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omen of Worth | Word for the Week

WoW Nation

국가 와우

성경 : "누구도 넌 나를 비교 혹은 누가 내 동일 것인가??" 성령 하나는 말합니다. 눈을 들어서
하늘을 쳐다보 아라 : 모든 이들을 만든 누구? 그는 누구 별이 빛나는 호스트에게 하나씩 끄집어
내긴 및 이름으로 그들에게 각각 호출합니다. 그의 위대한 능력과 강한 강도가 아니라 그들 중 하나
때문에하는 것은 없습니다. 왜 "내 방식이 주를 볼 수만있다면, 내 임무는 세상에 의해 무시되고", O
야곱을 말하고, 그리고 불평, 이스라엘아합니까? 당신은 몰라? 당신은 못 들었나? 주께서 영원한
하나님, 땅 끝까지의 창조주입니다. 그는 피곤하거나 지친 성장, 그의 이해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되지 않습니다. 그는 지친에게 강하게하고 약자의 능력을 증가시킵니다. 비록 젊은이들이
피곤하고 지친 성장, 그리고 젊은이들이 우연히 발견하고 붕괴, 그러나 주님 안에서 희망 사람들은
그들의 힘을 갱신됩니다. 그들은 독수리처럼 날개를 펴고 비행을 것이다;들이 실행되고 지겨워져
아니라, 그들은 걸으면서 현기증이 없습니다 "(이사야 40:25-31 NIV) 것입니다.

나는 당신이 춤추는 희망 (I Hope You Dance)

당신이 아직도 작게 희망
당신은 바다로 만세 반석
하나의 문이는 닫을 때마다 한 번만 더 열립니다 바란다
나에게는 믿음에게 싸우는 기회를 줄게 약속해
- 티아 Sillers 마크 샌더스

오늘날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통해 희망 일부는 구하기가 힘들 수 있습니다. 우 리 들중 많은
영향을 미치는 스트레스의 목록은 결코 - 결말 - 불황, 우울증, 재정 부담, 건강 문제, 사역 문제, 봉사
활동, 업무 관련 문제, 실업, 불완전 고용, 노화 부모, 잃어버린 남편, 망나니 자식이 될 것 같습니다
등등. 때로는 그것의 무게는 더욱 주님의 가장 충실한 신하와 열렬한 신자를 위해 지독 보일 수
있습니다. 당신이 책임의 무게로 고투하고 있고 수건을 던지는 기분면, 믿음에게 싸울 기회를
주겠다고 약속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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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 음악 스타 리 앤 Womack의 팬들은 마지막 줄에뿐만 아니라 위의 구절을 인식합니다. 라인
Womack의 멀티 플래티넘 출신, 차트 - 토핑 히트, "나는 당신이 춤추는 희망". 그래미 수상 경력에
빛나는 노래가 사는 그들이 우리 모두에 공통적으로 위험, 장애, 도전과 설정 등과에도 불구하고
완전한 삶을 너무나 사랑하는 청취자를 고무. 아마도 모든 노래의 가사 중 가장 신랄한 위의 표시된
처음 두 라인이며, "난 당신이 바다로 섰을 때 아직도 작은 생각하길 바래." 왜 그렇게 중요 이러한
가사가? 그들은 바다를 만든 한 청취자의 관심을 돌려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성부는 지구
표면의 이상의 70 %를 커버 다섯 대양을 만들어 낸것, 그는 그의 손 *의 중공에 바다 물을 모두
3,500,000 평방 마일을 측정했습니다. 이사야 40:12 주, "누가 그의 손에 빈에 바닷물을
측정하고있다, 또는 그의 손을의 폭을는 하늘을 해제 표시로? 누가 바구니에 지구의 먼지를
개최하거나, 균형 저울과 언덕에있는 산들의 거구했다? "이미지 수 있듯이 (NIV), 우리의 하나님이
큽니다. 그는 그분에 비해 너무 큰 일이 바다 같은 우리의 문제는, 조금만 있습니다.

당신이 인생의 도전하거나 책임의 무게에 의해 overburdened 느낄 때, 자신의 문제에서 해결책,
하나님께 당신의 포커스를 이동. 당신의 마음을 회복하고 그분의 믿음을 좋아지게하고 그의
이력서를 검토합니다. 본 연구를위한 테마 성경은 그분의 자격 및 업적 중 몇 가지를 보여줍니다.

• 삼위 일체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도 동등이 없습니다
• 그는 천국을 만든
• 그는 별이 빛나는하는 원인
계산하는 사람에 대한 너무 많은 별들이있다 • 있지만, 그는 그들의 각각 이름으로 부른다
그들 중 하나도이 없거나 있도록 • 그는 모든 별을 격려
• 그는 영원한입니다; 그는 죽지 않을거야
• 그는 지구의 끝에 만들어
• 그는 (그가 잠들지 않는 경우에도) 피곤하거나 지친 성장하지 않을
• 그는 똑똑까지 살았고 똑똑한 사람보다이거나, 적 (그 모든것에 대하여 모든걸 알고있는) 살
것이다
• 그는 약자에 지친 및 전원에게 강하게

그 같은 참고 문헌을 통해 반드시 하나님 한꺼번에 골치 아픈 문제들을 처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을 시도하고 그를 믿습니다. 자신에게 오늘 하나님께 당신의 문제를 제공하여 휴식을주세요.
당신이 할 후, 춤. 춤을 이번에 빠져하지 마십시오. 춤과 하느님을 찬양 (Psa. 150:4). 그리고 아무도
같이 춤 지켜보고있다. 인기있는 표현이라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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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신이 돈이 필요하지 않아요처럼 작동,
당신이 상처받지 않을 테니까요처럼 사랑
아무도 듣기에 있는것처럼, 노래
, 지구상에서 그것이 천국처럼 라이브
그리고 아무도 같이 춤 지켜보고있다.
- 작성자 알 수 없음

국립 해양 및 대기 관리 웹사이트 (http://www.noaa.gov/ocean.html) 당 * 통계

축복한다.

엘레 베일리
Elle Bail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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