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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가든지 아니면 가든지 하는 교회 세미나:
주제 / 구약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선교 (Missio Dei)
내용 / 하나님의 선교 (Missio Dei) 관점에서 구약성경을 입체적이고 통전적으로 총정리하는
성경 강해
일시 / 11월 30일-12월 2일(금-주일)
금요일 오후 7:30 / 토요일 오전 6:30, 오전 8:00, 오후 7:30 / 주일 1,2,3부 예배
강사 / 이준호 선교사 (담장넘어 선교회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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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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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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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밀알장학주일: 11월 18일(주일), 장학금 수여식과 장학지정헌금이 있습니다.
주보에 들어있는 장학헌금봉투를 사용하시고, 헌금봉투번호 또는 이름을 기재해 주세요.
문의 / 박근언 (장학/특수교육위원장 416-889-9428)
6. 교육부 교사 사은의 밤: 11월 18일(주일) 오후 5시 30분, 친교실 주관 / 권사회

공동체
1. 순장,순모 보충교육: 오늘(11월 11일) 낮 12시, 새로 단장한 교육실
2. 청장년부 연합 순모임: 오늘(11월 11일) 3부예배 후, 새로 단장한 교육실
3. Child Care 순모임 주일: 11월 18일(주일) 오후 2-4시

새가족
1. 새가족: 최대곤 (250-307-4648)

선교,전도
1. 도미니카 공화국 청년부 겨울 단기 선교 (선착순 20명): 일정 / 1월 21일(월)-27일(주일)
회비 / 개인 항공료의 50% 문의 / 이충민 목사 (647-675-2825)

외부기관 행사
1. Sound of Korea (우리의 소리: 한국 고전 창, 찬양) 음악회:
일시,장소 / 11월 24일(토) 저녁 7시, 밀알교회 본당
티켓 / 밀알교인은 선착순 무료 배부 (1,2,3부 예배 후, 설교 CD 구입 데스크)
주최 / 캐나다 한인음악협회

축하
1. 생일: 전분임, 윤대숙, 이철수, 야화성, 이영희, 박미숙, 이천재, 윤여상, 박강리, 김순진, 김태호,
이규연, 정만희, 장현숙, 노승환, 백현관, 권순화, 김성녀, 유상수, 차옥란, 심오섭, 박찬미,
이두엽, 박은도, 유종남, 김영희1, 김정현, 예기헌, 권희자, 손영민, 심향석, 소양희, 김운수,
금현종, 이동한, 문정옥, 신영순
2. 결혼 기념일: 김종록/김상주, 신영식/신희용, 문진웅/이길자, 김경하/박창호, 한창원/정소이,
김재찬/최인경, 황준/황혜정1, 이강원/박진희, 김정순1/정애영, 염승한/강윤경, 김은하1/Mike Ng,
신원창/이규연, 이영수/이경순, 강성호/황희진, 이건봉/정혜윤, 이재진2/이혜령, 권혁원/김지영3,
한상준/이혜린, 박승배/박주영, 김영익/윤은경, 김영원/박은주, 나성필/이성혜, 김명숙/김부일,
김석중/이영해

말씀과 함께, 주님과 함께
날짜

생명의 삶 Q.T.

성경 일독 (멕체인 성경읽기)

새번역 성경 일독

11월 12일(월)

역대하 12:1-16

왕하 25, 히 7, 암 1, 시 144

누가복음 13-17

11월 13일(화)

역대하 13:1-12

대상 1-2, 히 8, 암 2, 시 145

누가복음 18-21

11월 14일(수)

역대하 13:13-22

대상 3-4, 히 9, 암 3, 시 146-147

누가복음 22-24

11월 15일(목)

역대하 14:1-15

대상 5-6, 히 10, 암 4, 시 148-150

요한복음 1-4

11월 16일(금)

역대하 15:1-7

대상 7-8, 히 11, 암 5, 눅 1:1-38

요한복음 5-8

11월 17일(토)

역대하 15:8-19

대상 9-10, 히 12, 암 6, 눅 1:39-80

요한복음 9-12

11월 18일(주일)

역대하 16:1-14

대상 11-12, 히 13, 암 7, 눅 2

요한복음 13-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