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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와우

성경 : "네가 내 가르침을 잡고 있으면 정말 내 제자입니다. 그럼 당신은 진실을 알고 것이며, 진리
(요 8:31-32 NIV) "당신을 자유롭게합니다.

불편한 진실
(An Inconvenient Truth)

2006 년 다큐멘터리, 불편한 진실은 엄청난 성공을했습니다. 전 부통령 앨 고어에 의해 슬라이드 쇼
프레 젠 테이션을 기반으로 영화, 박스 오피스 - 다큐멘터리 엄청난 위업에 약 5,000 만달러
받았습니다. 또한 세계적으로 중요한 평가를 수상하였으며 그 창조자하기위한 두 아카데미
시상식을 받았습니다. 영화는 기후 변화, 특히 지구 온난화, 지구에 미치는 영향 종종 논란의
주제를 해결합니다. 논쟁 집어치우고, 영화, 불편한 진실의 제목은 흥미있는 포인트 진실을 제시
시간에, 불편 추한하거나 불편할 수도 있습니다. 다른 시간대에서, 사실은 상처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성장과 개선을위한 기회를 만들기 때문에 그러나, 항상 진실은 수익성이 높습니다.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우리는 경제적 불확실성의 일부에 위험한 시대에 살고있어, 범죄, 전쟁과
사회 ills의 개수에 의해 부분 인치 더 위험, 아마도 사람들이 진실을 향해 점점 더 적대적 될 때
우리가 시간 속에 살고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특정 날에는 진실은 멸시하거나 거부 반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진실을 말하고 감히 자들 maligned되고 ostracized 난다고. 그건 사실입니다. 잘
생각해보세요. 요즘 성직자 회원 진실을 말하기위한 비판 하죠. 정치인은 진실을 말하기 위해
censured 하죠. 미디어 성격은 진실을 말하기 위해 해고 당했어. 그리고 entertainers은 진실을
말하기 위해 블랙리스트에 갇혔어요. 당신이 그들에게 진실을 말한다면 마찬가지로, 개인적인
관계에 어떤 사람들은 화낼. 당신이 그들과 함께 진실을 공유하는 경우 기타 원자로 붕괴되어
있습니다. 당신이 그들에게 진실을 말하는 용기 있으면 그래도 다른 사람들은 당신과 화낼.
"가려움증의 귀를"의 개념은 새로운 아니다. 사실, 그것은 디모데에게 사도 바울의 두 번째
편지에서 참조있어. 남자들이 소리 교리 참지 언제 "시간에 올 것이다. 대신, 자신의 욕망에 맞게,
그들 주위에 그들의 가려움증의 귀를 듣고 싶은 말은 선생님의 수많은 "(II 팀. 4시 3분 NIV)를
수집합니다. 정도, 우리는 이전에 설명한 시나리오에서 해당 개념의 증거를 참조하십시오. 점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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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들은 그들이 장기적으로 그들에게 훨씬 더 이익입니다 진실을 듣고 싶은걸 반대로 듣고 싶은
그들에게 말할 것이다 사람과 자신을 둘러싼있다.

하나님의 여성, 우리는 아픈 똑같은 함정에 빠질 여유가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 책임이 진실을
추구하고 우리 믿음의 운동으로 서로에게 진실을 이야기 둘 수 있습니다. 야고보, 예수님의 형제가,
동료 신자에게 그의 편지에서만큼 말했다. (그는 "누구든 자신의 방식으로 오류로부터 죄인를
외면하는 것은 죄악 수많은 걸쳐 죽음에서 그를 저장하고 다룰 것입 둘 중 하나가 진실에서
방황해야하고 누군가 그를 다시 데려올해야한다면 나의 형제 자매 여러분,이 기억 '썼다 제임스
5:19-20 NIV). 사건이되는 것은, 자매 예전 시즌의 계절 밖에서 진실을 말하는 걸. 맞습니다, 책망 큰
인내와주의 교육 (II 팀. 4시 2분)로 바랍니다. 같은의 수신기라면 마찬가지로, 정상적으로 받아
들였습니다. 기억해, 지혜는 지시를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바보는 (Prov. 10시 8분, Prov. 10시
23분, Prov. 12시 15분)을 멸망 올 것이다. 내 가르침을 잡고있다면 마지막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말한대로, "당신은 정말 나의 제자입니다. 그럼 당신은 진실을 알고 것이며, 진리 (요
8:31-32 NIV) "당신을 자유롭게합니다.

축복한다.

엘레 베일리
Elle Bail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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