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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oW Nation | 와우 국가

성경 : 시온 말을 구원을 선포 좋은 소식을 전하러 평화를 선포 좋은 소식을 가지고 사람의 발,,,,, "!
당신의 하나님 경영권이"어떻게 산에 아름답습니다 (Isa. 52:7 NIV)

아름다움 / Beauty
아름다움과 이미지가 미디어 및 엔터테인먼트에서 빙빙 다년생 뜨거운 주제입니다. 그러나,
아름다운 또는 팝업 문화에 적합한으로 축하 것들의 많은 사실 꽤 추한입니다. , 초라한이 같은
수술이 강화된 수치는 광택 잡지 광고의 향수에서 고급 자동차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을 행상하다.
성행위와 음행은 작은 화면과 큰 화면에 박스 오피스 히트에 수상 경력이 앉아 - 동료에 하루의
순서입니다. 촌티 나는 행동 규칙 리얼리티 TV. 폭력과 불법 활동은 최고 판매 비디오 게임에
보상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속, 여자를 싫어함, 폭력, 불법 활동을 많이 필요로하고있는 예술가
특히 음악 현장에서 "거리 cred"(존중), 도시 음악 장면을 적립하실 수 있습니다. 요 점을
되풀이하기 위해 그는 건강에 해롭습 신체 이미지, 성행위, 음행, 촌티 나는 행동, 폭력, 불법 행위,
천박한 언동과를의 여자를 싫어함 - 이들은 "아름다운"물건, 미디어 및 엔터테인먼트 임원으로
깔끔하게 포장하고 매디슨 애비뉴에 의해 우리에게 판매하는 이미지 아르 임원. 왜? 그것은 그들의
깊은 주머니를 라이닝의 목적을 위해 전부에요.
하나님의 현명하고 아름다운 여성으로, 우리는 그러한 것들에 대해 올바른 시각을
유지해야합니다. 우리는 아름다움과 이미지의 문제에 있어서는 세계에서 우리의 단서를 여유가
없습니다. 대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우리의 단서를 취해야합니다. 그리고 이사야 52:7은
우리에게 진정한 아름다움의 절대 정의를 제공합니다. 그것은 당신의 하나님 군림! "(NIV) 당신이
그걸나요"시온 말을 구원을 선포 좋은 소식을 전하러 평화를 선포 좋은 소식을 가져다 사람들의
발이,,,,, 어떻게 산에 아름답다 "상태 아름다움의 하나님의 표준, 진정한 아름다움은 그 사람에
반영됩니다 ...
• 좋은 소식을 가져다줍니다
• 평화를 선언
• 좋은 소식을 전하러
• 구원을 선포
• 시온으로 말해, "당신의 하나님 장악한 '
숙녀 다시 목록을 읽고 즐거워. 이것은 진정한 아름다움이있다. 하나님, 마스터와 우주의 사령관,
좋은 소식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지고 사람 아름다운 사람으로 전망 (통일을 촉진하고
다툼을 억제) 평화 선언, 좋은 소식을 (주 좋은 소식과 정보) 가지고 (구원을 선포 주님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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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백하고 예수님을 다른 사람에게 그리스도를 제공하는) 시온으로 말하자면, "당신의 하나님
군림"(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주권임을 선언, 그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진정한 생활 하나님의). 이런
일을 할 여자는 영원한 아름다움을했습니다. 그들의 아름다움은 연령에 관계없이 버티고 또는
시간의 효과. 그건 사실이 아름다운 것이기도하고. 그것은 우리가 수있는 모든 열망 아름다운
것이기도하고. 더 나은 여전히, 그것은 은행에 휴식하지 않습니다 미인이야!

그러므로 아름다움 regimens 오늘, 아가씨를 업데이 트합니다. 좋은 소식을 가져 구원을 선포하고
하나님이 주권입니다 선언, 평화를 선포, 좋은 소식을 전파 시작합니다. 그리고 당신이 진짜로 적을
화나게하려는 경우, 당신이 알고있는 용인하고 멋진 여성의이 멋진 '아름다운 비밀'공유!

행운을 비네, 하나님의 아름다운 사랑 여성.

평화와 축복.

엘레 베일리

(C) 2011 엘 베일리. 모든 권리 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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