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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
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요한복음�17장�3절�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요한복음�10장�10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와 더불어 누림이라 우리가 이것을 씀은 우리의 기
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요한일서�1장�3~4절

위하! 우리는 지난 8월 20~21일, 온

라인으로 <영생, 누리고 있나요?>라

는 제목으로 제6회 위드바이블 캠프

를 가졌습니다. 

먼저 우리는 “영생, 제대로 아는 것”

을 배웠습니다. 영생은 삶의 길이(‘오

래오래 사는 것’)나 삶의 장소(천국 

혹은 지옥)가 아니라 궁극적으로 생

명이신 분과 관계를 맺는 것이라 배

웠습니다. 영생은 단지 오래오래 천

국에서 살아서가 아니라 그 삶을 생

명이신 주, 영생의 주님과 함께 하는 

삶이라 의미 있고 가치 있습니다. 

영생의 주와 사귐을 갖는 것이 영생

이기에, 우리는 장차 그 사귐을 방해

하는 죄와 사망이 모두 사라지는 그

날을 기다립니다. 희미하게 보는 것

이 아니라 얼굴과 얼굴로 그분의 영

광을 보고 그분처럼 변하게 될 그 날

을 기대합니다. 가장 친밀하고 만족

스러운 사귐이 영원히 지속될 그날

을 바라봅니다. 

동시에 우리는 이 땅에서 우리가 누

릴 수 있는 영생의 축복을 붙잡습니

다. 언제나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나

와 함께 하시고 나와 교제하시며 친

밀한 사귐을 누리고 계심에 감사합

니다. 영생을 가진 자로서 우리가 누

릴 수 있는 특권과 축복을 값싼 것으

로 여기거나 싸구려 즐거움과 바꾸

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기 원하는 젊

은 크리스천 여러분, 우리가 배운 영

생, 지금도 누리고 있나요? 혹시 캠

프 이후 빠르게 복귀한 일상에서 우

리가 소유한 영생의 복을 까맣게 잊

어버리고 바쁘고 분주하여 주님과 

피상적인 사귐만 유지하면서 목마

른 삶, 공허한 삶으로 돌아가지는 않

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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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생, 망치게 하는 것 

영생, 누리게 하는 분

만일 영생을 지금 누리고 있

지 못하다면, 영생을 망치는 장

애물이 영생의 삶을 가로막고 

있는지 점검해 보세요. 

당신 삶에는 하나님과 거리를 

멀게 만드는 특별한 죄가 있

지 않나요? 하나님과 사귐을 

서먹하게 만드는 형제자매를 

향한 미움이 있지 않나요? 하

나님과 원수가 되게 하는 세

상 사랑하는 마음이 뿌리 내

려 있지 않나요? 거짓의 아비 

사탄이 세상과 세상에 속한 모

든 것을 통해 당신을 거짓으

로 계속 유혹하고 있지 않나

요? 

죄, 미움, 세상, 거짓이 하는 일

은 어떻게든 당신이 영생의 주

님과 친밀한 사귐을 갖지 못하

도록 방해하는 일입니다. 훨씬 

못한 대체물을 사랑하도록 만

들지요. 그게 바로 우상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영생을 누

리게 하시는 분이 항상 필요합

니다. 죄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

를 멀게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

가 자백할 때 신실하게 우리 

죄를 사하십니다. 하나님은 우

리 미움을 사랑으로 바꾸십니

다. 아들을 통해 보여주신 가

장 큰 사랑을 통해서 말이죠. 

하나님은 세상보다 크신 분이

셔서 세상을 이기시고, 진리이

셔서 모든 거짓으로부터 우리

를 자유롭게 하십니다. 그러니 

항상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

지해야 합니다. 

말씀과 기도, 교제와 예배는 우

리가 그 하나님께 나아가는 귀

한 은혜의 방편입니다.
죄, 미움, 세상, 거짓 
그보다 훨씬 크신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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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투자, 기도

우리가 들었던 선택 강의, 기억하나

요? <코로나, 이기고 있나요?>를 통

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하

나님을 굳게 신뢰하고 믿음으로 바

라봐야 함을 배웠습니다. 아직도 진

행형인 코로나 속에서 절대로 환경

이 우리 신앙을 잠식하게 만들지 맙

시다. 

<투자, 잘하고 있나요?>를 통해서 우

리는 부를 축적하는 것이 아니라 부

를 축적하기만 하는 것이 문제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재물을 얻기 위해 

노력하는 것은 좋지만 중요한 것은 

‘어떻게 또 누구를 위해 사용할 것이

냐’입니다. 이 땅에서 일시적인 유익

을 주는데 투자하는 것보다 하늘에

서 영원한 이익을 얻는 데 투자하는 

것이 잘하는 투자입니다. 

<기도, 설레고 있나요?>에서는 기도

가 본질적으로 관계라는 것, 기도를 

통해 우리가 먼저는 하나님을 예배

하고 우리 기도의 대상이신 분을 온

전히 신뢰한다고 배웠습니다. 그리

고 우리가 각자 그리고 함께 기도해

야 할 것을 배웠지요. 하루 1시간 기

도 방법인 <기도의 12단계>를 실천

해보기도 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제6회 위드바이블 

캠프를 통해 배운 것을 리뷰해보았

습니다. 기억이 가물가물하거나 안타

깝게 이번 캠프에 참여하지 못한 청

년이 있다면 <유평교회 유튜브 채널

>에서 <위드바이블 캠프> 재생목록

을 찾거나, 위드바이블캠프 홈페이지

에서 TEACHING으로 들어와 지난 

설교와 강의를 들어보세요(http://

withbiblecamp.com/?page_id=

272). 

이번 리뷰를 통해 여러분이 지금도 

영생을 누리게 되기를, 코로나 가운

데서도 하나님을 위한 투자, 기도하

는 청년 되기를 간구합니다!

http://withbiblecamp.com/?page_id=272
http://withbiblecamp.com/?page_id=272
http://withbiblecamp.com/?page_id=2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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