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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oW Nation

국가 와우

성경 : "피부를위한 스킨!" 사단은 대답 하였다. "사람은 자기 자신의 생명이 모두를 제공합니다.
그러나 손 스트레칭과 자신의 살과 뼈를 공격, 그는 반드시 당신 얼굴을 저주합니다 것입니다."
주께서 "좋아, 그럼, 그가 당신의 손 안에 있습니다,하지만 당신은 목숨을
아끼지해야합니다."사탄에게 말씀 하셨다 그래서 사단은 그의 머리 위로 그의 발바닥에서 통증
염증과 주님과 희망없고 구인의 존재에서 나갔다. 다음 작업은 깨진 도자기 조각을 가져다가 그
유골들 사이에서 앉았다으로 자신을 긁힌것. 그의 아내가 그에게 말했다, "당신은 여전히 귀하의
무결성에 들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어!" 그는 "당신은 어리석은 여자처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문제를 하나님으로부터 좋은 수락, 그리고할까요?"라고 대답 모두에서 작업 그
말대로 죄를 지을하지 않았다. (욥기 2:4-10 NIV)

친구 친구 드라이브 술에 못하게
(Friends Don’t Let Friends Drive Drunk)

몇 년 전, 교통의 미 국방성 및 광고 협의회는 가장 인기 미국인들이 음주 운전에 대해 생각하는
방식을 변경하는 캠페인 "친구들이 음주 운전을하지 마십시오"만드는 세력에 합류했습니다. 국도
교통 안전 행정의 홈페이지 (NHTSA 지명 운전자 프로그램)에 게재된 정보에 따르면, 캠페인은
미국인의 80 % 이상에서 효과가있다는 캠페인의 일환이에요 공공 서비스 발표 중 하나를
보거나들은 것에보고합니다. 그리고 미국인의 약 80 %가보고 음주 운전 중에는로부터 한 친구를
막기 위해 조치를 복용하거나 사랑 했어.

친구가 음주 운전 중에는부터 사랑하는 사람을 방지하기위한 책임이 것처럼, 그들은 또한
자신이나 다른 사람에게 해로운가 될 수있는 다른 행위에 종사에서 사랑하는 사람을
방지하려고하는 책임이 있습니다. 적절한 비유, 구인 구직. 그가 사탄에 의해 시도되고 있기 때문에
본 연구를위한 테마 성경에서 작업은 정말 혼란스러워했습니다. 그는 건강, 아이와 그의 재산을
잃었지. 그리고 그 당시 그는 모든 사람들의 가장 필요한 편안함과 현명한 조언을, 구인 구직의
아내는 그에게 상상할 수있는 최악의 조언을 주었을 때. 그녀는 하나님과 다이 (욥기 2시 9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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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주하라고 촉구했다. 그는 의로운 그대로 다행히, 구인 구직은 잘한 일이었다. 그는 그녀의 바보
같은 발언을 기각 하나님 (대 10)에 충실하게 남아 있어요. 그의 변함없는 신실 들어, 하나님은
복원된 건강, 더 많은 어린이와 증가 부를 (욥기 42:10-17)와 함께 작업을 보상.

불행히도, 부인 작업의 사건은 고립된 사건이 아니다. 지금까지도, 친구 및 사랑하는 사람 아직도
가끔 잘못 조언을 제공합니다. 예를 들어, 아는 사람은 우리가 그녀의 결혼에 대한 마리아의 불만에
대한 응답으로 그녀를 주신 한때되어 여자 친구가, 우리는 "레아"를 전화 할께 조언을 저와 함께
공유 "마리아"를 전화 할께. 마리아에 따르면, 레아는 "내가 뭘 어떻게해야 그녀에게 조언. 나가에
가서 바람을 가지고. "발언을 듣고시, 나의 초기 생각들이 그의 아내에 대한 응답으로 작업의에
매우 유사했다. 이것은 어리석음 어떤입니까? 나는 한마디도 안하지만, 그게 마리아 나에게
이야기를 중계로 생각했 생각했습니다. 나는 즉시 그것이 뭔지-어리석음에 대한 소위 조언을
인정하면서 그녀가 그것을 고려 것처럼 그리고, 마리아는 실제로 보였다. 그녀가 실제로 레아의
지휘를 따라 수도처럼 그녀가 보였다. (Ugh!) 마리아의 유효 기간, 바람을 건의에서, 레아는 다음
작업을 수행하는 그녀의 친구를 통보했다 :

•
•
•

그녀가
그녀의
결혼식에
하나님과
함께
만든
것을
서약을
경멸받는 그녀의 남편, 그녀는 다른 사람들을 버리고하겠다고 선언
그녀의
인생으로
죄와
모든
해로운
결과와
영향을

욕되게하기
뛰게 사람
초대하려면

너무나 친절한 조언. 그 시나리오가로 방해로서, 다시, 그것은 고립된 사건이 아니에요. 잘못된
조언이 풍부. 그것은 TV와 라디오 파도 통해 자유롭게 방송할있어. 그것은 디지털 방송 신호를 통해
워프 속도로 전세계에 전송있어. 그것은 물 쿨러 주변이나 직장에서 휴식 실에 적절하고있어.
그것은 헤어 살롱과 해안에서 해안까지 로커 룸에서 공유되고있어. 그것은 심지어 광택 잡지,
베스트 셀러 서적으로 인쇄되고있어. 아마도 내가 늦게으로 본 것이 잘못된 조언 최악의 발병률은
인기있는 웹사이트를 포함합니다. 사이트에서 실제 슬로건과 태그 라인은 다음과 같습니다
슬로건 :

"인생은 짧습니다. 바람. "
태그 라인 : "부정에서 가장 인정 이름입니다. 마찬가지로 필 박사님, 타이라, CNN,보기, 엘렌, 래리
킹, 굿모닝 아메리카를 발견한 사람이되었습니다. "
"우리는 가장 인정과 평판 혼외의 관계 회사입니다. 우리 결혼 데이트 서비스 작동합니다. 우리는
부정 행위 파트너를 찾기위한 가장 성공적인 웹사이트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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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에 표시된 정보는 웹 사이트의 홈 페이지에서 그대로 복사되었습니다. 어 리석음에 대해 이야기,
그 진술은 Merriam-웹스터의 온라인 사전이 부조리, brainlessness, 막무가내, 어리석음, 저능,
정신병, 광기, 광기, 치기, 시시한과 witlessness 같은 단어로 equates 어리석음의 축도입니다. 그
unflattering characterizations들은 레아 부부 직장에서 조언의 경우에 익명으로 웹사이트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적합합니다. 이유는 무엇입니까? 때문에 죄악에 세 가지 소스 결과에서 자문. 그
충고의 조각의 유효성 또는 유용을 결정하는 한 쉽고 빠른 방법입니다. 최종 결과가 죄가있다면
신성 모독에서와 같이, 우상 숭배, 간음, 간음, 부정직,기만, 도난, 가십, 중독증, 살인과 같은, 즉시
관계없이 소스를 닫습니다. 최종 결과는 죄가 즉시 그것을 취소하는 경우 그 부모, 배우자, 상사,
목사님이나 선생이든, 사실이 남아 있습니다. 단지 그것을 해고, 그것을 접대하지 마십시오. 그게
정확하게 무엇이 작업했고 그건 우리가 그리스도해야 할 일은 정확하게. 결국, 현명한 사람과 걷는
그는 현명한한다 :하지만 바보의 동료가 (Prov. 13시 20분 AKJV) 파괴되어야한다.
그것이 무모한 조언을 거부하는 것입니다로서 중요한로서 그것을 분배 피하기 위해 마찬가지로
중요합니다. 친구가 친구 드라이브가 술에 취해 못하게 것처럼, 기독교 친구들은 다른 기독교인
친구들이 의도하고 기꺼이 죄악에 들어갈 것을 권장하지 않습니다. 그건 사실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형제와 자매의 파수꾼입니다. 이런, 우리가 고의적으로 자신에게 또는 그리스도의 원인
(필자의 오호. 10:32-33)에 해로운 수도 행동에 종사에서 서로를 지키려고 노력하는 책임이
있습니다. "언제", 말할 때는 알아요. 울다 때 웃음 때를 아세요. 한탄을하고 춤을 출 때인지 알 수
있습니다. 이야기하고 (Ecc. 3:1-8) 침묵을 유지하기 때인지 알 수 있습니다. 즉, 네 자리를 선택하고
선택하는 방법을 알아요. 또한 삶과 죽음의 권세는 혀 (Prov. 18시 21분)에 있음을 기억 해요. 현명
자, 휘두르다 당신의 힘을. 당신이 행동하기 전에기도하고 말하기 전에 생각합니다. 그리고 당신이
다른 사람, 올바른, 견책으로 참여하며 큰 인내와주의 교육 (II 팀. 4시 2분)으로 그들을 격려 않는
경우. 자신있게 아직 납치 사건 당신은 심판의 날 '에 관해 모든 유휴 (부주의) 단어 (Matt. 12시
36분)에 대한 계정을 제공해야한다는 것을 잘 알면서 sinfulness에 대한 정의와 죽음에 생명을
말한다.

축복한다.

엘레 베일리
Elle Bail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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