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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WoW Nation
Y -와 민족

Something.org 수행

(Do Something.org)

성경 : 다윗이 필리스 티아 사람에게 말씀 하셨다, "당신은 검술과 스피어와 창던지기와
나를 반대하는 자,하지만 전능하신 하느님, 당신이 도전했습니다 이스라엘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당신에게 불리하게 와서 오늘은 주께서. 당신을 나에게 넘겨 것입니다,
나는 당신을 공격하고 머리를 자르고. 오늘은 공중의 새와 땅의 짐승으로 필리스 티아
군대의 시체를 제공하며, 온 세상이 알게 될거야 그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모두 여기에
모인 사람들이 그것이 검 혹은 주께서 저장되는 창에서 아니라는 것을 알 것이다;.
전투주의는, 그는 우리 손에 여러분 모두를 줄 것이다. " 필리스 티아 사람을 공격 가까이
이동으로 데이비드는 그를 만나 전투 라인을 향해 빠르게 도망. 가방에 도달하고 돌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 그는 그것을 slung하고 이마에 필리스 티아 사람을 쳤다. 돌이 그의
이마에 침몰했다, 그는 지상에 있는거야 하락했다. 그래서 데이비드는 슬링과 석조로
필리스 티아 위로 승리, 손에 검이없이 그는 필리스 티아 사람을 강타하고 죽였다. (저는
샘. 17:45-50 NIV)

Something.org는 젊은이들이 사회 변화를위한 캠페인을 통해 지역 사회를 지원하도록
장려 온라인 조직이다 마십시오. 조직에서 지원하는 원인은 다음과 같습니다 있지만,
다음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 동물, 재해, 차별, 교육, 환경, 건강, 노숙자, 빈곤과 군대를
왕따. 수행 Something.org의 제작자는 젊은 사람의 손에 놀라운 능력과 창의력 그 거짓말을
이해하고 그들이 큰 방법으로 그것을 활용하기 위해 노력. 혁신적인 도구, 리소스 및
인센티브를 통해 그들이 참여하고 세계에서 긍정적인 변화를 만들기 위해 청소년들에게
기회를주는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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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mething.org은 젊은이들이 세계로 만들 수있는 기여를 높게 평가 마찬가지니까,
하나님뿐만 아니라 청소년을 중시. 그는 거대한, 도전적 필리스 티아, 골리앗을 물리치기
위해 어린 데이빗을 선택했을 때 그도을 보여주었다. 하나님은 왕 사울이나 그의 경험
많은 군인 중 하나가 적을 물리치기 위해 선택한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분에게만 알려진
이유로, 하나님은 무시무시한 거인을 사냥하는 젊은 목자 소년을 사용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데이빗 대 골리앗의 이야기는 하나님 께서 사용 누구를 선택 것을 증명한다. 때때로, 그는
적을 물리치기 위해 강력한 군대를 사용합니다. 때로는 자신의 원수를 물리칠 하나의
군대를 사용합니다. 어떤 경우이든, 누구든 그 선택과 승리를 보장합니다 사용합니다.
하나는 강력한 숫자입니다. 모든 위대한 운동 들면, 발명이나 업적은 한 사람의 마음이나
마음에 시작했다. 미국의 민권 운동 불을 붙였을까 몽고메리 버스 보이콧 한 여성 로자
팍스으로 인해 도전과 용감한 행동으로 시작했다. 남아 프리카 공화국의 인종차별 정권을
종식하기 위해 글로벌 싸움은 한 용감한 사람, 넬슨 만델라에 의해 많은 부분에서
영감을했다. 재해에 의해 영향을 수천명의 사람들에게 도움을 제공하는 미국 적십자는
매년 하나의 매우 자상한 여인, 클라라 바튼에 의해 설립되었다. 효과에서 한 사람이
나라를 옮겼습니다. 한 사람은 세계에 영감을. 그리고 한 사람은 우리 나라에게주는
걸어요 선물을 주었다. 이들은 그러나 특별한 것들을 성취 보통 사람의 몇 가지 예입
그들은 자신보다 더 큰 원인에 관여 감히 때문입니다. 각각 증명으로 한 사람이 차이를
만들 수 있습니다. 남아있는 사람에 대한 도전은 무언가 - 그들의 지휘를 따라해야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작업에 당신 한테 전화왔다면, 그것을 완료합니다. 당신이 작업을 호출하기 위해
대기하고있다면 현명하게 시간을 사용합니다. 오늘 사람을 돕기 위해 뭔가를 해주세요.
참여의 기회가 많지. 그냥 둘러보다가 그리고 당신은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찾을
확신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착한 일을. 하나님 께서 당신을 만나고 싶다를 사용합시다.
결국, 당신은 하나님의 마음과 손이 확장입니다. 당신은 그의 은혜의 악기예요.
결과적으로, 일찍 그리고 자주 당신의 힘을 발휘한다. 매일 사람을 축복하기위한 한 가지
방법을 찾아보십시오.

축복한다.

엘레 베일리

Elle Bailey

© 2012 Elle Bailey.

All rights reserved.

Page 2

Women of Worth | Word for the Week
당신 안에 자리하고 전원을 기억하기 위해 당신의 심장에서 이러한 단어를 묻어.

나는 존재
에드워드 에버렛 해일에 의한

나는 존재
이제 겨우 한 오전
내가 다 할 수 없어
하지만 뭔가를 할 수
나는 무엇을 할 수
제가 할수 있어요
내가 뭘 할수 있어요
하나님의 은총으로
난 상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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