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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음의 신발을 신은 인자는 행군 중이다. 
일어나 그분과 합류하라! 
- 데이비드 폴리슨 <일상의 영적 전쟁>, 4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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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체, 세상, 마귀와 각자의 
삶에서 날마다 전쟁을 치르
고 있는 그리스도의 군사, 전
우 형제자매님에게, 우리 대
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서 하나님의 지극히 크신 은
혜와 평안이 가득하기를 간
절히 구합니다. 

2022년 위드바이블 캠프 주
제는 바로 <전쟁>입니다. 사
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편지
하면서 “우리의 싸움은 혈
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라 권
력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
는 악한 영들에 대한 것”이
라고 말했습니다(엡 6:12,  
우리말성경).  

우리는 마귀와 싸웁니다. 공
중의 권세 잡은 자, 불순종하
는 아들들 가운데 활동하여 
만든 세상 풍속에 맞서 싸웁
니다. 우리는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들, 정욕과 싸웁니

다. 그런데 우리, 잘 싸우고 
있나요? 

코로나 사태는 우리의 믿음
을 연약하게 만들었습니다. 
위축되게 만들었습니다. 이
럴 때일수록 우리는 함께 모
여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승리가 어디에 있는지, 우리
의 도움이 어디서 오는지 눈
을 들어 바라봐야 합니다. 

우리 대장 되신 그리스도께
서는 우리에게 “이 세상의 
임금이 심판을 받았”다고 말

씀하셨습니다(요 16:11). 또
한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라고 말씀하셨
습니다(요 16:33). 마귀와 
세상을 이기신 예수님의 사
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
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
았”습니다(갈 5:24). 여기에 

우리 승리가 있습니다. 하나
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그리
스도 안에서 승리합니다(요
일 5:4). 육체, 세상, 마귀와
의 싸움에서 최후 승리는 우
리의 것입니다. 이것을 믿으
십니까?

2022년�위드바이블�캠프에서도�성경에�충실한�하나님의�
교훈과�책망과�바르게�함과�의의�교육을�기대합니다



우리는 전쟁중입니다

함께 싸웁시다
주님은�영적�전쟁을�홀로�싸우

게� 두지� 않으셨습니다.� 우리

가� 함께� 싸우게� 하셨습니다.�

주님은�우리만�이�전쟁터로�몰

아넣지� 않으셨습니다.� 친히�

우리와� 함께� 싸우십니다.� 이

번�캠프를�통해�우리와�함께,�

우리를�통해�싸우시는�주님을�

함께�경험하기�원합니다!

기도합니다

1. 말씀을�사모하는�청년들이�많이�참석하여,�말씀의�

가치를�깨닫고�순종하게�하시길�구합니다�

2. 전해질�말씀에�하나님의�능력과�지혜가�가득하길,�

준비하는�강사를�통해�역사하시길�구합니다�

3. 캠프�참석하는�청년들이�주님�안에�귀한�사귐과�교

제를�풍성히�누리게�하시길�구합니다�

4. 청년들의�오가는�길�안전을�위해�구합니다�

5. 캠프�준비하는�스탭,�주님�영광을�위해�하나�되게�

하시고�기쁨으로�맡겨진�일�잘�준비하고�감당하게�

하여�주시길�구합니다�

6. 캠프를�통해�하나님만�영광�받으시길�구합니다

잠자는 영혼아, 
깨어라!

갈수록 주님의 오실 날이 가
까움을 봅니다(히 10:25). 주
님은 그 날을 기다리는 우리
의 태도를 가르치시면서 열 
처녀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다섯은 미련하고 다섯은 슬
기 있는 자였습니다. 다섯은 
준비하지 못했고, 다섯은 준
비했습니다. 그리고 신랑이 
왔을 때, 슬기 있는 다섯, 준
비된 다섯만이 혼인 잔치에 
들어갔습니다(마 25:1-13). 

주님은 또한 달란트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주인이 종들
을 불러 소유를 맡겼는데, 각
각 다섯 달란트, 두 달란트, 
한 달란트를 맡겼고, 앞의 두 
종은 착하고 충성스럽게 일했
고, 마지막 한 달란트 받은 자
는 땅에 묻었다가 도로 주면
서 불평했습니다. 주인은 그 
종을 “악하고 게으른 종”이
라 부르셨습니다(마 25:14-
30). 

당신은 신랑을 맞이할 준비
를 하고 있습니까? 맡겨주신 
달란트를 가지고 착하고 충성
스럽게 일하고 있습니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