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28 권 24 호
권종승(우물) 성낙서(IDCF) 장세균(온두라스) 마이크윤(코스타리카) 심호섭(알타이)
최 재휴( 밀알 ) 강 정우( N av i g at o r) 이종 도( 케냐 ) 최헌 주( 인 도 ) 임성 철( 캄 보디아 )
이안나(CCC) 그레이스정(불가리아) 김정호(캄보디아) 장영호(러시아) 서규희(인도)
조대원/영자(르완다) 정철화(위클리프) 김흥덕(조이) 김종헌(프런티어) 권영갑(kocoa)
박윤석(탄자니아) 김종식(중국) 원정하(인도) 송요셉(디딤돌) 이상조(고어헤드)

<선교위한 기도제목>
* 인도 서규희 선교사
1. 인도에 종교 자유를 보장해 주는 정부가 들어서길
2. 주님 안에서 인도 아들들이 믿음 위에 굳건히 서며 하나님의 일군들로
세워지길
3. 남편의 건강이 회복되고 저와 같이 주의 사역을 감당하길
4. 현지인 동역자를 만날 수 있기를
5. 제가 늘 성령 충만하길

2018 년 6 월 17 일

“VBS 를 보면서”

지금 한국은 자녀들 낳지 않아서 OEDC 국가들 가운데 최저
출산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 가정당 평균 1.12 명 정도하니 한
가정 당 한 명 꼴입니다. 예전에는 초등학교 교실 마다 학생이 꽉
들어차서 콩나물 교실이라고 한탄하였습니다. 그 아이들을 수용할
시설도 없으면서 아이만 많이 낳는다는 자조섞인 말들과 푸념들을
했습니다. 이제는 그 옛날이 그리워지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요즘
생각있는 사람들은 이런 말들을 하고있습니다. “콩나물 교실이라도
좋다. 많이만 낳아 다오” 어느 부자는 세명 이상 낳으면 한 명 당
천 만원씩 격려금을 지불하면서 자녀 낳기를 독려하고 있습니다.
아이를 낳지 않는 이유가 사회학적으로 이렇습니다. 첫째는 아이를
낳는 것보다 키우기가 더 힘이 든다는 것입니다. 사교육비 문제

축하

김길창 집사 탁구 동남부체전 금메달(시니어혼합복식),
동메달(시니어남자단식) 획득

입니다. 두번째는 젊은 부부들은 자신의 후세를 생각하기 보다는
본인들이 편하게 사는 것을 선호합니다. 고생하면서 키워봤자
노후에 자식들에게 덕을 보는 시대가 지나갔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한국이 이런 상태로 나가면 많은 사회학적인 문제가 생깁니다. 일
하는 노동인구보다 일하지 않고 정부 도움에 의존하는 노년층이
점점 많아 집니다. 결국 정부 재정도 문제가 생길 것 입니다. 미국

담임목사: 신윤일
EM pastor:진 태
협동목사: 최상선 김태훈
교육 목사: 토니이(중고등부)
초 등 부: Billy Wynn 목사
유아부전도사: 최나윤
시무장로: 오세근 이창우 김용관 장기수 이원석 최경훈 김정도
휴무장로: 서규술 홍연섭 최기호
사역장로: 박상철 여봉현
파송선교사(르완다): 조대원장로부부
지 휘 자:
반주자: 조이김(1 부) 조현사모(2 부)

도 2030 년쯤 되면 그런 노동인구의 저하 때문에 세금이 줄어
들어 사회보장 연금의 운영에도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정을 가져도 자녀를 못 낳는 동성애는 그런
관점에서도 인류공영에 역행하는 악의 요소입니다. 이번에 여름
어린이 성경학교가 은혜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졸망졸망한 어린
자녀들이 많이 모였습니다. 그저 모여있는 그 자체만으로도 보기

<주일예배 >
성인 1 부 오전 8 시 30 분
EM 예배 오후 1 시
성인 2 부 오전 11 시
유초등부 오전 11 시
중고등부 오전 11 시
한어청년모임 오후 1:30
인도형제모임:토 6 시 PM

< 금요 예배 >
성인예배 오후 8 시
유초등부 오후 8 시
중고등부 오후 8 시
<수요성경공부> 오후 8 시
<새벽예배>화–토 오전 6 시
<셀 모임> 매월 마지막 주일

좋았습니다. 눈에 보이는 편안함만 찾으면 안됩니다. 우리 교회도
멀리 바라보고 후세를 생각하며 나가는 비전있는 교회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여름 어린이 성경학교를 위해 헌신하신 교육부
목사님들과 교사들과 봉사자들께 감사드립니다.
TEL: 770)638-1600. 770)846-16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