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일 예배 차량운행

오실때
이스트우드 방면 에핑 RSL 건너편 11:00, 이스트우드 매표소 11:05
스트라스필드 방면 스트라스필드 Kiss & Ride 11:15, 13:30 (대학청년부)
리드컴 방면 리드컴 역 (중앙식품 방면 Railway St. Pick up) 11:15, 11:40, 13:45 (대학청년부)
Weeroona Rd 셔틀버스 예배 전 11:30-12:00

귀가차량
이스트우드 방면 14:00
스트라스필드 방면 14:00, 17:40 (대학청년부)
리드컴 방면 14:00, 17:40 (대학청년부)

*교회버스 전용 주차구역은 주차를 하실 수 없습니다.

이번주                                                                                
헌금위원: 윤남수 집사, 김규영 집사    식사봉사: 소망 3순 (순장: 윤상민)               주차봉사: 믿음 2순 (순장: 이성택)

다음주
헌금위원: 이광희 집사, 김나양 집사    식사봉사: 온유 1순  (순장: 고종원)               주차봉사: 믿음 3순 (순장: 손영모)

주일 예배 봉사 & 주차봉사

1. 환영합니다 시드니 온누리교회에 처음 출석하신 여러분 모두를 환영합니다.
예배 후 새가족 위원의 안내를 받으신 후 목사님과 교제하시기 바랍니다.

2. 주차안내 교회 뒷편 Sussex Street, Baret Street, Brooks Circuit 은 주차 금지구역입니다.
(Weeroona Rd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3. 성찬식 오늘은 성찬주일 입니다.

4. 교사대학 수료 차세대 신입교사대학 수료식이 1부예배 때 진행됩니다.
수료자: 홍의왕 류지상 정기원 양희주 최진주 심조은 심사랑 김영효 최익제 송수옥

5. 수험생 기도 HSC시험을 앞두고 있는 12학년 자녀들과 부모님들을 위해 축복기도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일시: 10월 14일 주일 2부예배

6. 리더십 회의 10월 14일 (주일) 리더십 회의가 있습니다. 오후 2시 엘림홀

7. 꿈땅 FunDay
   

꿈땅 친구초청 전도잔치, "아주 신나는날 (FunDay)" 가 진행됩니다.
일시: 10월 14일 (주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2시까지   장소: Botanica Park
*많은 관심과 기도 부탁드립니다.

8. GS 놀이터 행사

" 하나님께서 만드신 아름다운 세상" 이라는 주제로 GS놀이터 행사가 있습니다.
일시: 10월 20일 (토) 오전 10시 30분 부터 오후 1시까지, GS 홀
문의:  강인희 팀장: 0402 851 926
*많은 관심과 기도 부탁드립니다.

9. 진행중인 교육
     프로그램

일대일 양육자반: 8월 12일 (주일) - 11월 27일 (화) 16주 과정
OBC 과정: 9월 2일 (주일) - 10월 21일 (주일) 8주 과정

판매합니다

10월 생명의 삶 ($6)
도서: 그리스도께서 내안에 내가 그리스도 안에, 믿는다는것, 내 눈에는 희망만 보였다,
그래도 소망, 만나지 않으면 변하지 않는다, 선하고 아름다운 삶을 위하여, 고통을 답하다, 
헤아려 본 슬픔, 하나님을 아는 지식.
성경: 우리말 성경 (대/중/소), 한영성경 ( 우리말/NIV, 개역개정/NIV, 개역개정/ESV) 
양육 교재: 일대일 제자 양육 (한, 영), 양육자 지침서, 일대일 나눔 핸드북 
찬양 CD - 온누리 화요성령집회 홀리임팩트, 제이어스워십, 예수전도단의 처음과 나중 외

담당목사 전 현 규

18 Main Ave. Lidcombe 2141
Tel: (02) 9649 1180 / 0431186487
http://syd.onnuri.org

시드니 주일예배

주일예배어린이

1부 인도자 유동우 목사
2부 인도자 유동우 목사

수요예배 19:30/본   당
새벽예배(화 - 금) 05:20/비전홀

Good Soil (영아부)
주일 12:00 / GS홀

담당: 안지현 전도사

예수님의 꿈아이 (유치부)
주일 12:00 / 미션홀
담당: 안지현 전도사

꿈이 자라는 땅 (초등부)
주일 12:00 / 엘림홀
담당: 하보라 전도사

Power Wave (중고등부)
주일 12:00 / 비전홀

담당: 신기원 전도사, 정결 전도사

Awakening Spirit Community
주일 14:30 / 본당
담당: 유정훈 목사

Heartbeat Church
Sunday 14:30 / Vision Hall

Rev. Joshua Choi

예배시간 1부 09:30  ………………………………………………………전현규 목사

2부 12:00  ………………………………………………………전현규 목사

AS  14:30 ………………………………………………………유정훈 목사

2018년 10월 7일 / 제16권 40호

시드니 온누리 Acts29 소식

*헌금은 들어오시면서 미리 헌금함에 넣어 주십시오

*다음주 대표기도: 홍관희 장로

•찬 양 …………………………………………………………………………………………다함께

•기 도 ……………………………………………………………………………… 이광철  장로                                                                                                  

•성  가     

•말  씀

•봉헌찬송 ………………………………………………………………………………………다함께

•헌금기도 ………………………………………………………………………………………인도자

•축  도 ……………………………………………………………………………………인도자

1부 온땅이여          주찬양 성가대 

2부 시편 23편 주사랑 성가대

축복/ 은혜의 주님이 (다함께)

 사람의 종에서 하나님의 종으로 10

1부 축복과 저주사이에서 전현규 목사 
 수 8:30-35
                       사람의 종에서 하나님의 종으로 10

2부 축복과 저주사이에서  전현규 목사
 수 8:30-35

AS                             나를 아시는 하나님                     하보라 전도사
 롬 8:15-18

주 은혜임을

주일예배성인

주일예배청소년

주일예배청년

ServiceEM

주중예배성인

금요예배대학부

Bridge12+ Community
금요일 19:30 / 비전홀

담당: 신기원 전도사, 정결 전도사



    피지(Fiji)  나시가와 비전 칼리지 

    인도네시아(Indonesia) 롬복

선교 후원기관 및 선교사

주중 프로그램 안내

지난주 등록 하신 분들

새가족 등록 과정

교회를 섬기는 이들

1. 예배를 위해
•매 주일 드려지는 예배가 하나님을 경험하는 살아있는 예배 될 수 있도록
•매 주일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삶을 결단하는 예배 될 수 있도록
•예배를 돕고 섬기는 봉사자들이 주를 섬기는 마음으로 성도를 섬기며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도록

2. 양육, 사역, 선교를 위해
•순모임과 각종 양육 프로그램들을 통해 교회가 함께 하나님을 알아가고 영적성장을 할 수 있도록
•차세대 교육부서들을 통해 자녀들이 영적지혜와 분별력이 충만한 영적 리더로 성장할 수 있도록
•모든 사역이 영혼을 구원하는 것에 쓰임받고, 복음을 전하는 선교적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3. 공동체와 교회를 위해
•몸과 마음이 아픈 성도들이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세상 속에서 지친 영혼들이 예수님 안에서 참된 평안을 경험하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시드니와 열방에 교회와 제자를 세우는 사도행전적 교회 될 수 있도록

중보기도 제목

구  분 과  목 장  소 담  당

첫째주 목회 철학과 Acts29 비전 Office / GS 홀 전현규 목사

둘째주 창조주 하나님 샘 홀 유동우 목사

셋째주 일대일 양육과 큐티 소개 샘 홀 유동우 목사 

넷째주 큐티의 나눔과 양육 체계 샘 홀 유동우 목사

말  씀  노   트

순 모임  각 순별 각 순

수요 저녁예배 매 주 수요일 저녁 7시 30분 본당

수요 저녁 중보기도회 매 주 수요일 저녁 7시 엘림 홀

주일 중보기도회 매 주일 오전 10시 50분 미션 홀

사라 권사 중보기도회 매 달 1, 3주 목요일 오전 11시 엘림 홀

한나 권사 중보기도회 매 달 2, 4주 토요일 오전 6시 GS 홀

순장 교육 매 주 수요일 저녁 9시 엘림 홀

담당목사 전현규  부목사 유정훈 유동우   전임전도사 신기원   EM 담당목사 최영진

시무장로 백 학 이광철 홍관희 사역장로 강희윤 김경덕 김용석 남 영 박이훈 임병옥

교육전도사 안지현 하보라 정결 성가사 조요셉 정현경  행정간사 강진영 

협력선교사 조남건(피지) 이석희(인도네시아)

구  분 성  명 공동체
18052 권은진 믿음 1순
18053 쇼오키그리하라 믿음 1순
18054
18055

구  분 성  명 공동체
18056
18057
18058
18059

금주 새가족반

1부 예배 후 첫째주 / 교회 안내 (1부)

2부 예배 후 첫째주 / 교회 안내 (2부)

2부 예배 후 둘째주 / 창조주 하나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