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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oW Nation
국가 와우

차지하다
(Occupy)

성경 :

군중은 예수님 께서 말씀 하셨다 모든것을 듣고되었습니다. 그는 예루살렘에 근접했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 시작할 것이라는 인상을 수정하는 이야기를 말했다. 그는 귀족은 왕 후
수익을 선정한다 먼 제국으로 떠나라고했다 "고 말했다. 그가 떠나기 전에 그는 함께 열 신하 전화
그가없는 동안 그에게 투자하고 그들에게 은화 십 파운드를 주었다. 그러나 그의 사람들이 미움을
사람들은 그를 그들의 왕이되고 싶지 않았던 말 이후 그와는 대표단을 보냈다. "그는, 그가 돈을
주신 누구에게 하인으로 불리는 왕이 반환합니다. 그는 그들이 돈을 그들의 이익이 무엇
이었는지에 버렸다 는걸 알고 싶었어. 원래 금액으로 열 번 정도 - 첫 번째 하인은 엄청난
이득을보고! '잘했어!' 왕은 외쳤다. '당신은 신뢰할 수 하인입니다. 당신에게 나는 위탁 약간과 신실
있었 있으므로 보상 등 열 도시의 주지사가 될 것이다. ' "다음에 하인도 좋은 이득보고 -. 다섯 번
원래의 금액을 '잘했어!' 왕이 말했다. "당신은 5 개 도시 이상의 총독이 될 수 있습니다. ' "하지만
세번째 종은 다시 돈이 원래 금액을 보냈고 난 그것을 숨긴하고 안전하게 보관 '고 말했다. 당신이
처리하기 어려운 사람이기 때문에, 두려워 했어요 아니란 것만 얻고 당신이 식물 아니 성과를
거두게. ' " '너는 악한 하인!' 왕은 큰소리로 으르렁. '하드, 내가? 당신이 나에 대해 많이 알고 내가
얼마나 힘든, 왜 넌 그렇게 나는 적어도 약간의 관심을 얻을 수 은행에 돈을 입금하지 않았 으면?'
그렇다면 인근에 서 다른 터닝 것은 국왕의 명령에 따라, '이 하인으로부터 돈을 가지고, 가장 많이
얻은 사람에게 그것을 제공합니다.' "그러나, 주인이, '그들이 말한'그 하인은 이미 충분히있다! ' "
'예'왕은 대답 하였다 '그러나 그들은 주어진 상황을 잘 사용하는 사람들에게 더욱이
주어집니다.하지만, 부정한 자들로부터, 작은 놈들은 도망도 어떤 저장하게됩니다했습니다.
그리고 지금의 이러한 원수에 대한 내가 그들의 왕이되고 싶지 않아 내 -. 그들을 데려와 내 앞에서
바로 그것을 실행할 ' "(눅 19:11-27 NLT)

그것은 2011 년 전 세계 항의하고 불안 정한 연간로서 역사에 길이 남을 것입 가능성이 높습니다.
의심의 여지가없이, 시민적 불복종의 물결을위한 촉매제가 아랍 봄 - 튀니지, 이집트, 리비아와
아랍 세계의 다른 부분의 전력에서 부패한 독재자와 통치자를 강제 역사적인 봉기였다.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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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반에 걸쳐, 사람들은 정치 부패, 실업, 빈곤과 인권 침해를 포함하여 문제를 통해 항의의
거리로했다. 그리고 중동에 걸쳐 풀 스윙에 항의와 함께 서구 세계는 메모를했다. 머지 않아 반군의
공격적 밴드는 미국의 사회 경제적 불평등에 항의하기 위해 뉴욕시의 거리로했다. 뉴욕의 시위는
"월스트리트를 점령"이라고했다. 그리고 전국 각지에서 확산 불안의 뉴스로, 사람들은 시카고,
애틀란타, 로스 앤젤레스와 워싱턴 DC와 같은 도시 meccas의 거리로했다. 이하 시위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스페인, 그리스, 일본 등 먼 곳으로 확산 "점령"운동으로 알려져되었습니다. 격동의
경찰과 언론과 열정적인 충돌이 가라 앉 않았지만, '점령'운동의 잔여가 운영중인 세계의 사회
경제적 평등을위한 싸움에 헌신적 남아있다.

저항과 마찬가지로, 예수님은 그의 추종자 점유-하도록 잡고 또는 그의 돌아올 때까지오고 킹의
자원을 제어하는 유도하는 비유를 사용했습니다. 테마 성경의 주요 텍스트의 일부 번역이 여기에
표시됩니다.
- "그리고 그는 자신의 열 신하라고, 그들를 열 파운드 전달하고, 그들 하셨다, 내가 올 때까지
꼽힙니다."(눅 19시 13분 KJV)

- 그래서 그는 그의 하인 십에게 전화해서 그들를 열 미나스했다. '내가 돌아올 때까지.'가
작동하려면이 돈을 넣고, '그는 말했다 (눅 19시 13분 NIV)

- 그의 하인 열개 전화, 그가 그들를 열 미나스 준, 그리고 그들에게 말씀 하셨다, '내가 올 때까지
업무에 종사. "(눅 19시 13분 ESV)

- "그리고 그는 노예 십라고, 그들를 열 미나스을주고, 그들에게 말씀 하셨다 '는 내가 돌아 올
때까지 이걸로 사업을 해.' (눅 19시 13분 NASB)

- 그는 그의 하인 십에게 전화해서 그들를 열 동전을 주었다. 그는 "내가 돌아올 때까지이 돈을
투자. ', 그들에게 말씀 하셨다 (눅 19시 13분 ISV)

구문은 다음 한 번역에서 차이가 있지만, 일반적인 메시지는 동일합니다 : 그 반환 때까지 왕의
업무를 처리합니다. 그것은 주님의 모든 기독교에 대한 말이군요. 그는 반환 때까지 우리 주님과
구주의 업무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당신이 주신대로 하나님 뜻 그리스도의 자매는 그의 나라에게
이익이 될 수 있도록 그것을 사용합니다. 그는 당신에게 주어진 일이 있든지간에 영적 은사, 재능,
기회 또는 자원 왕국 의제의 발전을 위해 그들을 사용합니다. 하나님 께서 당신을 배치했습니다
어디까지 그를 영광과 그리스도의 추가로 발생하는 위치를 사용합니다. 그는이 올때까지 한마디로
꼽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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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신이 뭘하든, 숙녀는 자신의 리소스에 개최 세번째 하인의 실수를 반복하지 않습니다. 그의
활동이 없으면 어떤 방법으로 왕을 도움이되지 않았다. 그는 주인을 위해 일을 잘 할 수있는 기회를
써버 렸지. 따라서 왕이 매우 하인 화가되었다. 그의 실수로부터 배우기.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국왕의 업무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작업 언제, 어디서 그리고 응보의 하루가 도착했을 때, 당신은
단지 보상을 받게 있도록 수있을 때까지는. (Matt. 25, 당신은 주님 께서 "내가 와서 많은 것을
되다니하고 네 주인의 기쁨을 공유할 것이다.! 잘했다, 훌륭하고 충실한 하인 당신은 몇 가지가있는
신실한되었습니다 '"라고 들어야 할거야 : 23 NIV)

축복한다.

엘레 베일리
Elle Bail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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