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1 년 교회 행사 계획표 

                                                                                             밀톤 한인 장로 교회 

월 일 계획 

1 

1 일(금) 

3 일(주일) 

12 일(화) 

신정(1 일) 

신년 감사 주일 예배 및 성찬 예배(3 일) 

KC(AI) 캠퍼스 봄학기 개강 예정(12 일) 

2 

12 일(금),14 일(주일), 

15 일(월), 17 일(수) 

21 일(주일),26 일(금) 

구정(12 일), Valentines’ Day(14 일) 

Family Day(15 일), 사순절 시작(17 일) 

2020 년 회계 결산 공동회의(21 일), 정월대보름(26 일) 

3 

7-9 일(월-수) 

14 일(주일),15-19 일 

17 일(수)-24 일(수) 

26(금)-27 일(토) 

28(주일), 3/29-4/3 

제 75 회 봄철 정기 노회(7-9 일)  

Summer time 시작(14 일)/ March Break 수련회 예정(15-19 일) 

아이티 봄철 선교 예정(17-24 일) 

봄철 심방(26-27 일) 

종려주일(28 일), 고난주간(3/29-4/3) 

4 

2 일(금), 4 일(주일) 

25 일(주일)/27(화) 

성금요일(2 일), 부활절 주일 및 성찬예배(4 일) 

교회 이전 감사주일(25 일)/ KC(AI) 캠퍼스 봄학기 종강(27 일) 

5 

2(주일), 4 일(화) 

9(주일), 23 일(주일), 

24(월), 30 일(주일) 

어린이 주일(2 일)/ AI 캠퍼스 여름학기 개강(4 일) 

어버이 주일(9 일), 성령강림주일(23 일) 

Victoria Day(24 일), 삼위일체주일(30 일) 

6 

20 일(주일) 

27 일(주일) 

Father’s Day(20 일)  

교회 야외 예배(27 일) 

7 

1 일(금),  4(주일) 

5 일(월)-14 일(수) 

27 일(화) 

Canada Day(1 일)/ 맥추감사절(4 일) 

2021 년 하기 원주민 선교 예정(5-14 일) 

AI 캠퍼스 여름 학기 종강(27 일) 

8 

1 일(주일), 2 일(월) 

14 일(토)-15 일(주일) 

성찬 예배및세례식(1 일), Civic Holiday(2 일) 

교회 학교 및 대학청년부 수련회 예정(14-15 일), 광복절(15 일) 

9 

6 일(월) 

13 일(월), 14 일(화) 

21 일(화), 24-25(토) 

제 76 회 가을 정기노회(6 일), Labour Day(6 일) 

아이티 가을 선교 기도회 및 준비(13 일)/AI 캠퍼스 가을 신학기 개강(14 일) 

추석(화), 가을 심방(24-25 일) 

10 

10 일(주일) 

26(화)-11 월 2 일(화) 

31 일(주일) 

추수 감사절 주일 및 성찬 예배(10 일) 

아이티 가을 선교 예정(10/26--11/2) 

종교 개혁 기념일(31 일) 

11 

7 일(주일) 

11 일(목), 12 일(금) 

28 일(주일),30 일(화) 

Winter time 시작(7 일) 

Remembrance day(11 일), 아이티 이사회 모임 예정(12 일) 

대강절 첫째 주일(28 일), AI 캠퍼스 가을 학기 종강(30 일), 

12 

12 일(주일) 

19(주일),20(월)-25 

31(금) 

성서주일(12 일) 

성탄 주일 예배(19 일)/ 겨울 원주민 선교 예정(20-25 일) 

송구영신 예배(31 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