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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 -와 민족

성경 : "나는 방법, 진실 및 생활이다. 아무도 나를 통해 제외 아버지 "(요 14시 6분 NIV)에 오는
없습니다.

Truth.com
(The Truth.com)
TheTruth.com는 미국 레거시 재단, 청소년 흡연을 예방하고 성인 흡연자는 종료 격려에 헌신
아니라 비영리 단체의 후원 담배 교육 캠페인이다. 조직은 과거 흡연자의 담배 제품의 ravaging
효과를 보여 재미 보는 텔레비전 광고를 제작으로도 유명합니다. 어떤 경우에는 이러한 기능은 암,
폐기종, 기관지염, 심장 혈관 질환과 같은 만성 또는 잠재적으로 치명적인 질병을 개발했습니다.
다른 경우에는 이러한 기능은 자신의 치아, 머리카락,기도, 폐 또는 팔다리와 같은 중요한 신체
부위를 잃었어요. 그들의 의도는 특히 담배 제품, 담배의 사용을 매력적으로 만들다 위해 담배
업계의 오랜과 오해의 소지가 노력을 대응하기 위해있는 그대로 광고에 의해 그려진 황량한
사진은 아주 냉정한 있습니다. 교묘하고 현혹되고 일부로 믿었다 업계 전술은, 말하자면, 학살로
많은 순진한 양떼를 이끌고있다. 따라서 TheTruth.com들은 파괴와 같은 제품의 사용으로 발생하는
확신 죽음을 생명과 건강을 선택할 수 있도록 담배 제품의 쇠약 효과에 소비자를 육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TheTruth.com 는 담배 산업과 자사 제품의 해로운 영향에 대한 진실을 폭로하기 위해 최선을
작동하는 것과 같은 방식으로 우리도 우리의 적, 사탄, 그리고 유해한 영향에 대해 진실을 폭로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옹호를 그의 다양하고 잡다한 거짓말. 그의 거짓 중 일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

- "절대 진리 같은 건 없습니다. 모든 것은 상대적이다. "
- "모든 경로는 하나님께로 이어집니다."
- "더 이상 하나님은 없습니다."

이러한 진술은 모두 허위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이렇게 말했기 때문에 그 진술이 거짓 알아. 존
14시 6분에 기록된 바와 같이, 예수, 내가 방법이다 "진리와 생명을 밝혔다. 아무도 나를 통해 제외
아버지 "(NIV)에 오는 없습니다. 자사의 단순에도 불구하고, 그 강력하고 명확한 진술입니다. 그
안에는 예수님 께서 세 가지 중요한 선언을 만듭니다. 하나, 그 진실 절대 좋아서,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진정한 및 생활 오, 그의 아버지는 것을, 그리고, 2, 저기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셋, 어떠한
상황에서도 아무도, 첫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개인적인 관계를 수립하지 않고 아버지에 와서 수
있습니다. 그건 말도 안되는 소리 같지만, 숙녀의 복음, 그리고 그것은 절대적인 진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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큰 담배 회사와 마찬가지로 적은 다음 세대의 자기 추구 집요입니다. 그는 타락을 이끌 양탄자처럼
거짓말을합니다. 그러나 현명한 사람으로 한 번 '거짓말하는 능력이 책임이다 "고 말했다. 그것은
단점, 단점, 약점, 결점입니다. 자, 적의 거짓으로 속지하지 않습니다. 대신, Truth.com 마찬가지로
생명과 건강을 추구한다. 단순히 예수 그리스도를 추구, 넣어.

축복한다.

엘레 베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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