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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밀알골프대회: 6월 16일(토) 오후 12시 30분
장소 / Bethesda Grange (구 Rolling Hills Championship)
참가비 / 75불 (그린피, 저녁) 접수 / 오늘(6월 3일)까지 친교실
시상품 후원 및 문의 / 체육위원회 이형석, 서기철, 심우성 이재일 (416-219-7389)
2. 청년부 여름 수련회: 6월 7-9일(목-토), Riverview Christian Camp
강사 / 박반석 목사
문의 / 이충민 목사 (647-675-2825, LCM7712@gmail.com)
3. 늘푸른회 (1942년생 이상) 예배 모임: 6월 11일(월) 오전 11시 30분
장소 / Dragon Pearl 식당 (865 York Mills Road, 갤러리아 수퍼마켓 욕밀지점 옆)
4. Love Toronto 사무실 이전 감사예배: 6월 10일(주일) 오후 5시
주소 / 5915 Leslie Street (Leslie St. & McNicoll Ave. 남쪽) #204, North York, 647-346-5688

공동체
1. 청장년 연합 순모임: 오늘(6월 3일) 3부 예배 후, 새로 단장한 교육실
2. 6월 순장,순모 교육: 6월 6일 수요성경강해 후, 본당
3. 순장,순모 보충교육: 6월 10일(주일) 낮 12시, 새로 단장한 교육실

선교.전도
1. 여름 선교 안내: 문의 / 김홍주 (해외선교위원장 647-822-8549)
국가
장소
일시
참가비
지원인원
대상
지원마감

하이티
생막 St. Mark
7월 23-29일(월-주일)
$1,000.00
10명
누구나 (청소년은 보호자 동반)
6월 10일(주일)

도미니카 공화국
산토 도밍고 Santo Domingo
8월 13-19일(월-주일)
$1,000.00
15-20명
누구나 (청소년은 보호자 동반)
6월 17일(주일)

사역내용

어린이사역 (VBS), 영어회화교육,
전도사역, 주변청소

어린이사역 (VBS),
현지 교회를 돕는 사역,
선교센터 내 사역 지원

* 올 하반기부터는 도미니카 공화국 산토 도밍고 (Santo Domingo) 월드 그레이스 미션 센터
(World Grace Mission Centre)에서 실버선교를 위한 준비 및 훈련을 시작합니다.
기도로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축하
1. 생일: 정윤경, 김주현, 김나영1, 신인휴, 김선철, 정수진1, 김민곤, 윤상우, 김일호, 김영권,
박수철, 권혁만, 박남국, 박윤경, 이종환, 박명환, 장영, 나정윤, 박상현, 김태수, 유현경,
박한상, 민현정, 강신연, 이승현1, 박선호, 조지민, 노성진, 전은석, 조우연
2. 결혼 기념일: 안영달/안양순, 최성흠/김은정, 이도윤/홍정현, 김상준/홍민아, 이승훈/박다현,
이주병/노성경, 손형동/조수정, 신중환/용초승, 강경미/윤종한, 이장훈/이경환, 유성재/구덕순,
김순일/송찬, 김명중/염미경, 김영환/경혜성

말씀과 함께, 주님과 함께
날짜

생명의 삶 Q.T.

성경 일독 (멕체인 성경읽기)

새번역 성경 일독

6월 4일(월)

사도행전 2:14-21

신 8, 시 91, 사 36, 계 6

에스라 9-10장

6월 5일(화)

사도행전 2:22-36

신 9, 시 92-93, 사 37, 계 7

느헤미야 1-5장

6월 6일(수)

사도행전 2:37-47

신 10, 시 94, 사 38, 계 8

느헤미야 6-10장

6월 7일(목)

사도행전 3:1-10

신 11, 시 95-96, 사 39, 계 9

느헤미야 11-13장

6월 8일(금)

사도행전 3:11-26

신 12, 시 97-98, 사 40, 계 10

에스더 1-4장

6월 9일(토)

사도행전 4:1-12

신 13-14, 시 99-101, 사 41, 계 11

에스더 5-7장

6월 10일(주일)

사도행전 4:13-22

신 15, 시 102, 사 42, 계 12

에스더 8-10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