* 



사랑과 평강의 하나님 

고린도후서 12:14-13:13 

 

1. 교회에서 겪는 불편한 현실 

 

a) 상처, 다툼, 분열, 비방, 거만함 

 

 

 

 

b) 고린도 교회와 바울 사도의 불편한 관계 

 

 

 

 

2. 바울 사도의 마음과 생각 

 

a) 내가 구하는 것은 (12:14-15) 

 

 

 

 

 

b) 너희를 세워주기 위함이라 (12:16-19; 13:7-10) 

 

 

 

 

 

c) 염려 (12:20-21) 

 

 

 

 

 

설교 요약지 

(설교 내용을 메모하시는데 사용하도록 권해드립니다) 

 

d)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능력 (13:1-4) 

 

 

 

 

 

3. 사랑과 평강의 길 

 

a) 세워주기 

 

 

 

 

 

b) 자기 점검 (13:5-6) 

 

 

 

 

 

 

c) 은혜, 사랑, 교제 (13-11-13) 

 

 

 

 

설교를 들은 후에 

내가 감사 해야할 점: 

 

 

내가 새로 깨달은 점: 

 

 

내가 회개 해야할 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