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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WoW Nation 

 

성경 : "그것이 당신에게 부를 생산하는 능력을 제공 그가입니다 그래서 오늘대로 그가 당신의 

조상에게 맹세 그의 언약을 확인을위한 그러나, 주 너희의 하나님을 기억 해요."(Deut. 8시 18분 

NIV) 

 

 

소녀 전원 (Girl Power) 

 

 

팝 슈퍼스타 비욘세는 최근 솔로 가수로 그녀의 네번째 CD를 발표했다. , 공중파, "여자를 (누가 

세계를 실행)"히트하는 첫 싱글은 빠르게 십대와 '십대 초반의 소녀 세트 사이의 국가가되고있다. 

가사의 샘플은 다음과 같습니다. 

 

 

아이 당신은 그것을 사랑하는 거 아시죠? 

우리는이 수백만을 할 수있을 정도로 충분한 똑똑 방법 

아이들을 베어 정도로 강력한 

그렇다면 기업에게 돌아갈 

 

내 설득력이 나라를 구축할 수 

끝없는 권력 

우리가 삼킬 수있는 우리의 사랑 

당신은 날 위해서라면 뭐든지 할거야 

 

 

노래 성공, 교육 젊은 여성의 미덕을 축하 있지만, 앞으로의 일을 생각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스도 인으로서 우리는 하나님 께서 우리의 힘이 나오는 소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는 우리에게 둘 다 일을하고 부를 얻을 수있는 능력을 제공합니다. 가수 또는 교사, 

여배우 또는 우주 비행사하든 우리의 기술과 자원의 주님에서 왔어요. 사건되는 즉, 그것은 명예 

때문에 어디에 명예를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것은 기회가 생산 그들을 사용하는에서도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가 우리에게주는 선물에 대한 그의 이름뿐만 아니라 축복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중요한 그것이 우리의 강도, 부와 권력의 원천으로 하나님을 인정하는 등, 그는 우리에게 이러한 

축복을 준다고 이유를 이해하는 것도 중요 그거야. 비욘세의 노래 가사는이 점에서에서 자리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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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습니다. "내 설득력이 나라를 만들 수 있습니다."그것이 전적으로 사실이기 때문에 그것은 

강력한 진술의. 설득력있는 단어 가진 여자도 다른 여자를 구축하거나 땅에 그들을 박살. 

설득력있는 행동이있는 여성은 어느 위대한 업적 또는 중대한 무능으로 사람을 이동할 수 

있습니다. 설득력 영향력을 가진 여자 아이들과 다른 위대하거나 실패하거나 영감을하실 수 

있습니다. 효과에 설득의 여성의 선물은 순수한 의미에서 그녀의 능력이다. 따라서, 그것은 

현명하게 그 힘을 사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그의 왕국을 사전에 수 있도록 궁극적으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힘을 준다. 우리가 여기 지구에 신자의 나라를 만들 수 있도록 우리에게 설득의 

파워를 제공합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접근할 수 있도록 마찬가지로, 그는 우리에게 자원과 

영향력을 제공 그분께 -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다른 사람을 가르치고, 가난과 함께 

재료의 제품을 공유하고, 배고픈 먹이를, 환자 등 도움 우리가 다른 사람과 공유할 게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종류의 축복을 제공합니다. 다른 사람과 우리의 축복을 공유함으로써, 

우리는 그리스도를 위해 그들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리스도를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함으로써, 

우리는 지구에 그의 왕국을 건설하세요. 그 결과 하나님의 욕망의. 그게 우리의 신념은 나라를 만들 

수있는 방법입니다. 

 

 

아프리카 속담 상태는, "당신은 사람을 교육하는 경우, 당신은 개인을 교육. 당신이 여자를 

교육하면 국민을 육성. "민족 교육을 위해 부분을 마십시오. 나라를 건설하도록 설득을 

사용합니다. 세계 여자를 실행! 그러나 단지 하나님을 위해 실행하는 좋은을 위해 실행하지 

마십시오. 

 

 

축복한다. 

 

 

엘레 베일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