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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WoW Nation
Y -와 민족

블라인드 사이드
(The Blind Side)

성경 :

"그러나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그들에게 좋은 일을하고, 다시 아무것도 가져올 것을 기대하지
않고 그들에게 빌려줘. 그런 다음 (눅 6시 35분 NIV) "를 보상 좋을 것이고, 그이는 배은망덕한과
악인. 종류이기 때문에 당신은 가장 높으신 분의 아들이 될 것이다

블라인드 사이드 마이클 했거든요, 마을의 불우 부분에서 살아남기 매우 불행한 가족에서 젊은
사람을 채택 부유한 멤피스 가족의 이야기를 recounts 놀라운 영화이다. 이 영화로 산드라 불락은
Leanne Touhy, 했거든요의 상황에 대해 학습시 그 사람에게 연락을 영원히 자신의 두사 람의 변경
의지가 굳고 강한 기독교 엄마의 그녀의 묘사를위한 아카데미 상을 받았습니다. Touhys은
불이익을 청소년들에게 가정을 열고 그 가족의 일부로 만들지만, 그들은 또한 했거든요 고등 학생
이상의 대학생 수준에서 첫번째 학문적 성공을 달성하는 데 도움 않았뿐만 아니라. 자연스럽게
재능있는 운동 선수와 주목받는 축구 선수는 했거든요 결국 볼티모어 갈까 마귀와 NFL에서 한
자리를 취득했습니다. 그의 평생의 꿈이 이루어진다되는 동시에 했거든요의 생활을 바탕으로
영화는 영화관을 누르면 즉시 주류 미국과 일치 하더군요. 그 이후 Leanne와 그녀의 남편 숀은,
그들의 노력에 그들의 입양 아들이있는만큼이 풋볼 경기장에서 그의 영웅 찬사되었습니다 대해
축하했습니다. Touhys 텔레비전 토크 쇼에서 자주 인용되었습니다. 그들은 아카데미 시상식을
포함하여 이벤트에 초대되었습니다. 그들은 갈까마귀나 축구 경기에서 비품이야. 홈 에디션 :
그리고 Leanne, 직업에 의한 실내 장식가도 인기 TV 쇼로 익스 트림 성형 수술의 몇몇 에피소드에서
디자이너로 등장했습니다. 이러한 놀라운 축복은 모두 사랑하는 엄마와 도움이 필요한 아이 사이
친절 한 간단한 행위로 인해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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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것이 인간의 친절 권력을 말하는 때문에 마이클 했거든요과 Touhys의 이야기는 매혹적이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과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을 공유할 때 기적은 일어날 수있다. 세상을 바꿀
능력이 풍부하거나 유명한 자들을 위해 예약되지 않습니다. 어디서든 누구나 차이를 만들 수
있습니다. 기회 교회에서 또는에서, 학교에서, 집에서 여부를 풍부 공동체가 우리 주위에 참여할
수있는 기회입니다. 우린 그냥 빠질만큼 관심해야합니다. 그리스도 인과 같이, 우리가해야만하는
다른 사람에게 동정심을 보여주라고하는거야.

아마도 마이클 했거든요 이야기 확연히있어 가장 아름답고 주목할만한 교훈 Touhys은 보답으로
아무 것도 기대하지 않고 그들의 좋은 행동을 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스도 인으로서, 그게 바로
우리가 무엇을해야하는지 정확하게. 하나님은 우리가 제공된 서비스에 대한 지불을받을 것을
기대하지 때문에 지구상에서 그의 대표이기 때문에 우리, 사랑, 심지어 다른 사람, 우리의 원수에게
친절을 보여주고 싶어. 그는 나중에 (눅 6:23-33, 매트. 5:39-48)에서 우리를 갚을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가 우리의 원수를 축복이나 보상을 기대하지 않고 좋은 행동을 할 때마다, 그는 천국에
기록합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착한 행실을 위해 그분의 자녀들에게 혜택을 사랑한다. 그것은
확실히 좋은 작품을 할 인센티브입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친절을 보여줄 수있는 기회를 마시위한보다 나은 명되고있다는 사실이다. 우리는 더욱 그리스도
더 사랑하는 것보다 인정되고, 더 많은 배려 - 모든 우리의 원수를 축복하거나 필요로하는
타인에게주는 시간. 따라서, 공유주고 사랑하고 당신이 바로 당신이 수있는 누구를 제공합니다.
Touhy 가족이 명확하게 판명됨에 따라 들어, 우리가받은주는이다.

축복한다.
엘레 베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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