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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찬식: 1월 27일(주일) 1,2,3,4부 예배 시
2. 전교인 묵상 세미나: 2월 5-10일(화-주일) *Child Care 있습니다.
주제 / 하나님 나라와 성경묵상 강사 / 성서유니온 강사진 3명
3. 세례,유아세례,입교 신청: 세례일 / 2월 24일 주일예배 시
교육 날짜(주일) / 1월 27일, 2월 3일, 10일
신청 마감 / 오늘(1월 20일)까지
신청 / 사무실에 비치되어 있는 신청서를 작성하여 사무실 제출함에 넣어주세요.
문의 / 문재국 (양육위원장 416-885-2727, jkmoon106@hotmail.com)
4. 늘푸른회 (1943년생 이상) 임시 총회: 오늘(1월 20일) 2부예배 후, 친교실
5. 위원장 회의: 1월 27일(주일) 오후 2시, 1층 교육실 (영유아부실 옆)
문의 / 김명중 (총무위원장, 647-890-1884)
6. 권사회 월례회: 1월 27일(주일) 오후 2시, 2층 청소년부 예배실
문의 / 김애란 (회장, 416-723-1851)
7. 피아노 도네이션: 찬양대 연습에 사용할 피아노를 기증 받습니다.
문의 / 심오섭 (찬양위원장, 647-273-5131)
8. 2019년 성경 통독표: 통독표에 오류가 있어서 정정하였습니다.
교회 사무실 또는 본당 앞 안내 데스크에서 수정본을 픽업하세요.
9. 추가 제직 명단: 남자 / 서동구, 최광훈
여자 / 김은영1, 이길자
10. 위로: 이건호(이재령, 은혜 4순) 부친 고 이병곤 집사님 (74세) 1월 12일 소천
유가족들을 위로해 주세요.
11. 영유아 부모 교육 세미나: 2월 9일, 23일, 3월 2일 (각 토요일) 오전 10-12시
장소 / 1층 교육실 (영유아부실 옆) *Child Care 제공
문의 / 김현선 전도사 (milalbabyschool@gmail.com)
12. 제2기 아기학교 꿈.씨. 모집: 문의 / 김현선 전도사 (milalbabyschool@gmail.com)
대상 / 영아반 18-30개월, 유아반 31개월-JK전의 영유아와 보호자 1인(선착순)
기간 / 3월 6일-5월 30일(12주간, 홈페이지 참조)
모집기간 / ① 1기 수료생 재등록 1월 21-27일
② 신입생 등록 2월 2일(토) 오전 10-11시, 교회 로비
13. 담임목사 출타: 도미니카 공화국 단기선교 참가, 1월 21-26일(월-토)

공동체
1. 공동체별 순모임: 각 주일 오후 5시 30분, 친교실 *Child Care 있습니다.
오늘(1월 20일) / 믿음, 진리, 충성, 지혜(여성 공동체) 1월 27일 / 기쁨, 생명, 소망, 은혜
2. 지혜 공동체 (여성 공동체): 공동체장 / 이경숙, 추가 순장 / 김송희 (지혜 9순)
3. 순장,순모 교육: 1월 27일(주일) 오전 10시, 낮 12시, 1층 교육실 (영유아부실 옆)
4. 청장년부 연합모임: 1월 27일(주일) 오후 2시, Love Toronto 사무실
문의 / 최경진 전도사 (647-922-7428)

선교,전도
1. 도미니카 공화국 단기선교 파송식: 오늘(1월 20일) 1,2,3부 예배 시
시니어 선교 훈련학교, 산토 도밍고 World Grace Mission Centre
① 3주 기간 / 1월 14-2월 3일 (월-주일, 3주) ② 2주 기간 / 1월 21-2월 3일 (월-주일, 2주)
2. 도미니카 공화국 단기선교 펀드레이징 물품 픽업: 주문하신 분들은 실내주차장에서 픽업하세요.

외부기관 사역
1. 제3회 극단 브랜치스 정기공연 가족 힐링 뮤지컬 “엘리의 숲” (원제 You are special):
일시 / 2월 22일(금) 저녁 7시 30분, 23일(토) 오후 2시, 5시 30분, 24일(주일) 오후 5시 30분
장소 / Fairview Library Theatre (35 Fairview Mall Drive, North York)
티켓 / 어른 25불, 17세 미만 어린이 15불 티켓 구입처 / 홈페이지 branchesministry.net
* 기타 자세한 내용은 극단 브랜치스 홈페이지를 참고 또는 647-213-3154로 문의하세요.

축하
1. 생일: 정정순, 김종대, 허문혜, 이재붕, 오영민, 김윤모, 이덕찬, 김영옥, 김득평, 박배영,
추정순, 이은실1, 김지은2, 박철완, 구혜영, 신옥철, 이정순, 오익환, 노은태, 이수연, 정원채,
이혜복, 서옥경, 김아영, 이석남, 박영석, 신재성, 한진호, 유혜숙, 김웅기, 오영희, 김현수,
정현정, 권나영, 김정순, 조정순, 노인자, 이용선, 신이정, 이소연, 권영준, 이춘호, 김나연,
위민영, 홍범석

말씀과 함께, 주님과 함께
날짜

생명의 삶 Q.T.

성경 일독 (멕체인 성경읽기)

새번역 성경 통독

1월 21일(월)

마가복음 8:1-13

창 22, 마 21, 느 11, 행 21

창세기 37-38

1월 22일(화)

마가복음 8:14-26

창 23, 마 22, 느 12, 행 22

창세기 39-40

1월 23일(수)

마가복음 8:27-9:1

창 24, 마 23, 느 13, 행 23

창세기 41-43

1월 24일(목)

마가복음 9:2-13

창 25, 마 24, 에 1, 행 24

창세기 44-47

1월 25일(금)

마가복음 9:14-29

창 26, 마 25, 에 2, 행 25

창세기 48-50

1월 26일(토)

마가복음 9:30-37

창 27, 마 26, 에 3, 행 26

출애굽기 1-3

1월 27일(주일)

마가복음 9:38-50

창 28, 마 27, 에 4, 행 27

출애굽기 4-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