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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oW Nation 

 
국가 와우 

 

 

지붕 보스 

(Undercover Boss) 

 

 

성경 :; 내가 그들의 슬픔을 아는 위해, 그리고 주님이 반드시 이집트에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보고, 

그들의 taskmasters을 이유로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었어야했다 그리고 나는 손을 밖으로 전달하기 

위해 내려와하고 이집트에서, 그리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너희, 좋은 토지와 대형들에게 그 

땅에서 그들을 들고 나와서 ... (Exo. 3:7-8 KJV) 

 

 

히트 TV에서 '지붕 보스 "기업 경영진 돈의 변장과 그 직원의 성능을 관찰하고 그들의 기업의 

다양한 부분에서 작업을 평가하기 위해 조직에 위장이 표시됩니다. 그것이 윗사람에게 참호에서 

자신의 시간 동안 자신뿐만 아니라 그들의 직원에 대해 배울 수있는 기회를 제공로서 경험은 대개 

유용합니다. 경영진의 대부분은 그들의 사업 '운영을 개선하기 위해 얻는 통찰력을 사용합니다. 

위장하면서 그들이 만나는 선택받은 소수 직원의 기쁨으로, 윗사람의 대부분은 삶의 경력이나 

품질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되는 개인적인 도움을 일종의 그들을 제공할 수있는 기회를 

사용합니다. 또한 직원들에게 안도의 척도를 제공하는 동시에 그것이 비즈니스 리더에게 현실의 

건강한 복용량을 제공하기 때문에, "지붕 보스 '와 국제적인 판,"해외 지붕 보스는 "전세계 팬들의 

군대를 받았습니다. 

 

 

위장 대장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은보고를 다 알죠. 그는 항상 그의 아이들의 삶에 존재입니다. 테마 

성경에 의해 입증으로 아무것도 그의 관심을 기약 없습니다. 그 안에는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이집트에서 노예의 400 년 이상 동안 고생하신 불의와 학대의 직접 모든 행위를 목격했음을 

모세에게 나타냅니다. 그리고 그는 만행을 목격한 것처럼, 그는 또한 자신의기도를 들으시고 

그들의 눈물을 본적이있어. 신실한 하나님과 그분이 것이 아버지 실질적인 웰빙, 그는 개인적으로 

자신의 구출에 와서 것을 약속드립니다. 또한, 그는 자유와 풍요의 장소로 속박의 장소에서 그들을 

제공함으로써 그들의 신실 보상 것을 약속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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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라엘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자녀 모두가 축하 행사에서 다른 사람의 손에 억울하게 고통 

수도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이 억압은 고용주가있을 수 있습니다. 다른 경우에는 tormenter는 

정부 기관이나 당국에서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경우에 박해자 상대, 이웃이나 

친구가되어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상황, 하나님이보고 모든 걸 다 알고 것을 기억 하여라. 그는 

모든 모욕, 모든 불의하고 다른 사람의 손에 고통을 겪었으니 모든 학대를 포함하여 귀하에 관한 

모든 것을 날카롭게 알고 있습니다. 그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마찬가지로, 그는 정해진 시간에 너를 

구할 것이다. 더 나은 여전히, 그는 당신을 보상합니다. 

 

 

그것이 도전 수 있지만, 주님을 기다립니다. 그는 충실한 것입니다. 어느 순간 고통에도 불구하고 

성실과 하나님에 초점 남아 있습니다. 기억하세요, 궁극적으로 그는 고용주입니다. 그토록 

고귀하게 오래오래. , 이스라엘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사실 증명 않을 수 있도록 서비스 훈장을 

수여합니다. "당신이 뭘하든, 당신이 보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상속받을 수 없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없는 사람을 위해, 주님 근무로 모든 마음으로에서 작동합니다. 그것은 당신이 제공하는 

주님 그리스도 "(Col. 3:23-24 NIV)입니다. 

 

 

축복한다. 

 

 

엘레 베일리 

Elle Baile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