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영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을 환영합니다.
등록은 목회자 또는 새가족위원에게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새가족 교육은 주일 2부예배 후 (낮 12시) 새가족등록/환영실(107호)에서 있습니다.

알림
1. 세례,입교,유아세례식: 11월 4일(주일) 2부, 3부예배 시
2. 거실반 수련회: 11월 16-17일(금-토), 대한기도원 (2541 Mt Albert Rd, Queensville)
신청 / 친교실 입구에 비치된 신청서에 싸인업하세요.
문의 / 엄금성 (양육위원회 부위원장, 416 816-5618) *Child Care 제공합니다.
3. 위원장 회의: 오늘(10월 28일) 오후 2시, 새로 단장한 교육실
4. 정기 제직회: 10월 31일(수) 수요성경강해 후, 본당
5. 밀알 장학금 신청 안내: 서류 제출 마감일 / 10월 31일(수) 자정 (동부시간), 교회 홈페이지 참조
6. 다윗회 (1943-47년) 정기 총회 및 연합 순모임: 11월 8일(목) 오전 11시, 친교실
7. 결혼: 야화성/김영남 (은혜 2순) 장녀 야윤정, 11월 3일(토) 낮 12시, 본당
8. Sea Mission 후원을 위한 제2회 밀알 소년소녀 합창단 정기 연주회:
일시,장소 / 11월 17일(토) 오후 7시 30분, 본당
특별출연 / 밀알 청소년 오케스트라, 밀알 남성 합창단, 오카리나 앙상블

9. 아동 발달 장애 세미나: 11월 17일(토) 오전 9시-오후 1시 30분, Bridgeway Church 예배실
사전 예약 접수 / lovetoronto.office@gmail.com, 휴대폰 문자 접수 647-992-4301
강사 / 김미혜 소아과 의사, 이혜정 작업치료사, Sophia Han York Region 정교사
참가 대상 / 제한 없음 주관 / Love Toronto
10. 영유아부 학부모 간담회: 일시 / 오늘(10월 28일) 주일 2부, 3부 예배 후 장소 / 영유아부실
11. 교육부 할렐루야 나이트: 10월 31일(수) 오후 7시-8시 45분 , 아동부실 (저녁식사 미제공)
대상 / 29개월 유아부부터 6학년까지
Candy bag 지참 (당일까지 도네이션 받습니다)
12. KCCEA 한교사협 교역자 컨퍼런스: 11월 3일(토), 큰빛교회
13. 일광절약시간(Daylight Saving Time, 써머타임) 해제: 11월 4일 (다음 주일) 오전 2시에
해제됩니다. (오전 2시가 1시가 됨) 잠자리에 들기 전에
시계를 한 시간 뒤로 돌려놓고 주일예배시간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새가족
1. 새가족: 강대웅/강민정1 (647-987-1614), 권공옥/신옥자 (647-929-0560)
2. 새가족 환영회: 11월 4일(주일) 오후 2시 30분-4시, 아동부실
대상 / 7월 첫주일부터 10월까지 등록하신 새가족과 이전에 등록하셨으나 아직 새가족 환영회에
참여하지 못하신 분들
문의 / 이강식 (새가족위원장 416-882-3626)

선교,전도
1. 도미니카 공화국 겨울 단기 선교
① 시니어 선교 훈련학교 (선착순 15명): 일정 / 1월 21일(월)-2월 2일(토), 조정 가능
신청이 마감되었습니다. 많은 관심에 감사드립니다.
② 청년부 단기선교 (선착순 20명): 일정 / 1월 21일(월)-27일(주일)
회비 / 개인 항공료의 50% 문의 / 이충민 목사 (647-675-2825)

외부기관 사역
1. 토론토 1기 두란노 부부학교: “ 3일간의 나들이, 그리고 새롭게 경험하는 부부의 소중함 ”
일시,장소 / 11월 9-11일(금-주일), 금-토 오후 6-10시, 주일 오후 4-8시, 밀알교회
참가비 / 부부당 250불 (밀알교회 성도는 교회에서 100불 지원)
신청 / 친교실 입구에 비치된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
문의 / 김일권 (647-921-9973)

축하
1. 생일: 이선경, 정경석, 허명숙, 장현미, 김민욱, 배수경, 임제니, 윤요셉, 이상혁, 김대규, 이도윤,
손지은, 김성우, 김도환, 송정애, 이봉구, 조원희, 김윤호
2. 결혼 기념일: 이철수/서창수, 이종규/최소연, 강연숙/박원철, 구택완/구혜정, 정유진/김현경3,
박영수/이경심, 최명덕/최정순2, 이유진/문명엽, 차윤영/박상진, 최준영/장선미, 윤상우/윤지혜,
이재일/정성희, 문창호/박혜진1, 임명락/유정화, 정영웅/변정옥, 강근희/국은혜, 정기호/윤미정,
김지은2/김진현, 육세호/신영미, 이석남/이명순2, 유수영/오남성, 김기영1/문애정, 오영희/이춘,
손건호/송미영, 이정선/기영, 배재우/박진화1, 박명환/박정옥

말씀과 함께, 주님과 함께
날짜

생명의 삶 Q.T.

성경 일독 (멕체인 성경읽기)

새번역 성경 일독

10월 29일(월)

역대하 3:1-17

왕하 10, 딤후 1, 호 2, 시 119:97-120

마태복음 1-5

10월 30일(화)

역대하 4:1-5:1

왕하 11-12, 딤후 2, 호 3-4, 시 119:121-144 마태복음 6-9

10월 31일(수)

역대하 5:2-14

왕하 13, 딤후 3, 호 5-6, 시 119:145-176

마태복음 10-13

11월 1일(목)

역대하 6:1-11

왕하 14, 딤후 4, 호 7, 시 120-122

마태복음 14-17

11월 2일(금)

역대하 6:12-42

왕하 15, 딛 1, 호 8, 시 123-125

마태복음 18-21

11월 3일(토)

역대하 7:1-10

왕하 16, 딛 2, 호 9, 시 126-128

마태복음 22-25

왕하 17, 딛 3, 호 10, 시 129-131

마태복음 26-28

11월 4일(주일) 역대하 7:11-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