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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위드바이블
캠프는 쉽니다
안타까운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2020년 위드바이
블 캠프는 쉬기로 하였습니다. 주님 은혜로 내년에
더 좋은 캠프로 함께 하기를 기도합니다.

NATOQUE INTEGER FRINGILL A
VIVERRA FERMENT PLACERAT
코로나 19 사태가 지속됨에 따라 위드바이블 캠프

코로나 사태로 종말에 대한 관심이 늘어나고 특별
히 세대주의 종말론이 국내에서 많은 비판과 오해
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꼭 필요한 주제를 가지고 함
께 체계적으로 공부하고 나누고자 하였지만, 하나님
께서 다른 시간과 장소를 통해 이 일을 하실 것을 신
뢰합니다.

를 준비하는 유평교회 청년들과 강사들은 전국 청년
들을 한 자리에 모아 함께 식사하고 교제하고 말씀

그동안 할 수만 있으면 온라인을 통해서 혹은 일일

을 나누는 귀한 시간이 자칫 질병을 확산하거나 의

세미나 형식이라도 함께 하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고

도하지 않게 비방을 받는 일을 발생하게 할 위험이

민하느라 최종 결정을 내리는 데까지 시간이 걸렸습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래서 과감히 올해 위드바

니다. 아쉽고 안타깝지만, 주님께서 원하시면 내년

이블 캠프를 쉬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에 더 좋은 캠프로 함께 만나기를 기대하며 기도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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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겠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가장
고대하는 소망이 아닙니까? 세상이 갈수록 어두워
지더라도 우리의 소망은 더욱더 빛이 납니다. 우리
가 바라는 종말은 멸망이 아니라 영광이기 때문입니
다. 그리스도께
서 우리의 종말

모습 그대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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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에게 보여

vulputate

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 때문입
니다. 그분의 참

주실 뿐 아니
라 우리가 그분
과 같게 하실

DELICATISSIMI IN SIT,
USU TE ELIT TANTAS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도 요한이 말한 것처럼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우리가 그리스도의 깨끗하심과 같이 우
리를 깨끗하게 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거룩하
신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거룩한 삶으로 신랑되신 그
분을 기다렸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 사랑하는 위드바이블 캠프 가족 여러분, 우리는 하
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나님의 자녀이자 그리스도의 신부입니다. 종말은 우
리가 기다리는 그리스도와의 혼인 잔치가 있는 날입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 니다. 우리의 부모이신 하나님을 만나는 날입니다.
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주를 향하여 이 소

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 코로나 19로 두려움에 빠진 세상이 결코 가질 수 없
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요일 3:2-3)

는 소망을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이 소망에 관하

사랑하는 위드바이블 캠프 가족 여러분. 하나님의

전파하는 우리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이 있

자녀인 우리가 현재 겪는 고난 중에 장래에 임할 하

는 그곳에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산 소망을 가지고

나님 나라를 기대할 때, 우리가 그리스도의 참모습

기쁨과 즐거움으로 영육 간에 건강하게 살아가기를

그대로를 볼 것이며 그와 같아질 것을 기대했으면

기도합니다.

여 묻는 이들에게 거룩한 행실과 말로 그리스도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