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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WoW Nation
Y -와 민족

F-R, I, E, N, D-S
(Friends)

성경 :
그들의 작품을위한 좋은 수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둘째, 하나보다 낫다고 하나가 다운 떨어지면
그의 친구가 그를 도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를 도울 사람이 아무도 빠지고 아무일있는 사람이
불쌍! 이 거짓말 같이 다운 경우에도, 그들은 따뜻하게 해드릴 것입니다. 하지만 어떻게 하나는
혼자 따뜻하게 수 있습니까? 하나 눕히고 수 있지만, 두 사람은 자신을 방어할 수있다. 세 가닥의
전선이 신속하게 고장되지 않습니다. (Ecc. 4:9-12 NIV)
2004 년 5 월, 적 텔레비전에서 가장 큰 sitcoms 중 하나 이상의 50,000,000 시청자 입찰 이별. 친구,
NBC의 강력한 목요일 밤에 스테이플 라인 업, 그 10 년간 운영을 종식 "TV가 -해야할 일 '. 전 체 10
년동안 쇼는 생산자에 대한 수많은 상을 snagging 전세계 superstardom에 그러는 6 주요 캐스트
멤버를 시작, 네트워크 돈을 truckloads을 획득, 개발중인 등급 게임에서 우승, 모두 팬들과 비평가
양쪽에서 최고 수집하는보고를 군림. 시리즈는 빅 애플의 삶과 사랑의 함정을 협상하기 위해
최선을 노력 여섯 20-somethings의 생명을 따라갔다. 레이첼, 로스, 모니카, 챈들러, 시간, 좋고 나쁜,
행복이나 슬픔을 통해, 조이와 피비는 항상 친구의 가족으로부터 사랑과지지를 받고 기댈 수있다.
인생은 장기 실행 시트콤 아니지만, 매우 자주 친구들이 우리의 삶에 필수적인 역할을 담당
않습니다. 그들은 상황과 상황을 통해 우리와 관리, 공유 및 곰 영향을 우리 삶 등이 펼쳐집니다.
그리고 페이스 북에 친구 톤을 가지고 근사하게 보이 수 있지만 마음과 진실의 친구가있는 사람의
수가 상당히 낮게 경향이있다. 케이스가되는 건 두 사이 캐주얼 지인과 진품을 구별하는 방법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니다. 그들은 우정과 관련된으로서이를 위해 다음과 같은 간단한 수학
연산에서 서로 다른 꼬임을 고려하십시오.
추가 - 증가 개선하거나 향상시킬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좋은 친구의 삶에 가치를 제공하는
사람입니다. 그들은 당신의 경험을 풍부하게하고 웰빙 전반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되는
사람들입니다.
빼기 - 빼앗아 또는 인출하려면. 일상적으로 또는 사람에 의한 대형에 감정적으로 또는 경제적,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당신을 드레인 사람들은 심장에서 가장 큰 관심사가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전반적인 웰빙에서 인출됩니다. 그래서 그들 "besties"를 나오고 대해 조심하세요.
곱하기 - 증가 또는 증가시키기 위해. 친숙한 맥심 상태 "팀워크는 노력을 분할하고 효과를
multiplies."좋은 친구가 동일한 작업을 수행하는 사람입니다. 와 같은 테마 성경에서 제안, 좋은
친구가 떨어질 때까지 도와, 그들은 당신이 추울 때만 몸을 따뜻하게 유지하며, 그들은 뒤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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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하세요.

그들은

적을

공격했을

때

당신이

자신을

변호하는

데

도움이됩니다.

나누기 - 분리하려면 분리, 이혼. 분할과 정복 긴 적을 효과적인 전략이었습니다. 사람,
가족으로부터 당신을 분리 친구로부터 당신을 분리하거나 다른 사람들과 관계를 유지하는 능력을
방해 유명면, 그건 건강하지 못한 관계의 징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것은 상담을
요청하거나 관계를 재정의하는 것이 현명 수도 있습니다. 어느 쪽이든 조심하기 바란다.
우정, 특히 청소년과 젊은 성인 년 동안 매우 중요합니다. 그것이 공정한 날씨에 친구와 진정한
블루스 구별하는 방법을 이해하는 데 필수적인 이유입니다. 정품 친구 구하기가 힘들지만, 당신이
그들을 찾으면 그들은 잘 지키는 가치가있어. 그럼 당신은 현재 관계를 평가하고 누가 누가
결정하는 데 도움이 여기에 나와있는 새로운 수학을 사용합니다. 당신이 성장하도록 지속적으로,
당신은 미래의 친구 간보냐 측면에서 찾는 것을 알게 될 것이 포인트로 문자보다 판사가 되는거야.
친구의 원형이 확장하면서 그리고, 걸스 카 우트에 익숙한 캠프 파이어 fave의 말씀을 기억 해요.
"새로운 친구를 만들지만, 오래된 보관하십시오. 하나는 은과의 다른 골드입니다. "

축복한다.

엘레 베일리

Elle Bail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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