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영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을 환영합니다.
등록은 목회자 또는 새가족위원에게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새가족교육은 주일 2부예배 후 (낮 12시) 새가족교육실(112호)에서 있습니다.

알림
1. 정기 당회: 8월 6일(목) 오후 7시, 107호
2. Love Toronto 노숙자 급식 사역 제3차 봉사: 8월 15일(토) 오후 4-8시
집합 장소 / 밀알교회, 오후 3시 (카풀 이동)
봉사 장소 / 다운타운 CRC 센터 (40 Oak Street, Toronto)
문의 / 윤홍남 (Love Toronto 위원장 647-637-4980 hongnamyoon@hotmail.ca)
3. 밀알동산(묘지) 구입 및 장례절차 안내: 8월 9일(주일) 오후 12시 30분, 체육관
대상 / 늘푸른회 (1939년 이전), 다윗회 (1940-44년)
문의 / 김효태 (경조위원장 416-898-3384, hyotaekim@hotmail.com)
4. 다윗회 (1940-44년) 야외친교모임: 8월 11일(화) 오전 11시
장소 / Sunnybrook Park picnic area #7
문의 / 이중호 (647-606-2602), 김종록 (647-241-5682)
5. 정기 제직회: 8월 12일(수) 수요성경강해 후, 본당
6. 주차장 아스팔트 공사: 8월 10-14일(월-금)
7. 2015 Milal Korea Open 배드민턴 대회:
일시,장소 / 8월 8일(토) 오전 8시-오후 8시, 밀알교회
문의 / 장우호 (416-684-7572)
8. 위로: 배영희 (박선묵, 지혜 2순) 모친 고 심복이 성도 (84세, 한국) 7월 31일 소천
9. 목회자 동정(휴가):
① 곽근우 전도사 / 8월 4-9일
② 이종배 전도사 / 8월 4-9일

새가족
1. 새가족: 전아름 (647-963-5022), 조은희 (647-400-0609)

공동체
1. 순장,순모 교육: 8월 5일 수요성경강해 후, 본당

축하
생일: 유승효, 최진학, 국경태, 강경인, 이지숙, 지형만, 한정희1, 강미현, 윤장춘, 김종우,
신재광, 조진영, 황신혜, 차윤영, 곽치영, 원정민, 김윤태, 이선희, 정수정, 이강석,
박우용, 김미숙1
결혼기념일: 남윤재/남지홍, 김민욱/김율희, 국경태/홍양희, 조규종/홍승실, 김민규/김리나

말씀과 함께, 주님과 함께
날짜

생명의 삶 Q.T.

맥체인 성경읽기

8월 3일(월)

에베소서 2:1-10

삿 17, 행 21, 렘 30-31, 막 16

8월 4일(화)

에베소서 2:11-22

삿 18, 행 22, 렘 32, 시 1-2

8월 5일(수)

에베소서 3:1-13

삿 19, 행 23, 렘 33, 시 3-4

8월 6일(목)

에베소서 3:14-21

삿 20, 행 24, 렘 34, 시 5-6

8월 7일(금)

에베소서 4:1-6

삿 21, 행 25, 렘 35, 시 7-8

8월 8일(토)

에베소서 4:7-16

룻 1, 행 26, 렘 36-37, 시 9

8월 9일(주일)

에베소서 4:17-24

룻 2, 행 27, 렘 38, 시 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