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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WoW Nation 

Y -와 민족 

 
 

남자 친구 

(Boyfriend) 
 
 

성경 :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것은 남자가 혼자있다는 것을 안 좋아 말했다, 나는 그를 도와 

그를 만날 것입니다"(장군 2시 18분 KJV). 
 

청소년 heartthrob 저스틴 Bieber는 최근라는 새로운 싱글, "남자 친구"를 발표했다. 그것에서는, 

그는 그에게 그녀의 남자 친구가 될 수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특별한 젊은 여자를하길 조언합니다. 

노래를 통해, 그는 비유적으로 말하기, 그녀의 달을 유망 그의 케이스를 pleads. 진정한 위주의 

팝업의 산문에서 십대 왕이 지구 버즈 스타일을 통해 총채 그녀에게 화재에 의해 그녀의 퐁듀 

먹이에서 그의 숙녀 사랑을 위해 모든것을 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같은 달콤한 달콤한로서 그의 

가사이며 젊은이의 자신감의 모두를 위해, 그의 항변은 가르치기 쉬운 순간을 선물한다. 단지 어떤 

하나님의 현명한 젊은 여성은 남자 친구에 대해보고해야하나요? 
 

아마 친구를 고려하기 전에 할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의 주식을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당신이 

누구의 당신과 당신이 전에 당신에게 적합한 동반자 누가 될지 결정하고 누구인지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염두에두고, 그럼 사람이 애인과 자료를 만드는 것을 결정하기 전에 이러한 질문에 

대한 답변을 고려하자. 
 

당신이 누군지 - 이브가 하나님으로부터 아담에게 선물받은 것처럼, 당신은 특별한 사람 (장군 2시 

18분)에 의해 소중히 할 수있는 선물입니다. 당신은 어느 게임이나 함께 연주되는 장난감 이라구 

않으며, 당신은 disrespected 또는 악용되는 사람입니다. 케이스되는 것을, 당신이 데이트를 

시작하기 전에 그리고 남자에서 수락하지 않을 어떤 행동의 유형을 알아. 
 

누구의 당신은 - 당신이 그리스도를 수락했다면, 당신은 하나님의 그리스도 인 - 아이입니다. 네 

인생에서 최고의 사람이 사랑하고 당신에게 하나님 께서 사랑하고 (selflessly) 소중히하는 방식을 

소중히해야합니다. 
 

당신은 무엇인가 - 당신은 훌륭한 가격의 진주입니다. 당신은 예수 께서 당신을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준 정도로 가치가있어. 따라서, 어떤 사람은 그의 인생에서 당신을 위해 복을받을 것이다. 

너와 데이트하는 남자가 자신의 가치를 인식하고있다는 희귀하고 귀중한 보석처럼 

취급해야합니다. 
 
 
 
 
 



Women of Worth | Word for the Week  

 
©  2 0 1 1  E l l e  B a i l e y .   A l l  r i g h t s  r e s e r v e d .  

 
Page 2 

이제 조용 하군 것을 씨의 Bieber의 새 노래로 인한 원래의 질문으로 돌아가자. 어떤 남자가 애인 

자료를 만들어? 당신의 왕자님을 가지고해야하는 가장 중요한 특성 중 일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 
 

기독교 신앙 - 2 오호에 따르면. 6시 14분, 하나님은 다른 그리스도 인이있는 그리스도 인 양식과의 

관계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최소한 당신의 특별한 친구가이 조건을 충족해야합니다. 
 

좋은 캐릭터는 - 동일한 믿음과 가치를 공유 이외에 누구의 주인공 예수 그리스도의 그것을 

반영하는 친구를 선택합니다. 갈라디아서 5:22-23 좋은 성격이나 행동 - 사랑, 기쁨, 평화, 인내, 

친절, 선하심, 신실과 온유와 절제 (자기 수양)를 구성하는 일에 대한 참조의 훌륭한 포인트를 

제공합니다. 그 사람이 좋은 특성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할 측면에서 시작하는 

장소이기도합니다. 그건 그렇고 당신은 다음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 1) 어떻게 자신의 일생에서 

어머니, 동생과 다른 여성을 어떻게 처리합니까? 그가 잘 치료하지 않으면 가능성 그가 잘 

취급하지 않습니다 있습니다. 그가 사랑하고 그들을 존중하지 않으면 기회가 그가 사랑하고 

존경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가 그들의 보호가 아니라면 가능성은 그가 당신의 보호 않을 수 

있습니다 2) 그는 정직인가? 그는 다른 사람들과 자신의 거래에있어서 정직면 아마도 그는뿐만 

아니라 당신과 정직 될거야되므로 3) 그는 열심히 일하는가? 그는 학교 및 / 또는 그의 직업에 

열심히 공부하지 않으면, 그는 삶에 아주 멀리 가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니 조심하기 

바란다. 
 

좋은 판단력 - 많은 가족 중심의 리얼리티 TV 프로그램에 의해 입증으로 불행하게도, 돈 잘 

분별력이 반드시 손에 손을 가지 마세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재물과 자원에 대한 액세스 권한이 

등장하지만, 실제 또는 인위적인 그들의 행동은, 뒷 처리를해야 조금 남겨 경향이있다. 한명 한테 

뒤지고 아니라, 프로 운동 선수의 좋은 숫자들은 또한 부와 성공에도 불구하고 좋은 판단의 

부족으로 고생하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혼자 올해의 처음 몇 달 동안, Famer 및 Famers의 두 

미래 축구 회관 중 적어도 하나 농구 홀은 모든 금융 불황으로 인해 법정에왔다. 보고서에 따르면, 

전 농구 스타 데니스로드 만 아동 지원 및 위자료에있는 그의 전처 이상 80만달러 빚이. 똑같이 

불안, 그의 경력 동안 추산 6,000 만달러 적립 전직 축구 스타 워렌 부르셨은, 부채의 6백70만달러 

및 자산 6백40만달러을 주장 파산을 선언했다. 그 는 약 5 만 달러 집계 그의 월간 아동 부양 의무를 

충족하는 데 문제 때문에 아마도 무엇보다도 충격적인 그의 경력 동안 추산 80 만 달러 적립 테럴 

오웬은 현재 자신의 아기 'mamas 넷 모두와 불쾌한 법적 전투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 심지어 전직 

미식 축구 슈퍼 에이전트 리 스테인 버그는 최근 자신의 채권자의 파산 보호를 신청 톰 크루즈의 

히트 영화 제리 맥과이어에 타이틀 문자 영감 친구. 그는 몰락의 주 이유로 알코올 중독을 

언급했다. 마음 boggling 또는 미치게하는 그 상황만큼, 요점은 그 좋은 돈을 분별력이 반드시 손에 

손을 가지마입니다. 그래서 당신은 계속 회사에 대한 조심하세요. 당신은 좋은 판단력을 

발휘해야합니다. 그리고 당신이 이끄는 사람이 동일한 언젠가 일을 도와 줘야 경우에 당신의 

자원의 좋은 청지기 남아 있는지 확인합니다. 
 

그럼 그렇지. 간단히 말해서, 공유 믿음, 좋은 성격과 좋은 감각 그가 당신의 마음 이길 원한다면 

남자가 소유해야하는 기본적인 자질입니다. 외관 및 공동 관심사와 같은 물론, 다른 것들은 고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의 핵심은 문자입니다. 당신이 남자 친구를 선택하는 경우 항상 문자 

카운트를 기억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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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복한다. 
 
 

엘레 베일리 

Elle Baile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