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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 헌금 소개 

정부가 교회 모임을 금지함에 따라, 많은 성도들은 교회에 헌금을 하기 위해  온라인 
뱅킹으로 송금을 하거나, 은행에 가서 혹은 웨스트팩 ATM 기계에 직접 예금을 하셔야 
합니다. 이 여기에 안내해 드리는 절차에 맞추어 헌금을 보내시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시간을 내어 이 문서를 정독해 주시길 바랍니다. 질문이 있으면 해당 
지역의 봉사하는 형제와 교통하여 도움을 요청하시면 방법을 찾아드릴 것입니다. 

방법 

1) 온라인 뱅킹으로 헌금 (2019 년 7 월부터 은행 정보가 바뀌었음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Local Church in Sydney Ltd (받는이 계좌명)에는 3 개의 은행계좌번호가 
있습니다. 헌금하시는 목적에 따라 합당한 계좌에 입급하셔야 합니다. 보내시는 

분의 이름을 reference에 넣지 않습니다. 
 
a) 일반 헌금과 전시간 봉사자 헌금계좌 (BSB: 032-282; Account No.: 39-3418) 

• 목적 - 일반 헌금, 전시간 봉사자, 그리고 각종 집회들과 훈련을 위한 
비용들을 위한 헌금 

• 방법 - 온라인 뱅킹을 하실때 설명을 적는 란에 영어로 본인이 속한 지역-
목적을 다음과 같이 적으시면 됩니다. E.g. Ryde – FT 
 

일반 헌금과 전시간 봉사자를 위한 헌금 표기어 

General Offerings GEN 

Full Time Support FT 

 
b) 건축헌금 계좌 (BSB: 032-282; Account No.: 39-3426) 

• 목적 - 교회 건축에 관련된 헌금 
• 방법 – 헌금하시는 성도가 속한 지역만 표기하시면 됩니다. E.g. Randwick. 

 
c) 특별한 목적을 위한 헌금계좌 (BSB: 032-282; Account No.: 39-3434) 

• 목적 - LME, BFA, PNG, Solomon Islands, 문서사역, 성경배포, 전시간훈련 
등의 특별한 목적들을 위한 헌금  

• 방법 – 원하시는 목적에 따라 아래 표를 보시고 목적에 따라 정확하게 

지역-목적을 표기하셔야 합니다. E.g. Randwick-BFA 
• 만약 원하시는 목적의 표기어가 아래 표에 없다면 지역 봉사하는 

형제에게 교통해 합당한 표기어 안내를 받으신 후 헌금하시면 됩니다. 
 

 
 

Specific Purpose Abbreviation  Specific Purpose Abbreviation 

Bible for Australia BFA  Canberra Meeting Hall CM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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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deo Training VT  Full Time Training Boston FTTB 

Lord’s Move in PNG PNG  Full Time Training FTT 

Lord’s Move in Solomon Islands LMSI  Lord’s Move Israel LMIS 

Lord’s Move to Europe LME  Africa Literature AFLI 

Lord’s Move to Africa LMAF  Lord’s Move to Bangladesh LMBA 

Lord’s Move to Australia LMAU  Saints in Need SN 

Lord’s Move to South America LMSA    

 
• ‘필요가 있는 성도’를 위한 헌금을 하기 위해서는 온라인 폼을 작성하셔야 

합니다 (온라인 폼 링크가 아래 있습니다). 거기에 헌금을 받는 성도의 

이름을 적으시면 됩니다.  
링크 - https://airtable.com/shrugYuWiqBqeq2MR 
 

2) 은행에서 직접 입금 또는 ATM 기계를 통해 헌금 
 
 아래표에 언급된 지역코드를 Description field 에 적으시면 됩니다. 예) 

라이드지역 지체들 – 0010(숫자만 적으시면 됩니다.) 은행에서 직접 창구를 

통해 입금하시는 경우는 은행원에게 0010을 적어달라고 하셔야 합니다.   

District Code  District Code 

Auburn 0001  Kuringgai 0007 

Bayside 0002  Penrith 0008 

Blacktown 0003  Randwick 0009 

Campbelltown 0004  Ryde 0010 

City 0005  The Hills 0011 

Holroyd 0006  Gosford 0012 

 

 성도들중 온라인 뱅킹을 하실 수 없는 분들은 아래 링크의 폼을 작성하셔서 다른 

목적의 특별헌금을 하실수 있습니다. 궁금하신 점은 봉사하는 형제에게 문의해 

주세요. 

 https://airtable.com/shrugYuWiqBqeq2MR  

 

주의사항: 
1. 모든 헌금은 올바른 은행계좌로 입금되어야 합니다.  

a. 다른 계좌로 입금되면 봉사하는 지체들이 많은 시간을 들여 수정을 해야합니다. 
b. 모든 궁금하신 점은 accounts@churchinsydney.org 로 문의 하시거나 지역에 봉사하는 

형제님들에게 문의해 주시면 됩니다. 
 

2. 특별 목적 헌금 –특별 목적 헌금을 여러개를 하시고자 한다면 온라인 뱅킹으로 하실때 목적에 

따라 각각 따로따로 입금을 해주셔야 합니다. 한번에 모든 금액을 넣으시는 경우에는 위에 있는 

온라인 폼을 작성해 정확히 얼마를 어떤 목적으로 입금하셨는지 기입해 보내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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