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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경 당신은 나의 가장 깊숙한 곳의되고를 작성을 위해, 당신이 내 어머니의 자궁 같이 날 짜다.
나는 몹시하고 멋지고 만든이기 때문에 당신을 칭찬, 당신의 작품은 훌륭한, 난 잘 그 전체를
알아요. (Psa. 139:13-14 NIV)

아름다운 (Beautiful)

몇 년 전에, 그래미 상을 수상한 크리스티나 아길레라는 "아름다운"라는 히트 싱글을 기록했다.
그것을 통해 작곡가는 특히 젊은 여성, 하나님의 젊은 여성에 적용 정서를 표현.

나는 그들이 뭐라고하든간에 아름다운 아니야
말로는 나를 쓰러 뜨리 수 없습니다
난 매일 방식으로 예쁘
그래, 말은 나를 쓰러 뜨리 수 없습니다
그럼 오늘 나를 망가 뜨 리지 말아요
• 린다 페리에 의해

그것은 강력한 메시지와 자기 혐오 또는 유해 행동으로 이어 오늘은 젊은 여성들에게 판매는지의
정도를 고려 적시 하나. 하지만이 가사를 보낸 작가는 진정한 아름다움 사이에서 유래 알아. 그것은
하나님의 모든 자녀 깊숙한 자리잡고 있습니다. 그는 혼자서 그 이유로 아무도 우리에게서 그것을
빼앗아 갈수 없어, 거기에 자신을 넣어합니다.
그가 139번째시를 보낸 때 왕 데이비드 비슷한 계시를했다. 당신이 내 가장 깊숙한 곳의되고를
만들었을 위해 그것에서, 그는 "쓴, 당신은 내 어머니의 자궁 같이 날 짜다. 나도 훌륭하게 만들어
두려운이고 때문에 당신을 칭찬, 당신의 작품은 훌륭한 있으며, 그 모든 잘 "(Psa. 139:13-14 NIV)을
알아요. 킹 데이비드는 하나님 께서 그분의 기쁨을 맞게 그를 형성된 것임을 깨달았다. 그의 작곡
하나님 기쁘게 신체적인 외모에 대한 모든. 다윗이 하나님이 안팎으로 그를 아는 것을 실감하고,
그가 그를 사랑했을 때 똑같이, 데이비드는 즐거워. 그는 하나님을 칭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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킹 데이비드와 마찬가지로, 당신은 너무 두려운하고 멋지고 만들어집니다. 번역, 하나님은 미술의
훌륭한, 아름다운, 멋진, 훌륭한, 특별한 독특한 작품으로 여러분을 만드는 큰 관심과 특별한
관심을했습니다. 당신을 하나님의 솜씨는 놀라운과 완벽한 있습니다. 완벽에 개선하기위한
노력보다는, 당신이 그대로되는 작품을 사랑하고 감사하는 배웁니다. 결국, 하나님은 그분의
기쁨을합니다 (인간의)에 맞게을 만들 었지. 그것은 그가 당신에게 아름다움뿐 아니라 지능, 선물
패키지를 완료하는 데 재능을 준 의미합니다. 귀하의 모든 다른 사람의 배제로되는 한 측면을
흥분시키는하지 마십시오. 대신, 우량의 충만한 감사로 배웁니다. 그는 네 어머니의 자궁 같이
당신을 짜다 때 하나님이 당신 안에 묻혀 졌던 것으로 자원의 방대한 재산을보십시오. 당신은
하나님 께서 당신이 효과적으로 재능, 능력과 자원을 모두 활용 배울 때 당신을보고하고
자신을보고 배울 때, 하나님 께서 당신이있는 선물을 통해 세계에 주신 그 사실 아름다움과 재능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당신이 제공하는 모든 것을 깨닫게되면, 다른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고, 존경,
가치를 사랑하고 당신이 그대로 자신을 감사 때 다른 소송을 수행합니다.
하나님은 세계의 아름다운 여자의 모든 축복이 있기를.

엘레 베일리

(C) 2011 엘 베일리. 모든 권리 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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