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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WoW Nation 

Y -와 민족 

 

 

성경 :. "다시, 그가 또다른 두명의 재능으로, 돈이 다섯 재능을 준 사람에게 그의 종들을 그들에게 

위탁 재산이라는 여정을가는 사람처럼하고, 다른 재능에, 각각에 따라 것입니다 자신의 능력. 

그리고 나서 그의 여행을 갔다.받은 사람은 다섯 달란트 한번에 가서 일을 자신의 돈을 넣어 다섯 

더 얻었다. 그래서 또 두 달란트를 가진 사람은 두 번 더 얻을 수있었습니다.했다 그러나 남자 한 

달란트가 터진 땅에 구멍을 파고와 그의 주인의 돈을 숨겨 놨 받았습니다. "오랜 시간 후에 그 

하인들은 주인이 돌아와서 그들과 계정을 정착. 다섯 달란트를받은 사람이 다른 다섯 가져왔어. 

'마스터'고 말했다, '다섯 달란트 가진 당신 위탁 나. 보세요, 난 다섯 더 얻고있다. ' "그의 주인 '!. 

잘했다, 훌륭하고 충실한 하인 당신은 몇 가지가있는 신실한되었습니다!, 나는 빨리 많은 것을 

되다니하고 네 주인의 행복을 공유하는 것이다'하셨다 "두 가지 재주를 가진 사람이 또 왔어요. 

'스승님,'그는 말했다 '이 재주를 가진 나에게 위임,보고, 난 두개 더 얻고있다.' "그의 주인 '!. 잘했다, 

훌륭하고 충실한 하인 당신은 몇 가지가있는 신실한되었습니다!, 나는 빨리 많은 것을 되다니하고 

네 주인의 행복을 공유하는 것이다'하셨다 "그럼 한 달란트를받은 사람이 왔어요. '스승님,'그는 

말했다 '난 당신이 힘든 사람, 당신은 sown하지 않은 곳에 수확하고 종자를 흩어하지 않은 곳에 

모여있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래서 난 두려웠어하고 나가서 땅에 당신의 재능을 숨겼다. 자, 여기 

당신에게 속한 무엇이다. ' "그의 주인은 '너는 악인, 게으른 하인! 그래서 당신은 내가 sown하지 

않은 곳에 수확하고 모이는 것을 알고 어디 씨앗을 흩어 없습니까? 그럼, 그렇게, 은행과 예금에 

돈을 넣어어야한다는 대답 제가 관심을 가지고 그것을 다시받은 것입니다. "그에게서 재능을 타고 

10 재능을 가진 사람에게주고 돌아왔다. 모든 사람 누가 더 주어집니다했다, 그는 풍부한됩니다. 

누구든지 그가 그에게서 가져옵니다에도 무엇이 없습니다. (Matt. 25:14-29 NIV) 

 

 

등급과 함께 춤을 (I Hope You Dance) 

엘레 베일리에 의해 (by Elle Bailey) 

 

clubfeet, 찌그러진 또는 부적절하게 위치 발에 관련된 선천성 이상으로 태어난 이래로, 그것은 

아마도 크리스티 야마 구치는 그녀가 격렬하게 성공적인 텔레비젼 쇼 "연예인들과 춤추는 '의 시즌 

여섯 동안 그랬던 것처럼 존경 볼룸댄스 자라서 것이 없을 듯 . 그녀의 선천적 결손증을 고려, 아마 

다도 훨씬 가능성이 그녀가 올림픽 금메달에 빛나는 피겨 스케이팅 선수가 될 것이라고했습니다. 

그러나 그런 그녀가 1992 동계 올림픽에서 한 맞아요. 어떻게 크리스티는 이상과 함께 타고난 

도전을 정복 했죠? 어렸을 때, 그녀는 변형된 다리를 해결하기 위해 아이스 스케이팅과 물리 

치료와 같은 발레 레슨을했다. 그녀는 결핍을 해결하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결국, 그녀는 먼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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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마추어로서 나중에 전문가로서, 그녀가 경쟁력 스케이트 수 있었다 지점으로 스케이트를 얼음에 

탁월. 

 

크리스티 야마 구치가 발견한 것처럼, 당신도에서 승자가 있습니다. 상관없이 삶에 시작하는 방법, 

당신도 챔피언이 될 수 있습니다. 넌 강한 마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정말 당신이 성공적으로 

만드는가 그게 아니 잖아. 그것은 당신이 당신이 성공적으로 만드는 가지고있는 일이죠. 본 연구의 

주제가 성경에서, 마스터는 그의 하인 세 그가 떠나있는 동안 그를 위해 관리하는 자금의 금액을 

주었다. 그가 돌아왔을 때, 그는 자신의 부재에 데려 갔는 데요 방식을 볼 수 있습니다 각각의 

하인들과 만났다. 그가 다섯 했었지만 누구에게 하인 두 재능들이 자원을 두 배로. 결과적으로 

마스터가 매우 그들과 함께 기뻐하고 그들의 노력을 보상. 그러나 그 한 달란트를 주신 것 누구에게 

하인이 현명하게 그것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주인을 위해 추가 수입을 올릴하지 않았다. 

따라서 마스터는 매우 실망 매우 그와 함께 당황했습니다. 그는 하인으로부터 한 달란트를 

가져다가 가장 효과적으로 자신의 자원을 사용하십시오 하인에게 준 것이 너무 화가 났어요. 이 

비유는 당신이 성공적으로 만드는가 그게 아니라고 증명, 대신에, 당신은 당신이 성공적으로 

만드는 가지고있는 일이죠. 

 

마스터가 그의 종들이 각각 관리할 수있는 돈의 금액을 준 것과 같은 방식은, 하나님은 그의 자녀 

선물과 하나님에 대한 헌신과 삶에 둘 다 사용하는 능력을 각각 부여했다. 하나님의 각각의 자녀에 

대한 도전은 그 / 그녀의 선물이 무엇인지 발견하고 그들에게 생산을 사용하는 방법을 학습하는 

것입니다. 아마도 당신은 쓸 그리거나 바느질 재능 있었어요. 아마 당신은 재능있는 가수, 댄서 

또는 음악가에요. 아니면 재능이 컴퓨터 프로그래머, 엔지니어 또는 건축가예요. 당신의 선물 또는 

재능이 무엇이든간에, 하나님 영광을 위해 그것을 사용합니다. 결국, 당신은 세계에 단지 선물이 

아니에요, 당신은 그리스도의 몸에 대한 선물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당신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특정 작업을 수행하도록 선택 했어요. 따라서 귀하의 능력 결과 후 신뢰 하나님의 최고에 선물을 

사용합니다. (건강)는 전체를 만들기 위해 그를 믿습니다. 당신이 승리할 수 있도록 그분을 믿어. 

당신이 번영하기 위해 그를 믿습니다. 무엇보다도, 당신이 그를 심판의 날에 "글쎄요, 좋은 충직한 

신하 한"말을 듣게 될 수 있도록 그분을 순종. 

            

결론적으로 여기는 위대의 경로를 타고 있으라고 동기를 부여하기 위해 고무 시에서 말이지. 

즐기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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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의 보상 (Life’s Rewards) 

 

우리는 기회가 한두을하지 않는 

시작하기 위하여, 

우리가 얻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수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이길 수없고 수상. 

우리는 불확실성에 동의해야 

별도의 채무를 설정해야합니다, 

손실을 감수할 정도로 용감 

우리의 자부심이나 좌절. 

우리는 변화를 두려워 해선 

도 감히 것을 두려워하지 - 

그냥 기회가 생활 유지를 맡으면 

이후 보상 비교합니다. 

 

에밀리 매튜스 (by Emily Matthew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