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로회 지원 2017
장로회에서 여러분을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돌봄, 초빙 및 단기 (제공) 목회
목회 위원회
본 위원회는 목회자가 없을 경우 새로운 목회자 초빙 혹은 단기 목회에 대한 문의사항에 답변하며 도와드립니다. 언제든지
Mrs Iris Blythe 위원장에게 0408 106733 으로 전화하시거나 irisblythe@iinet.net.au 로 이메일을 보내주십시오.
목회자에 대한 우려 사항 혹은 성도 간의 관계에 대한 우려사항에 대해서는 목회를 위한 장로회 목회자, Jenny Trewhella
목사에게 전화하거나 이메일을 보내주십시오. 연락처: 0429 899938 jennytrewhella@harbourisp.net.au. 장로회 회원은
누구든지 PRC 에 언제든지 연락하셔도 좋습니다.

교육, 훈련 및 사명
사명 전략 및 교육 위원회
본 위원회는 리더쉽, 공동체 내의 사명, 교회가 되는 새로운 길 그리고 신앙 나누기 등에 대해 목회자들 및 성도들을 위한
여러 교육 및 훈련 기회를 제공합니다.
또한 성도들이 어떤 사명을 수행하도록 하나님이 자신들을 부르시는가 그리고 이를 위해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가를
이해하도록 도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성장하는 교회 공동체로 발전하는 방법들을 모색할 수 있습니다. 본 위원회는 또한
목회자들 혹은 성도들을 위한 지속적인 지도를 주선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 관심이 있으시면 교육 및 사명을 위한 장로회 목회자에 연제든지 연락하십시오.
목사 Dr Adam McIntosh, 0414 725887 themcintoshbunch@hotmail.com 혹은
목사 Broadstock 0416 805022 rnr1@tpg.com.au

부동산 및 재정 문제
운영 부동산 및 재정 (APF)
본 부서는 성도들이 임대, 판매, 구매 혹은 건축 관련 부동산 신청을 도울 수 있습니다. 또한 판매 절차, 목사관 검사 및
양식 작성 등을 도울 수 있습니다.
APF 는 또한 장로회 혹은 대회로부터 가능한 재정지원이 무엇인지 알려드릴 수 있습니다. 이는 최대 $5000 미션
프로젝트를 위한 재정지원 혹은 프로젝트 구축 혹은 미션 지원을 위한 고용 등을 포함합니다.
이러한 도움을 원하시면 Mr Richard 위원장에게 0402 108981 로 전화 혹은 richard_d_allen@optusnet.com.au 로
이메일을 보내주시거나, 목사 Dr John Evans 에게 0407 778509 로 전화 혹은 jae1953@gmail.com 로 이메일을
보내주십시오.

문화적 사안들
저희는 문화간 소통을 위한 장로회가 되길 진정으로 원하며 다양한 문화 속의 사람들로서 우리의 삶을 나누길 원합니다!
이에 대한 사안 혹은 조언을 위해서는 언제든지 전화 혹은 이메일을 주십시오.
목사 Lavingi Tupou 0408 898216 lavingitupou@yahoo.com 혹은
목사 Juliette Tautala'aso 0456 690291 asojl@bigpond.com

포트 필립 웨스트 장로회
호주 연합교회는 호주 장로교회, 감리교회 및 회중교회가 연합하여 1977 년에 설립되었습니다. UCA 신앙에 관해
읽어보십시오.
연합교회의 전국 기관은 총회라고 합니다. 본 교회의 주립 기관은 대회라고 합니다. 연합교회의 각 주는 장로회라고 하는
영역으로 나누어집니다. 본 장로회는 멜번과 질롱의 북부 및 서부의 대부분을 담당합니다. 저희 웹사이트 에서 포트 필립
웨스트 장로회에 대해 더 읽어 보십시오.
본 장로회는 성도들 및 기타 지역 내 목회 장소들을 돌보며 목회 지도와 교육, 미션, 문화적 사안과 부동산 및 재정에 관한
도움을 제공합니다.
아래 그림은 장로회의 업무 구조를 나타냅니다. 이들 위원회가 여러분을 도울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는 다음 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장로회 회의
장로회 회의는 모든 성도들 중 일부가 함께 모여
삶과 생각을 나누고 결정을 하는 곳입니다.
매년 4 번 가량 모입니다.

미션 전략 및 교육
위원회 그리고 문화
위원회

운영 부동산 및
재정 위원회

상임위원회
장로회 회의 사이에 장로회
결정을 하는 선출단.

목회 위원회

장로회 전략 2021
포트 필립 웨스트 장로회의 삶과 미션은 교회 재건 2021 이라고 불리는 전략으로 안내됩니다.
전체 내용은 플랜을 읽어 보십시오.

비전
그리스도의 영을 통해:
포트 필립 웨스트 장로회가 점차로 생동감이 넘치고 다양하며 상황에 맞고 제자를 키우는 공동체의 네트워크가 되어
하나님의 미션의 경이로움에 참여하고 이를 증거한다.’

세가지 전략:
1. 그리스도를 따르기
이는 믿음을 나누고 새로운 제자들을 돌보며 미션 계획과 교회 갱신의 방법을 구축하여 교회의 일부가 아닌 다른
사람들을 위해 일하는 것입니다.
2. 다양성 안에서 협력
이는 함께 협력하여 여러 문화가 공존하는 장로회가 되어 모든 방면에서 함께 일하고 다양한 문화 배경의 청소년
지도자들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이는 또한 장로회로서 협력하여 개선을 하고 대회 (Synod)와 더욱 긴밀하게
협력하는 것입니다.
3. 리더쉽과 배움
이는 우리의 미션 경험담과 교회의 다양한 면을 나누는 것입니다. 이는 또한 리더들을 양육하는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