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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
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골 3:15)

5!

Thnak God!
지난 8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생각해봅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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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8월,�우리는�함께�연합했
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서�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은�
우리는,� 주�안에서�참된�연합
을�허락하신�하나님의�말씀을�
듣고,�주�안에서�교제하며,�하
나님을�찬양했습니다.� 우리는�
함께�하나님을�예배했습니다.�

캠프�마지막�날,� 우리는�여러
분이� 각자� 속한� 교회로� 돌아
가�그곳에서�연합을�실천하게�
되기를�기도했습니다.��

이번� 레터를� 통해� 우리가� 함
께�배운�것을�되새기며,� 연합
의� 의지를� 다시� 일으키는� 데�
도움을�얻기를�바랍니다.�

01.�우리가�한�몸으로�부르심
을�받은�사실�

우리는�한�몸으로�부르심을�받
았습니다.�이것은�하나님이�예
수�그리스도를�통하여�우리를�
구원하신�목적입니다.� 아버지
와�아들과�성령이�하나이신�것
처럼�우리가�하나�되게�해달라
고�예수님은�기도하셨습니다.�

02.�우리가�한�몸으로�부르심
을�받은�목적�

하나님은�자기�영광을�세상에�
나타내기�원하십니다.� 우리를�
창조하신� 이유,� 구원하신� 이
유,�그리고�하나�되게�하신�이
유�모두가�하나님의�영광을�드
높이기�위함입니다.�우리를�통

해�하나님께서�찬양과�경배를�
받으시기�위함입니다.�

03.�우리가�지켜야�할�하나�됨�

그러므로�우리는�사랑으로�성
령이�하나�되게�하신�것을�힘
써�지켜야�합니다.� 다섯�손가

락�기억하시나요?�겸손,�온유,�
오래�참음,�사랑,�용납.�

04.�하나�됨을�위해�이것만은�
알자�

무엇보다도�하나�됨의�가치를�
잊지�맙시다.� 하나�됨이�주님�
앞에�얼마나�선하고�아름다운

지�기억합시다.�영원한�하늘나
라에서�신랑�되신�예수�그리스
도�안에서�신부로�연합한�우리
가�얼마나�아름답고�선한�섬김
과�교제를�나눌지�기대하며�갈
망합시다.� 그리고� 그� 소망으
로�이�땅에서�머리�되신�주님�
안에�함께�연합합시다.

주제말씀: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
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요 17:21)



Loving  You

Praise the Lord! 
Give thanks to Him!
이번� 캠프는� 5번째� 위드바이블� 캠프였습니다.�
22개의�교회에서�73명의�청년이�함께�연합하는�
시간을�가졌습니다.�우리는�5년�동안,�이�캠프에�
부어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합니
다.�또한�이�캠프에�참석하신�모든�청년을�주�안에
서�사랑합니다.��

우리가�함께�나눈�귀한�교제와�성경을�통해�배운�
하나님의�분명하신�뜻,�곧�우리의�연합과�하나�됨
을�기억하며,�각각�있는�곳에서�그�선하고�아름다
운�형제자매의�함께�함을�기쁨으로�지켜나가기
를�간절히�기도합니다.�

또한�2020년,�6번째�위드바이블�캠프를�위해�기
도해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꼭� 필요한�
말씀으로�하나님의�뜻을�아는�것으로�우리를�채
우시기를,�그리고�주께�합당한�삶을�살도록�그�영
광의�힘으로�능하게�하시기를,�모든�것을�통해�하
나님�아버지께서�감사를�받으시기를�기도해주세
요.



Loving God

특강: 은사

한�몸이�되어�서로�봉사하라
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사
를� 나눠주셨습니다.� 자기의�
영적�관심사에�따라�자기�은
사를� 개발하여� 교회� 안에서�
열심히� 성도를� 섬기는� 자가�
됩시다.�교회에�영적�노숙자
가�있어서는�안�됩니다.

1 특강: 결혼

결혼은�내가�좋아서�하는�것
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영광을� 받으시려고� 만
드신�것입니다.�그�목적에�맞
는�결혼이�정말�복되고�행복
한�결혼입니다.�그�결혼을�꿈
꾸고� 갈망하고� 추구하십시
오!�결혼도�주님을�위하여!

2 같이 어가기

이번� 위드바이블� 캠프에는�
염평안,� 조찬미,� 임성규(같
이�걸어가기)�팀의�콘서트가�
있었습니다.� 위로와� 격려가�
되고� 기쁨이� 되는� 시간이었
습니다.�귀한�시간�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귀
한� 은사로� 섬겨주신� 분들께�
감사합니다!

3

서로 비판하지 말라, 
서로 받으라, 서로 문안하라, 

서로 돌보라, 서로 종 노릇 하라, 
서로 짐을 지라, 서로 용납하라, 

서로 죄를 고백하라, 서로 봉사하라, 
서로 참된 것을 말하라

Love each other as God loves us

우리가�함께�나눴던�교제를�기억하나요?�우리는�“서로”�명령어의�
의미와�적용에�관해�나누었고�발표도�했었습니다.�우리가�서로�사
랑하는�것은�우리가�한�하나님을�사랑하기�때문입니다.�그�하나님
께서�하나뿐인�아들을�내어주신�참사랑을�우리�모두가�함께�경험
했기�때문입니다.��

하나님이�주신�그�풍성한�사랑으로�우리�함께�하나님을�사랑합시
다.�그리고�그�사랑으로�서로를�사랑합시다.�오래�참고,�온유하고,�
성내지�않고,�무례히�행하지�않고...�그리스도가�우리를�사랑하신�
것처럼�우리�서로�사랑합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