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FAITH 법 수 여자 매니페스트

1God 1FAITH 1CHURCH 우주 후견인 보호자

실패 도덕적 잘못을 저지르고, 악입니다. 도덕적 잘못을 범한 것은 모욕이다 1GOD . 도덕적
잘못은 범죄로 변환됩니다. 이 의원은 관련 법률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사회가
작동하려면 도덕적 잘못은 이제 범죄는 교화 될 수 있습니다.

실패 지역 사회, 가족, 친구 및 자신을 실망시키는됩니다.
실패는 생활 & 내세의 책임입니다. 7 개 실패는 있습니다 :

실패 모욕 1GOD
중독 식인 풍습 질투 위증
이기적인 약탈 ( 악마의 사슬 )

도난

1GOD는 여러분의 의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YY

YYY

실패 ( 악 ) -기도
소중한 1GOD , 가장 아름다운 우주의 가장 겸손하고 충실한 보호자 보호자의 창조주 (1 성 이름은) 요청이 악마를 처벌 도움 저항 실패는
도움을 요청합니다
내세에서 지금 & 악마의 처벌 요청은 좋은 번성 &의 영광을
위해 악 위축 보자 1GOD 및 인류의 좋은
이기도는 집에서 또는 수집에있어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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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실패 : 중독 반복적 인 강박 행동 ...
감지 된 필요 떠오르고 반복적 인 강박 행동을 중독. 중독자는 자신의 행동이하고
피해를 수용하지 않음으로써 자신을 잊고 있었. 자신, 가족, 친구, 직장 동료 및 사회에
해.

이다 중독
실패 :
(도덕적 용인)

아드레날린 식사 (위에) 쇼핑 알코올
도박
약제

흡연

포르노 새로운 기술

중독자 (열중) 무지 (바보) , 속기 쉬운 (어리석은) & 약한
(서투른) ! 그들은마다 책임있다.
중독자는 망상입니다! 중독자들은 자신을 즐기고 및 함께 자신의 삶을 들고 그들이
오랫동안 같이 중독되어 생각하지 않는다.
그들은 자신의 행동에 더 많은 제한 해짐에 따라 현실적으로 중독은 중독자의 개성 및
자유를 제한 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더 쓸모가된다. 그들은 가족, 친구 및 지역 사회에 더
큰 부담이된다. 이벤트 -이 부를 따로 공동체는 자신의 인생을 실행 인수하는 것입니다.

불법 중독과 중독은 습관의 비밀 자연을
즐길! 불법 중독을 감금 및 자기 대하여
손실 될. COM- munity은 자신의 삶을 실행
수행합니다.

중독자는 무지 (바보) , 속기 쉬운 (어리석은) & 약한 (서투른) !
사람들이 중독되는 경우, 그 즐거움은 종종 자신의 습관을 수행 및 철수를 재현에
집중된다. 오히려 비 중독의 행복을 위해 자신의 잠재력을 형성 경험의 전체 범위보다.
민사 의무 항상 곁에의 홀드 addics는 책임.

자신 및 지역 사회에 위협이 될 중독 . 그들은 거짓, 부정직, 부도덕, 망상이기적이고
무관 심한 및 사회 방지된다. 민사 의무는, 항상 곁에 보고서 addics을합니다.

중독자는 정신과 도움말 및 지원 지원 그룹이 필요합니다. 재발 중독자는 특히 젊은
지역 사회를 보호하기 위해 격리된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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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GOD는 여러분의 의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탐닉 -기도

YY

YYY

중독 일 12.2.7.

소중한 1GOD , 가장 아름다운 우주의 가장 겸손하고 충실한 보호자 보호자의 창조주 (1 성 이름) 나 중독자하지 도움이 될
인류가이 사회의 영광 중독 무료하자 중독은 생활 & 내세에
중독 업체 벌을 포함 도움말 1GOD 및 인류의 좋은

이기도는 중독 일에 사용됩니다!

ÿÿÿÿÿÿÿÿÿÿÿÿÿÿÿÿÿÿÿÿÿÿÿÿÿÿÿÿÿÿÿÿÿÿÿÿÿÿÿÿÿÿÿÿÿÿÿÿÿÿÿ
아드레날린 탐닉
아드레날린, 신경 전달 물질로서 작용하는 호르몬이다. 그것은 신체의 물리적
무결성을 위협하는 스트레스 반응의 주요 원인입니다. 몸은 비상 준비금에서 실행되고
있습니다.
과도한 에어로빅에 참여, 자동차 경주, 조깅, 스카이 다이빙, ...
이 활동에서 아드레날린 러시에 중독 될 Participient.
이 중독자들은 자신의 '러시'를 얻을 수없는 경우에 우울된다.

아드레날린이는 심장 박동 및 혈압을 증가시키는 작용을 혈류로 방출되면, 학생들을
팽창 시키는데 혈당 농도를 상승 및 피부 및 내부-기관에서 혈액의 흐름을 전환시킨다. 지속적으로
화가 사람들은 죄책감, 또는 걱정은 다른 아무것도하지 않고 앉아서하더라도 자신의
아드레날린 호르몬을 자극. 화가, 걱정, 명상.

속도에 대한 필요 아드레날린 고통이다. 모든 경주는 adren을 제공합니다
- 알린은 돌진. 승리는 더 큰 러시를 제공합니다. 인간의 몸은 속도를 위해 설계되지
않았습니다. 속도에 대한 필요는 없습니다. 승리는 이기적이다.

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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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상자 더 원하는에 리드를 돌진.
불안에 리즈를 잃는. 이 불안은 절망에 이르게. 어떤
희생을 치르더라도 승리 싶은
(부정 행위, 약물 남용, 승리를 죽이고, ...) .
반 사회적 행동은 아드레날린을 제공합니다. 더 불쾌한는 러시 더
큰를 모욕. 어떤 펑크 도로 테러 문의 (단선, 휨 리만으로 달리기가
바짝 도로의 가압, 절단, 특별히 큰 ..) , 갱
회원 (왕따, 파손 -ism, 폭력) , 연쇄 살인범 (입힌 두려움, 고통, 죽음) . 반 사회적 행동은
procecuted되어 지역 사회 및 대한 위협이다 MS / R1-7 민사 의무, 도로 분노, 위험 운전,
사고, 폭력, 파괴 행위 및 폭력의 다른 형태를보고합니다.

위험한 활동 (스턴트 thrillseeking ..) 아드레날린 러시를 제공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승자가 서두를 얻을 수없는 사람들은 위험은 활성화된다 vities을한다.
이러한 활동은 다른 사람을 위험에 빠뜨리고, 사망 부상 모방을 권장합니다. 위험한
활동 (다) 종료, MS / R2 . 다 사람들은 구조 및 의료 expences을 지불해야합니다.

아드레날린 중독자가된다는 것은 질병이다. 도움을 구하다! 지금!

알코올 탐닉
알코올 음료 및 음식을 통해 소비된다. 알코올을 소비하는 것은 행동 변화에 이르게 (명정
') . 술취함 (대주) 사고, 폭행, 강간, 기물 파손의 주요 원인입니다. 주정 뱅이가 부담, 지역
사회에 성가신 및 위협, 그들을 기소.
알코올 중독은 알코올을 소비하는 압도 필요하다.
모든 중독자처럼, 알코올은 다른 사람 및 지역 사회의 이상으로 자신의
이기적인 요구를했습니다. 알코올은 대출 및 음료를 얻기 위해 도둑질,
구걸합니다! 알코올 치료가 필요합니다. 치료는 건조로 구성! 치료는
치료되지 않습니다. 알코올은 곧 주정 뱅이가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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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코올에 대한 가장 도움이 알코올의 가용성을 중지하는 것입니다.
생산, 마케팅 및 알코올의 유통, ENDS!

알코올에 ZERO TOLERANCE!

기독교 전파의 주된 원인 에이 lcoholism.
기독교 아이돌 (거짓 우상) 예수 (거짓 메시아) 술을 마시는 그리스도인에게 (적포도주) . 그리스도인들은
종교 모임 및 비 종교 모임에서 술을 마시는.
기독교 HE & SHE 짝짓기 전에 술을 마시는. 임신 및 수유 기간
동안 기독교 SHE 연속 음주. 그리스도인 부모는 알코올을 마시
자녀를 격려한다. 그리스도인 부모는 나쁜 부모입니다!

젊은 그리스도인은 알코올에 이유 된. 교회의 혼란에서, 사제,
부모, 이웃, 친구, 다른 사람에게 모든 음료를 본다 (목구멍) 알코올.
젊은 그리스도인 부모가 가정, func- TIONS & leisuretime에서
술을 마시는 본다. 젊은 기독교 (HE & SHE)
연령 집단 내의 사교 때 허용 가능한 것으로 피어 - bingedrink하는
압력에 직면하고있다. 젊은 기독교 그는 짝을 강간하는 음주 젊은
SHE를 얻을.

모두 '휴지통'이된다. 부끄러운, 순, 휴지통!
기독교 스님은기도 및 성경은 영적인 영감을 알코올로 전환
읽기를 통해 영적인 영감을 찾을 수 없습니다. 행복하지, 승려는
자신의 알코올을 생산했다. 생산 및 마시는 술은 술 취한 무감각의
일정한 상태에서 승려를 유지했다. 이제 그들은 통찰력을 가지고
있었다 (라 라 랜드) .

카톨릭 학교는 주점과 같다. 교장은 줄이 (비싼 알콜) 교사 사회 클럽은 바있다. 관리는
와인이있다
(싼) 혼란 및 기금 모금을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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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주 금요일과 토요일 술에 취한 기독교인 강타, 강간 및 죽여. 일요일에 그들은
용서받을 고백. 그들은 술을 마시 엉망으로 이동 한 후
(알코올) . 교회 후 그들은 친구, 가족과 함께 파티 음료로 이동합니다.
진탕 음료 그리스도인들은 '국내 폭력'의 주요 원인이다.
1GOD 놀라지되어, 용서 및 책임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인류는 않습니다. 모든
음주는 책임을 져야한다.
기독교는 알코올의 소비가 종교 나 종파로 인정되지 장려하기 때문이다. 1GOD 인류가
알코올을 소비함으로써 건강을 파괴하고 싶지 않습니다. 1GOD 실망입니다
(esspecially 기독교 부모) 알코올에 기독교 중독.

기독교에 '아니오'라고! 알코올에 '아니오'라고!
해야만한다 :
그녀는 술에 취해 HE과 교미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는 술에 취해 SHE과 교미하지 않는 것입니다

. 임신 중 마시는 그녀는 집에 체포 배치됩니다. 모유 수유 홈 체포 넣어하는 동안 그녀는
왕을 drin-. 모든 사회는 모든 태아, 신생아에 대한 보호의 의무가 있습니다. 알코올
그녀는 부모가 될 적합하지 않습니다. 포스터 - 부모는 알코올 SHE의 아기를 올립니다.

미성년 자녀가있는 부모 (SHE 17 HE18) 그 음료 알코올은 받아 들일 수 있습니다. 모든
사회는 모든 언더 연령 아동에 대한 보호의 의무가 있습니다. 알코올 부모 성령 - 결혼
계약은 미성년자 아이들이 양육 부모에 의해 제기되어 취소됩니다.

교육 시설로는 알코올 무료입니다. 교육자 (학교장, 교사, 관리자) 누가, 가져 제거 및
학교에서 금지 알코올을 소비한다. 기독교 교육 시설은 공교육로 전송됩니다 (보정
없음) . 기독교 교육자 (학교장, 교사, 관리자) 제거 및 교육 금지된다. 학교 바는 알코올
파괴 철거된다!

모든 커뮤니티 (샤이어) 그 사람들에게 치료의 의무가
. 알코올 커뮤니티 위협 및 eradi-과 감시를 포함해야합니다. 모든 샤이어는
알코올을 금지 및 금지를 시행하는 것입니다.

지방 알코올의 생산 및 유통을 금지 .
불법 생산 및 알코올의 분포는 기소 : MS - R6 알코올의 기존 생산 / 유통 중지 및
폐쇄된다. 보상은 주어지지 않습니다. 알코올은 파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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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독교 교회, 종교 단체 자선 상태 및 세금 면제를 거부합니다. 범죄를 취해되고 확인, MS
-R2 술주정 뱅이에 대한 보석이 없습니다.

최선을 다하고 모든 범죄는 술에 취해 복식하면서 (X2) 복권.

좋은 건강에 대한
필터링 된 물!

약제 탐닉
그것은 상식이 환각 물질이다
(약제) 인체에 나쁜. 그러나 마약 방지 부랑자의 99 %는 선택에 의해 마약을.
그들은 하나가 어림 바보 아니면 그냥 안티 커뮤니티 쓰레기를 extraordi있습니다. 그들의 문제는 약물 부랑자에 대한 연민을 느끼지 않는자가
입은입니다.

케이지 지역 사회에 이러한 위협, MS / R4 . 마누
- 불법 또는 합법화의 facturers, 유통 및 향정신성 물질의 공급자는,
갇힌된다, MS / R7
환각 물질의 합법화는 반전 될 형사, 나쁜 법이다.

물질을 보내고있는 대체물이 마음의 영향하면서 모든 범죄는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에스)
고음 (X3) 복권. 알콜 향정신성 물질 재활의 영향된다는 것은 (5)의 배율만큼 증가 (X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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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ZERO TOLERANCE
향정신성 화학 물질
먹기 ( 위에) 탐닉
식사는 우리가 그것없이 살 수 없다 필수적이다. 필수품이되어 먹는, 오버 먹는
중독이다. 과식 (지방이 사람들) ,, 당뇨병을 얻을 불편 꽉 문제가 신발 끈을 매는 막혀있는
동맥, 높은 혈압을 의자를 찾아 젊은 죽을 맞는 더 땀, 타이어 더 쉽게, 문제가 발견
기어를 얻을, blubbery을 받고 기대할 수, 가능성은 비만 아이들이 .

고래 기름은 하마 & 고래 좋습니다. 인간을 위해 너무 많은 지방이 역겨운입니다. 과체중은
사람이 더 무기력하게
, 타이어 숨이 더 쉽게, 자신에게, 가족, 친구, 직장 동료 및 지역 사회 부담이 될, 더
sickies 있습니다. 과체중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지역 사회는 도움이 도덕 및 시민
의무가 있습니다.
blubbery 그만. 음식이나 음료 alco- HOL 및
사용하는 인공 감미료를 가지고 종료합니다. 급격히
감소 천연 감미료를 사용 및 나트륨 섭취를 줄이기
만 요오드화 소금을 사용합니다. 제조 음식을 먹고
중지합니다. 어떤 되세요

고기 100g 델리를 포함하는 일 후보다.
연회, 향연, 바이킹 요리는 먹는 긴 식사 유형은 밖으로이다. 이상
먹는시킬 것. 알코올을 소비하는 것은 먹는 아웃된다. 사막의 밖으로
있습니다. 작은 부분의 먹는입니다. 식사의가에있는 물을 마시는.

수탁 가디언 '일상'을 준수. 각 식사를 위해 먹는 양을 줄입니다. 무가당 음료를 마신다.
fissy 음료를 피하십시오. 매일 하루 저녁으로 운동을 할. '야간 통금'을 준수하십시오. 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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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GOD는 여러분의 의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두툼한 -기도

YY

YYY

좋은 건강의 날 12.1.7

소중한 1GOD, 가장 아름다운 우주의 가장 겸손하고 충실한 보호자 보호자의 창조주 (1 성 이름이) 나 과식 및 blubbery이 될하지 도움말 매일
음료 및 음식과 함께 저를 공급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는 음식을 매일 소량의 가치가되도록 노력 때문에 나는의 영광을 위해
과식의 고통스러운 건강 문제를 절약 할 수 있습니다 1GOD & 인류의 좋은
고래 기름 사람들은 모든 공급하기 전에이기도를 사용!

ÿÿÿÿÿÿÿÿÿÿÿÿÿÿÿÿÿÿÿÿÿÿÿÿÿÿÿÿÿÿÿÿÿÿÿÿÿÿÿÿÿÿÿÿÿÿÿÿÿÿÿ

고래 기름에 ZERO TOLERANCE
도박 탐닉
도박은 개인의, 가족 및 지역 사회에 고통 및 빈곤을 가지고 인간의 약점 및 속임수를
사용합니다. 도박 발기인은 절망에 먹이. 도박 envolves 도박 (무엇에) 복권 (당신은 그것을
승리에있을거야) , 사색 (희망 자산 가치 증가)
위험 회피 (보험, 선물, 옵션, ..) . 도박꾼 불쌍하지 마십시오. 약한,이기적이고 바보 같은
개인의 그들은 불로 재산을받을 자격 생각합니다. 그들은하지 않습니다. 그들에게 책임을
누릅니다.

현실 엔터테인먼트 참가자가 가장 당황 도박꾼입니다.
그들은 배신, 구역질, 속이는 자신 및 다른 사람,
거짓말, 그들이 승리 도박을 모욕 동작합니다. 수상자는
상금 100 % 세금으로 상금을 풀어. 불로 소득은 멀리
과세된다. 선수 순.

사람들의 약점을 찍은 장점은 범죄, 케이지 도박 prov- iders입니다, MS / R7 . 도박 장소 (도박-상점,
미래 교환 '카지노', 현실 엔터테인먼트, 비축 교환) 닫힙니다. 모든 이익 및 도박 업체 및
전문 gamb-의 자산을 나 타 Conf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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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R들 (펀드 매니저, 토지 투기, 공유 상인, 선물 - 상인,
.. ) . 자유 보유 권을 취소 (투자 부동산) . 승리 Individuls ' (incl- UDES 현실
엔터테인먼트 수상자) , 상금 100 %의 세금이 느슨한.
도박꾼은 바보, 착각, 이기적인 나쁜
사람들이다. 도박 제공자는 거짓 기생
약탈 폭리 년대이다. 둘 다 나쁜 및
책임입니다.

도박에 ZERO TOLERANCE
춘화 탐닉
포르노 부도덕 한 욕망을 묘사 엔터테인먼트입니다. 결국 그것을 보는 것은 더, 더
기괴한, 더 구역질, 더 타락, 더 sickning을 원하는 리드. 포르노 변태 중독.

포르노 제공자는 기꺼이 & unwill- 보내고 참가자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공급자는 오락에 참여하는 알코올 및 약물
중독자, 치매 노인, 아동 노예를 이용한다.
Pornograpy 제공 업체는 갇힌된다. MS / R7

부도덕 한 욕망 (춘화) 누드, 자신을 묘사 엔터테인먼트입니다
- 보수, 교배: 동물, 어린이, 동성, 이성 및 트랜스 젠더와. 공급자 (미디어 장소) 입력이
유형의
- tainment가 폐쇄된다 & MS / R7 . 모든 포르노가 샤이어에 의해 파괴된다. 변태는
도움을 요청해야합니다.

, 삭제 조각을 지 웁니다 .. 포르노
쇼핑 탐닉
당신은 입점 및 당신은 쇼핑을하지 않고 떠날 수 없다. 새로운 제품이 출시 또는 '판매'는,
당신이 많은 시간 동안 가게 밖에 서 연간 ½있다, 당신은 일해야 성 제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에스)
. 당신은 중독자입니다! 쇼핑 - 마약 중독자! 당신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CG 수집 및
샤이어는 지원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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욕심 부정한 자들은 (Profiteers)는 자신의 장점이 중독자를 사용합니다. 상인은 '새로운
무언가를 창조 (일반적으로 불필요한 정크) .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무언가로
시장.

광고 캠페인은 주로 SHOPP 목표로
- 마약 중독자를 보내고. 쇼핑 중독자 및 정크에 대한 공급자는 쓰레기 및 쓰레기의 큰
원천입니다. 비 필수의 광고가 종료됩니다. 메일 박스에 정크 메일의 배달은 위반을
종료 : MS / R4 . 비 필수 추가로 50 %의 세금이
(찌꺼기) 충전. 마약 중독자의 도움을 요청 쇼핑.
지루함을 앓고 작은 두뇌 사용을 가진 사람들은, 너무 많은 유휴 시간, 너무 많은 돈을
가지고, 자신의 시간 쇼핑을 보낸다. 시간의 자원 봉사를 보내, 그것은 더 보람입니다. 사교
모임에 참석한다.

흡연 탐닉
흡연 중독, 인간의 고통! 흡연자가 입에서 냄새가 그들의 옷은
방을 악취 냄새. 그들의 유골 & 꽁초 어디 모든 컴 퓨터
있습니다. 그들은 더러운, 구역질, 악취 indi- 개인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순! 부끄러운 그들.
흡연자는 자신에 대한 건강 위험이 있습니다. 그들은 그들의
입술, 치아, 잇몸, 입, 목, 기관지 및 폐, 지역 사회에 부담이
아픈되고 구울 수 있습니다.
흡연자는 담배 연기 휴식 및자가 입은 sickies 많이 복용 게으른.

흡연자는 다른 사람에게 건강 위험이 있습니다. 임신 흡연자는 자신의 태아를
아프게하고 있습니다. 출산 후 이러한 신생아 건강 문제가의 삶을 선고된다. 그들은
.. 태아 상처, 기형 / 장애를 가질 수있다 : MS / R3 흡연 부모의 아이들은 보상을 위해
부모를 고소한다.

흡연자는 과실이다. 그들은 화재, 가정, 잔디, 숲을
시작합니다. 그들은, 책임있다 MS /
R4 및 보상을 지불합니다. 흡연자, 부상자 및 / 또는 동물을
발사 MS / R5 흡연자 화재, 사람 및 / 또는 동물을 사망 MS / R6

수동 연기 (폭행) 사람들이 아파. 수동 만들 흡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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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기가 기소 MS / R3 . 엔티티 (엔터테인먼트, 레저, 일
,.. ) 그 수 흡연, 기소 MS / R3 및 COMPEN을 지불해야
- sation. 금연 교체 및 기소 있도록 정부,
MS / R7 .
1951 년 * 그것은 흡연이 심각한 위협이 건강에 해로운 것을 설립되었습니다.

정부 및 정부 기관 /하지 않았다 부서는 '금지'금연 봉사 및 지역 사회를 보호하는 데
실패했습니다. 회고전 legis- lation 통과 및이 유죄 GET되고, MS / R7 .
* 이교도 달력

촉진하는 개인이나 단체, 비즈니스 또는 기타 단체 (고급 - ertising, 마케팅, 공짜) 허용 (부모,
교사, 직장, 클럽, 식당, 엔터테인먼트 회장) 이익 (공급 업체, 제조 업체, 운송 업체, 도매,
소매) , 및 / 또는 흡연 액세서리 가능한 '피우는'하게, MS / R7

'담배'가 포함 된 중요하지 않습니다.

흡연 행위는 건강에 위험하다.

흡연 ZERO TOLERANCE!
새로운 기술 탐닉
새로운 기술의 마약 중독자는 재미있는 될 수 있습니다. 그들은 새로운 이상이 선정한 저렴한
가제트를 구입하는 기다리고 소매 밖에서 야영. 얼마나 바보!

새로운 기술의 마약 중독자 '쇼핑 중독'의 바보 같은 돌연변이.
그들은 폐기물의 가장 큰 원인이다. 그들은 작업 및 긴 사용 안녕 날짜가 제품을 폐기합니다.
그들은 그들의 새로운 technolo-의 GY을 사용하는 방법을 배우게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긴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이 마약 중독자는 일회용으로 장기간 제품을 켭니다. 그들은 오염이다.
SHUN & 부끄러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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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분의 새로운 기술은 재활용되지 않습니다. 폐기물 처리 PROB 만들기

- 샤이어 및 미래 세대를위한 lems. 예는 마이크로 칩 manufactu-의 총통은 새로운
기술의 마약 중독자에 대한 수용하기 위해 6 개월마다 새로운 칩을 제공합니다 .
완벽하게 기능 칩은 삭제됩니다. 무슨 낭비. 환경-파괴. 제조 업체, 배포자, MS / R7

커뮤니티 가이드 라인을 설정해야합니다. CG 솔루션은 모든 새로운 프로 덕트는 칠년의
저장 수명을 가지고있다. 이는 칠년의 새로운 모델로 교체 할 수 없습니다. 위반, MS / R7

마약 중독자 및 공급 중독을 만드는 사람 / 조직은 범죄자 비열, 부도덕 한.

그들은 책임있다 : MS / R7 .
노트 !! 이 모든 '중독'에 적용됩니다. 미성년자의 부모 (17 SHE 18 HE) 책임을진다. MS / R1
, 1 성 범죄, 2 차 위반 MS / R2 ,
느슨한, 모든 아이. 다른 미성년자 돌볼 수 없습니다.

2 실패 :

사람 고기를 먹는 풍습

식인 풍습은 음식에 대한 인체의 도살입니다. 또는 다른 사람으로 또는 실험 트랜스
식물. 식인 풍습은 외모에 대한 신체의 mutilat- ING이다 (화장대) 범죄 갱 회원 및 종교.
후견인 - 가디언은 식인 풍습을 반대한다.
인간의 신체 부위를 먹는 및 인간의 체액을 마시는. 진화 문명화 된 사람들 허용
원시되지 않습니다. 심지어 상징적 잠식주의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 예를 들어,
그리스도인 ' (이방) 혼란에 인체 소비 (쿠키를 먹는) & 마시는 혈액 (폭음 알콜) . 이 의식은
끝납니다. 이교가 종료됩니다. SHUN & 부끄러운

식인 1 몸체에서 다른 인간 또는 동물의 부품을 이식하기 위해 사용된다. 일부
부품은 실제로 재성장되었을 수 있습니다 (labratory, 동물) 및 다음 이식.
몸에서 몸에 몸 체액의 수혈. 두 트랜스
- 심기 및 수혈 끝. 1GOD's-DESIGN 시작이 & 끝이있다. 이식 및
수혈은 수명을 연장 할 수있다. 방해하는 1GOD's-DESIGN 시작 및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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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인 풍습은 외모에 대한 인체의 토막입니다 (성형 외과 적 GERY 임플란트) , 범죄
조직에 속하는 (절단, 문신, 신체
- 꿰뚫는) 및 종교 (바디 피어싱 circumcission, 흉터, 문신) . 식인 풍습은 'TestTube에
아기'를 만들 SHE 계란을 제거하고
(몬스터 아기) . 이 모든 것이 끝납니다.

질병이나 사고로 인해 외관을 손상이있는 경우에만 성형 수술에 사용됩니다. 그것은
이기적인 허영에 대한 취사 선택이 아니다.
건강 관리 자원을 선택적 허영 프로젝트에 낭비되지 않습니다. 선택적 수술을 수행하는
모든 건강 개업는 등록이 취소된다 MS / R6
범죄 조직에 속하는의 Mutalations 부분 (절단, 문신, 바디 피어싱) 및 종교 단체 (바디
피어싱 circumcission, 흉터, 문신) , 중지! Mutalation는 지역 사회 범죄 & A 모욕하는
것입니다 1GOD! 책임 (갱 참조) MS / 아르 자형 및 내세가 적용됩니다.

재현 할 수없는 그녀는 포스터 부모가되거나 채택한다. 그녀는 '몬스터 아기'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몬스터 아기'의 제작자는 dereg- istered, 느슨한 전문 인증입니다 및
갇힌된다 MS / R7 .
식인 풍습은 토막 ... 엔터테인먼트 (게임, 비디오, ...) 끝납니다.
위의 묘사 인 오락 기존, 샤이어는 파괴한다. 배포 생산하고 사람, 쇼 (공공연히) 엔터테인먼트의
종류, 수 MS / R7 .

Canabalism / 절단는 범죄입니다
3 실패 :

선망의 대상

질투는 다른 개인 '에 의해 자극 분개 동경, 외모, 운, 인기, 재산, 자질, 능력, 재능, ... 뿐만
아니라 ENVI입니다
- OU에 사람은 자신의 질투에 의해 불행 렌더링, 그러나 또한 다른 사람의 불행을
입힐하고 싶습니다. 부러워 사람들은 'Shaden- freude'표현 (복용 즐거움) 다른
사람의 불행이다.
부러워 사람은 능가하거나 경쟁사 광고 유리한을 취소 스스로 동기를 부여. 그들은
잘못된 소문을 시작합니다 (다시 찔러) 경쟁자 '의 명성을 파괴합니다. 그들은
라이벌에 대한 자경단 활동을 enci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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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러워 사람은 자신의 인생에서 가지고있는 좋은 것들 장님이다.
일에 다른 사람들이 그들이 원하는 것을 가지고에 그들은 단지 초점을 맞 춥니 다. 이시기,
증오와 그들을 아프게. 그들은 폭력, 범죄가 될 수 있습니다.

부러워 사람들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들은 다시 교육이 필요합니다. 그들은 1FAITH &
'율법 수 여자 매니페스트를'포용한다. 또한 그들은 명상 시작할 수 있습니다 (내면의 평온을
찾을 수) . 변경하지 마십시오 부러워 사람들은 책임을 져야한다.

질투는 '실패'위험한 감정이다. 부러워 사람이 실패를 극복하기 위해 시도해야합니다.
경우의 도움을 받아야 할 필요는 없다. 부러워 사람을 몰래 다른 사람. 도움이 필요.
시기를 극복하는 것은 지역 사회의 작업입니다.

그것은 부패하지 않는 부러워 ..

4 실패 :

위증

위증은 사실이 무엇인지에 맹세 또는 선서 약속 된 내용을 생략하거나 맹세, 서약을
위반. 위증은 deliber입니다
- ately 법원이나 법정에서 거짓 증거를 제공. 위증은 거짓보고 또는 거짓 statement.to
경찰을하고있다. 위증은 범죄입니다, MS / R3
사람은 스스로 외부 사법, 법 집행을 위증 할 수 있습니다. 직장에서, 가정에서,
친구에게 .. 다음 단어는 행동의 종류와 관련된 : , 은폐,기만, 속임수, 우화, 부정직, 왜곡,
erroneousness, 제조, 속임수, 사기 야, 불성실, 거짓, 겉으로 꾸미기, 사기, FIB, 소설,
허구, 절반의 진실, 개판, 허위, 사기, 키 큰 이야기를 은폐 방사.

비 범죄 위증 부도덕 한 위증이다. 비열한 행동! 그것은 신뢰 및 지역 사회의 조화,
훼손. 행동의이 유형은 견책 및 기피 가치가있다. 형사 위증은 사법 진리의 발견,
훼손. MS / R3

위증, 비열한 행동.
SHUN & 부끄러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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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실패 :

약탈

약탈은, 정서적, 지적 또는 신체적 수 있습니다. 약탈과 관련된 단어 : 강도는, 범죄,,,
전리품, 절도, 절도를 취 후 무리, 강도, 찢어, 운반, 무장 강도, 리프트, 약탈, 약탈, 약탈,
먹이는, 밀렵, RAID, 황폐을 횡령 ... 이것은 실패합니다. 범죄.

감정적 약탈은 애정 또는기만 의해 얻어진 호의 의미한다.
약탈의이 유형, 부도덕 : Shaming 및 기피의 결과.
범죄자 감정 약탈있다 : 중독, 협박, 납치, MS / R7 .

지적 약탈 불법, 지적 재산권을 획득하는 방법, 개인 한 식별을 알아 -입니다 ... 계획된
지적 약탈 범죄입니다, MS / R5 . 기회 지적 약탈 범죄, MS / R4 .

물리적 약탈 수단 제품이나 돈은 불법적으로 획득. 물리적 약탈 범죄 계획, MS / R5 . 기회
주의적 물리적는 범죄를 약탈 MS / R4 .

외국 소유자 (외국 다국적 포함) 글로벌 IT를 사용하는 경우 및 지적 /
또는 물리적 약탈을 커밋합니다.
현지 노하우를 약탈 외국 소유자, 재산은 해적이다, MS / R6 . 현지 노하우를 약탈 지역
단체, 재산은 해적이다, MS / R6 . 현지 노하우를 약탈 다국적 기업, 재산은 해적이다, MS
/ R6 . '불법 복제'허용 정부는 국민을 배신한다. 그것은, 교체 및 책임은 MS / R7 .

항상 약탈자가 책임을
6 실패 :

이기적인 ( 악마의 사슬 )

사람, 다른 사람에 대한 그룹 또는 조직 부족을 고려하여, 지역 사회의 이기심,
행동이나 동기. 이기심은 자기의 이익이나 쾌락을 주로 우려하고있다. 이기심은 원인
& 악마의 체인의 7 개 링크의 효과 :
욕심 > 폭리 > 부 > 낭비 > 엘리트주의 > 인종 차별 정책 >
부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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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links 많은 사악한 돌연변이 링크가 :
연예인 스포츠 ~ 신용-제공 ~ Deceitful- 포장 ~ 재산 ~ 외국인
소유 ~
프랜차이즈 ~ 자유 보유 권 ~ 세계화 ~
쇼핑 센터 ~ 세금 회피 ~ 노력없이 얻은 ~
노동 조합 ~ 대학 ~ 자선 ~

악마의 사슬은 지역 사회의 질병이다
이기심, 부패 및 불공정의 증상을 가진 질환.
로컬 잘 떨어져 사회는 노숙자가
(쓰레기 쓰레기통에서 자고) 영양 부족의
(먹는 쓰레기) & 고투 (부채 수집가에 의해 스토킹,
괴롭힘, 희롱, ..) 사람들.
사람들의 대부분은 매일의 필수품없이 이동
- 일 라이브 (저희 집은 음식, 깨끗한 물, 괜찮은 의류 및 저렴한 가격,
편안하고 안전한-쉼터) . 이 가난한 사람들은 약물 남용에 이르게
불행에 살고 (흡연, 음주 및 향정신성 물질) .

이는 '악의 사슬을'생활 및 인간의 품위의 의무를 실패 이기적인
커뮤니티입니다. 이 지역 사회인가? 그렇다면이 상황을 타개 할
의무이다.
그렇지 않으면이 부도덕 한 것은 악 안티-1입니다 하나님. 악마의 필요 자산
스트리핑 및 caging, MS / R6

1GOD는 여러분의 의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YYYYY

악의 체인 -기도
소중한 1GOD , 가장 아름다운 우주의 가장 겸손하고 충실한 보호자 - 보호자의 창조주 (1 성
이름은) 악의 사슬의 책임을 구성원을 들고 도움을 요청 재현 - 나쁜 7 세대에 대한
좋은이 영광 & 악 위축의 체인을 번창하자, 악마 회원의 체인을 요청합니다 악마 회원의
체인 내세에서 지금 & 처벌 할 것을 요청합니다 의 1GOD 및 인류의 좋은

이기도 당신은 악마의 체인의 회원 만나는 시간 사용 : 사람, 협회, 기업, 조직, 정부,
...

(17)

1GOD 1FAITH 1Church 우주 후견인 보호자
14.12.1.1

www.universecustodianguardians.org

1FAITH 법 수 여자 매니페스트

욕심 > '악마의 사슬' 한 사람, 그룹, 조직 또는 정부가 이기적으로
더를하고자 할 때 시작 (재료 일, inflyence 및 전력) 다른 개인, 그룹,
조직 또는 정부보다.

욕심 지적 재산권, 네거티브 기어링, 세, 세금 회피, 세금 공제 기부금, speculat- 보내고,
노동자를 착취를 주장하는 개인 소유이며, (캐주얼 고용, 노예, 미성년자는 박봉, 건강에
해로운, 무급 초과 근무, 안전하지 않은, 더 및 더 빠른 작업) .

욕심 사적 소유입니다 (자본주의) . 개인 소유권을 공유하지 않는 수반한다. 그것은
오만한 엘리트주의입니다. 자산 및 IP의 개인 소유
(지적 재산권) 끝납니다. 국내 자산 및 IP는 전송
(보상 없음) 샤이어에 '. 기업은 변환됩니다 (더 COMP-ensation 없음) '에 CRON ' ( 커뮤니티
실행 소유 비영리) !
욕심 추측입니다 (도박) 그 자산 가치, 가격 및 불로 소득은 증가 될 것이다. 인위적으로
추측하는 것은 비용 및 신용 부채를 드라이브 (다른 사람의 돈을 사용) 경제성의 저하의
결과. 추측 안티 커뮤니티입니다, 부도덕는 종료! 음 - 기어 및 자유 보유 권이
취소됩니다! 주식 & 선물 거래소가 폐쇄된다! 무역 및 엔드 헤지!

욕심 세금 회피입니다 (세금 공제 기부금, 세금 최소화, 조세 피난처) 지역 사회에서
훔치는. 세금 회피는 범죄입니다,
MS / R6 . 세금 공제 기부금 부패이다. 세금 공제 도나
- TIONS의 끝, 세금 최소화 끝, 세금 피난처의 영역은 폐쇄된다!
욕심 자산 아파 르트 헤이트를 만듭니다! 부 - 아파 르트 헤이트는 인 판사의 주요 원인입니다! 부 - 아파 르트 헤이트 & 부정은, 안티 커뮤니티,
안티 부도덕 한 1GOD. 이제 부 - 아파 르트 헤이트를 종료합니다!

욕심 노동자를 착취한다. 욕심 폭리의 보스가 사용합니다. 슬레이브 드라이버 신조 : 캐주얼
고용, 노예, 미성년자, 박봉, 건강에 해로운, 무급 초과 근무, 안전은, 더 및 더 빠르게
작동합니다. 이 신조는 건강에 해로운, 부도덕 (스트레스, 사고, 사망) 및 반사회적.
부품을 적용하거나 슬레이브 드라이버 신조의 모든 얻을 보스, MS / R6 .

뿐만 아니라 개인의 욕심이다. 세계화는 탐욕 & 폭리입니다
세계화는 자신의 피라미드 판매 마케팅에 사용되는 욕심 부정한 자들은 (Profiteers)에
의해 납치되었습니다 (자유 무역) 성장 이익을 유지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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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들은 국가 및 자원의 부족까지. 자유 무역은 글로벌 다국적 기업 노동 착취 및 훼손에
의해 구동
(협박) 정부. 자유 무역 끝

해야만한다 :

갖다 ~로부터 탐욕스러운

주기 ~로 아주 가난한
몰수하다 로부터 보상없이 탐욕스러운 모든 자산
(개인, 상업, ..) 이기적인 자격 (생명 보험, 민간 슈퍼, 부동산, ..) .
조각 탐욕스러운 모든 타이틀 (유전 명예 및 전문) .
거부 탐욕스러운 리더십 위치 (기존의 리더십 위치를 제거 ..) .
게시 이름 & 그림 (인터넷, 타운 홀 - 수치 벽 ...) .
벌하다 탐욕스러운 순 부끄러운 및 케이지 그들, MS / R6 .

대들다 탐욕, 세계화, 자유 보유 권, 외국 소유, 미경, 저작권, 특허, 개인 소유,
부동산 ...

폭리 > 이기적인 욕망은 그들에 이점을 얻고, 다른 사람의 거짓, 부정직,
무관 심한 부도덕 촬영을 이용하여 현실이된다 (위험 회피, 내부자 거래를
과충전 광고를 오해의 소지가 인간의 약점 및 무지를 악용, 노예 노동,
투기, 부패, 사기, ...) . MS / R6

안티 1GOD 및 안티 - 인류 폭리의 예 :
거짓 포장 이익을 증가시키기 위해 패키지의 컨텐츠를 축소 수반한다. 활용 (paracitic,
육, 폭리) 소비자의. MS / R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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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충전 복용 장점을 수반 (paracitic, 육, 폭리) 공급 부족. MS / R6

가격 고정 극대화하기 위해 카르텔에 속하는 수반 (paracitic, 육, 폭리) 이익. MS / R6

투기업자 (부동산) 홈 경제성을 운전. 어려움을 겪고 가족에게 가정을 거부. 빈민가 및
노숙자 증가. MS /
R6
약탈 '나라 A'에서 다국적 어셈블러는 '정부 A'의 혜택 및 세금 휴식을 원한다. '정부 A'는
거부! Multinati-도 그러 어셈블러이 정부의 요구에 동의 '나라 B의 정부'를 요구한다. 다국적
어셈블러는 A 국가에서 생산을 닫고 노동자의 이동을 자루

'나라 B'로. 이윤은 집으로 보내 &로
지급된다 보너스 임원 (범죄) 및 배당 홀더를
공유 (기생충) .

어떻게 다국적 (사회, 주권 및 재산에 대한 범죄 위협) 운영; 그들의 자원의 스트립 외국
나라, intellec- tual 특성 (발명, 노하우, 특허, 상표) 및 재산
(주 생산자, 부동산, 자원) 부패한 정부의 도움으로. 블랙 메일을 사용 유인물, 세금 자유
및 싼 노동력을 가져옵니다. 정부는이 멀티 국가의 요구에 굴복하지 않는 경우 그들의
요구를 충족 않는 정부를 찾을 수 있다고 이야기한다 (약탈) 및 그들의 작업을
이동합니다. 그들은 위협 또는 다국적 혜택 변화를 가져 외국, 정부 기관, 사증을
불안정하게 자신의 손상된 홈 정부를 사용합니다. 이것은 그들이 가지고 problable
작동하지 않을 경우 자국 침공.

민주주의에 대한 가장 큰 위협은 '다국적 있습니다 에스
해야만한다

Paracitic 약탈 폭리에서 받아
불우 이웃에 제공
(탐욕이해야 참조) 기소 폭리를 취하다 : MS / R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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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개인 소유 교체 CRON !
다국적 해체 (크론 행) CEO, 이사, 소유자 기소 : MS / R6
END의 폭리 부정한 자들은 (Profiteers)을 기소 : MS / R6

부 > 다른 사람을 통해 얻는 이점은 물질적 인 것들, 영향 및 전력
방대한 양의 축적 (보석, 부동산, 종, 럭셔리, 전원의 위치, 정부) MS
/ R6

웰스는 3 가지 방법에 축적된다 :
' 악마의 사슬 ' '부정직', '부동산'.
재산을 가지고하지 않는 하드 정직 작품!
하드 정직 작품은 바디 & 소울 좋다.
부 안티 커뮤니티, 자격이없는 & 허용되지 않습니다!
부자가된다는 것은 그들이 할 수있는 어떤 방법으로 재산을하는 것도하고 싶지는 다른 포식자를
유치 약탈이다. 부유 포함하여 아무것도 할 것입니다 및 그들의 부를 증가 / 또는 그것을
유지하려고 : 뇌물, 깡패, 비과세는 회피, 세금 회피, 거짓말을 죽이고 도둑질, 속임수.

부패 정부는 "만드는 법을 구입 및 부유 변화에 의해 제어 부당". 이 불의 안티이다 1GOD
!!! 부패 정부 및 부정 교체된다. 부자는 책임있다 :
유산 - 제거 및 MS / R6 .

부 악마의 주요 원인!
미국 은행 크리드 : 만 가난한 및 도움이 필요한 급여 세금.

부유 한 급여 회계 및 세금 회피.
은행, 부유 및 회계사! MS / R6
연구는 모든 것을 더 가난한 및 불우 지불 어려움을 겪고
보여줍니다. 풍부한 볼륨 할인 및 공짜를 얻을. MS / R6 : 부유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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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가난한 및 가난은 갇힌된다. 부자는 law- YER를 얻을. 경우는
손상, 정부의 보호가 될 필요가있다.
MS / R6 : 부유 및 부패 정부를위한
부자는 부도덕, 포르노 및 기타 행된 버전의 주요 원인입니다! 부유 오염 및 쓰레기의
주요 원인입니다! 그들은 엘리트주의 및 재산 인종 차별을 만들어 다른 사람보다 더
가치가있다 생각! 부자에-단지 법률 밖으로 가져 및 유지 / 또는 손상 그들의 부를 증가
및 정부에게 뇌물을 원하는! 부자 급여 (expences) 벌금. 감옥에 가난한, 가난한
이동합니다.

부자는 기생충의 '악마의 사슬'입니다! 부자는 반사회적, 안티 커뮤니티 & 안티에 대한
accoun- 테이블을 만들어 1GOD 행동!
부자는 자산 제거, 기소 & 교입니다! MS / R6
재활 후, 부자는 자산을 소유 할 수 없습니다! 그들은 지역 사회에 대한 작업 1 배 WMW 그들은
죽을 때까지! 노트! 부자는 노령 연금을받을 자격이되지 않습니다! 그들은 죽을 때까지
일해야한다!

커뮤니티 위협 및 환경 부유!

아무도 부자가 될 자격이 없다 !!!!!!!
낭비 > 인간의 정신은 무엇이든 너무 많이 처리 할 수 없습니다 (재료 일,
영향 및 전력) 더 부도덕, 폐기물을 원하는, 지루함의 결과. 공유, 타협,
조화의 더 나은입니다.

인간 디자인은 생존을 위해 의지를 수반한다. 역경을 생존 및 CON- strictions는
처리해야합니다. 기대 (꿈) 및 정의 (Accountabi-의 lity) 도움이 있습니다! 체감 희망 및
손상 정의 10 개 보안 및 생존을 threa-!

안티의 예 1GOD 및 안티 인류 폐기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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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무 많은 돈_ 꿈을 충족합니다. 꿈에서 실행 _ 권태, 편심, 중독,
부도덕, 범죄, 더 원하는 쌓아 두는 리드 충족하는 ... MS / R6

너무 많은 돈_ 돈 &이 생성 폐기물을 숭배 사회에서 부당한 영향력을 확보로
이어집니다. 돈의 영향은 손상 사회를에 의해 가능하게되는 자산 및 폐기물에 매춘부
자체!
너무 많은 돈_ 비 본질에 돈을 낭비로 연결 : 알코올,
골동품, Celebrity- 스포츠, 마약, 도박, 불륜 섹스, 제트,
보석, 저택, 건강에 해로운-다이어트, 허영, 리무진, 펜트
하우스, 요트, ...

너무 많은 돈 + 부당한 영향 = 전원을 켭니다. 이 방법으로 얻은 전원이
손상되었습니다! 손상된 전원 불의 & 폭정으로 변합니다. 폭정의 끝, MS / R7 .

너무 많은 돈은 '비장-본능'을 트리거합니다.
내가 가진 & 더 축적 무엇 유지! 무엇 내 것은 내가 어떤 어떤 방법으로
내가 할 수 원하는 당신을 무엇을, 내이다.

나 다 가지고 싶어! 충분한 결코 충분 & I는 공유하지
않을거야!
다른 욕심 부당 이득 및 사회 정의 정부에서 보호 축적 된 자산이 필요합니다. 의회의
구성원에 대한 세금 공제 기부금은 그들이 대표하는 사람들을 이해 보장합니다. 다른
욕심 부당 이득은 거짓, 부정직, 왕따를 돌보아 ... 경쟁과 내키지 Politians은, 잘못된
정보, 소문, 왕따 미디어 캠페인에 노출되어있다.

부유 사용 전력은 손실을 할 때이 부패 정부에 의해 구제되는 및
손실을 가진, 유료 보내고 세금에서 그들을이 보호하는 법률이
보장하는 (US 스트리트, 런던의 영국 도시, 중국) . 부유 한 세금을
지불하지 않습니다 아직 제공한다 .22 이와 같은 결정으로 국가
기관의 모든 물건의 혜택을받을.
부유은 기생충, 비 필수 및 비장에 지역 사회 자산 낭비입니다 MS
/ R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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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유 한 낭비 및 Hoarders 지원 세계화. 그들은 해외 세금 피난처가 그들의 whealth를
주차했다 작동합니다. 모든 세금 피난처는 자신의 정부가 갇힌되고, 폐쇄 및 자산
제거됩니다 MS / R6

낭비에서 받아 지역 사회에 환원
해야만한다 : ( ) 탐욕이해야 할 참조 낭비를 처벌 , MS / R6
반대 및 END : E

상태 T의 도끼 - ~ P의 rivate을 피난처 - 취소에
자신의 ership의 F의 reetrade F의 REE 호 LD ~ G의 lobalizati이
나이 CN를에의 TI ited ~
엘리트주의 > 너무 많이 갖는 것은 무오성을 믿는로 연결 (다음 다른 사람을 더 나은 및
더 가치가있는) . 엘리트주의는 기본적으로 의미 (1 명 또는 그룹은, 나머지 부분보다
bet- TER 있습니다 이상의 비 필수, 더 존중, 더 많은 권한을받을 자격이 있다고 생각 ..)
이기적이고 거만. 엘리트 품종 : 야망, 인종 차별, arro- gance, 부패, 부정,기만, 차별,
불신, 탐욕, 인 - 법무부, 질투, 폭리, 이기주의, 물질 남용, 윈 ners ,. ..

안티의 예 1GOD / 안티 인류 엘리트주의 :
엘리트 주의자는 모든 다른 사람의 비용으로 자신에게 특별한 권한을 부여 공모. 어떤
자기 만족의 목적에 대한 차별 및 다른 사람의 착취이다. 엘리트는 받아 들일 수없는
오만하고 이기적인 방지 커뮤니티입니다. 부끄러운 그들, 그들을 피하다!

엘리트 주의자 (블루 블러드, 군주 부유 및 과대 망상증) 번식의 그들이 국가 및 organizaTIONS을 지배 태어난 때문에 생각합니다. 정화에 대한 나쁜들, 군주, 부유 및 과대
망상증이 인 - 번식을 지원 * 블루 피 (결함 유전자) . " 아픈 오만 ".
후견인 보호자는 세습 반대 : 폭정, 부, 위치 및 전원.
* 블루 혈액 인간 신체의 하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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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은 오만 손상 엘리트입니다. 그들은 재산 및 전원에 바로 가기로 사용된다. 부패
'올드 보이스 네트워크'. 지역 사회 자원 및 학생들이 시간 낭비의 폐기물 (관련이없는도,
너무 많은 자유 시간 .., 교육자를 냈어요) ! 워크 경험이 부족한 대학생이 초과
지급된다. 닫기 대학.

올림픽 게임 (여름, 겨울) , 엘리트 부패, 낭비 및 폐기하십시오
정직. 그들은 엘리트 엔터테인먼트입니다 (1 우승자 및 많은
패자) '샤이어'에 큰 빚을 만들기 우물을 즐겁게합니다!
올림픽 취소 및 IOC을 닫습니다.
올림픽의의는 챔피언의, heroe의, 우상의를하지 않거나 롤 - 모델의입니다. 그들은 지역
사회에이기적이고 욕심, 기생 부담입니다. 그들은 그들의 몸, 법률 및 illigal 보충제를
사용, 과도한 운동 고문. 나중에 생활에서 그들은 지역 사회의 보건 의료 시스템에
부담이다. 그들은 훈련 장소, 올림픽 경기장, 인프라 부족 지역 사회 자원을 낭비.
올림픽에 보낸다 교체 정부

경쟁 프로 스포츠는 정직, 손상, 엘리트입니다. 생성 및 스포츠의 유명 인사를 폐기
부도덕 한 쓰레기 욕심 미디어에 의해 지원됩니다. 중독 후원 경쟁 프로 스포츠, 제공 (알코올,
도박, 흡연) , 부정 행위, 도박, 몸과 마음을 바꾸기 약물 남용의 사용, 부적절한 롤
모델을 만드는 선도, ... 후견인 가디언 경쟁 스포츠를 반대한다.

우주 후견인 보호자는 모든 사람이 모든 천연 자원, 발명 및 intellec- tual
재산, 가능성 및 기회 축적 된 과거 및 현재를의 공동 상속인임을 믿는다 (사회
정의 : 모든 사람들을위한 mentionad 전에 모든 균등 분배) .

사회 정의가있는 1GOD 바로 주어진. 엘리트는 안티 안티 사회 정의입니다 1GOD. 엘리트는,
부도덕 한 범죄 및 용납. 법률은 대부분을 제공합니다. 엘리트 혜택을 소수의 법칙은,
손상 부당하다 및 대체된다. 엘리트주의를 장려 및 양육 정부는 지배하기 부적합하다.
그들은 대체 및 기소 : MS / R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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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야-D0 : 한조각 엘리트주의 > 세우다 평등
엘리트 학교 공립학교가 될!
엘리트 병원 공공 병원이 될!
엘리트 퇴직 주택 전송로의 샤이어 퇴직 집!
개인 해변 공공 해변이 될!
골프 클럽 시장을 정원으로되어 있습니다!
대학 로 설정되어 CRON 일 - 채플!
올림픽 스포츠 및 경쟁 아레나스 철거된다!
엘리트 트로피 및 기록 에 의해 파괴 샤이어 !
어떤 종류의 개인 클럽 공개된다!
자유 보유 권 커뮤니티된다 샤이어 재산!
사적 소유 로 설정되어 CRON !
유전성-폭정 자유롭게 선출위원회를 multichoice된다!
인종 차별 정책 > ' '모두가 차별을 내려다볼 & 굴욕 ' 이 없음의 ' ( 재산 아파 르트 헤이트) .
부 아파 르트 헤이트는 지역 사회의 부의 불평등 한 분배입니다!
불평등 한 부의 분배가 부도덕, 안티 - 1 하나님! 부 아파 르트 헤이트는 불공정,
범죄입니다 : MS / R6

증가 부 아파 르트 헤이트는 교두보 역할 커뮤니티 네의 보안 위험을 증가시킵니다. 지역
사회 재산의 빠른 불평등 한 분포가 더 가능성이 무정부 및 시민 불안하다 진화! 부 아파
르트 헤이트는 unac- ceptable 및 그 끝의입니다! 기생 약탈 부정한 자들은 (Profiteers)는
자산 hoarders는 책임있다 MS / R6

안티의 예 1GOD 및 안티 인류 부 아파 르트 헤이트 :
재산 부 아파 르트 헤이트를 증가 부, 위치 및 전원을 전달합니다. 예 군주제 '& 개인

소유, 왕조'...이 말의!
세계화 깡패 부자 나라 (봉쇄, 신용 경색, 전복 정부, 제재, 침략) 가난한 & 싸게 자원을
판매에 국가 고군분투. 다국적 폭리 C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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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lomerates는 가난한 나라를 협박. 아동 노동 및 노예 노동, 안전, 건강에 해로운
미지급금 긴 근무 시간 그래서 그들은 가난한 사람들을 악용 할 수 있습니다 ...의이
끝!
임금 불평등 부 아파 르트 헤이트의 주요 원인! 예마다 1 $를 들어 미국의 노동자는 가장
높은 지불 임금 소득자는 13 $을 지불됩니다 가져옵니다. 스케일 업이 높을수록 당신은 더
많은 혜택 걷어차 및 상위 소득자는 특권을 가서! 이것은 끝! 초과 지급, 욕심, 기생
직원들은 책임을 개최하고 있습니다.

장점을 취소-자격 포함: 보험 (건강, 치과, 생활, 소득 보호) ; 아동 보육, 퇴직 급여, 연구
상환, 병가, 휴가, 장기 근속 휴가 ... 되지 않는다는 것은이 특권을 자격 : 가정 차량, 신용
카드를 가지고 지불 : 여행, 호텔, 레스토랑 방문, 여가 활동 (골프, 테니스, ...) , 문구,
Accoun- 중대장 (조세 회피) ; ... 이점 및 특권은 더 임금 불평등을 증가시킨다. 각각 가장
높은 지불 직원의 경우, 20 명 열심히 일하는 근로자가 이용 될 수있다. 이되지 않은 자격
혜택 및 특전은 종료!

불의에 부 아파 르트 헤이트에게 패스트 트랙을 확장!

해야만한다: 종료 부 - 아파 르트 헤이트

세우다 부 - 평등
재산: 부, 위치 및 전원을 전달 끝! 자산은 일반 수익이 될! 개인 항목 및 지식 연속성에
전달된다 (재산) ! 노트! 부, 위치 및 전력을 수락, 또한 죄책감 및 부채를 상속 수반한다.

세계화 : 다국적 기업은 기소 ( MS / R6 ) 및 지역이 될 얼룩진 disman- CRON ! 세계화를
지원하는 정부는 대체 및 책임있다 MS / R6 .

사적 소유: 끝! 광고 방송 (작은, 큰, 다국적)
지다 CRON ! 국내 이동 ' 샤이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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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익: 끝! 손익분기 비영리 적용!
임금: 불평등은 후견인 가디언로 대체 WMW !
부당 > 악 리드의 사슬에서 6 개 이전 링크는 법률 시스템 및 불의의 ruption를
올바하기 (예 : 약속, 나쁜-법률, 부패 - 법률, 부동산, 개인 소유, 미경, 자기 규제, 세금
회피, ..) . 이것은 끝! '율법 수 여자 명단'에 따라 후견인 가디언 정의는 그것을
대체합니다.

아동 불의 : 박동, 구걸, 성추행, 노동, 소아 성애, 성매매, 병역, 자살
폭탄 ...
아동 불의가 불의의 최악의 형태로하는 COMM-단결 실패입니다.
끝났어! 유죄가 책임을 져야합니다!
여성 불의 : 가정 폭력, 임금 격차, 강간, 매춘, 종교, 성희롱, 노예, ...
여성 불의는 공동체의 실패는 해결됩니다! 유죄가 책임을
져야합니다!
커뮤니티 불의 : 탐욕, 폭리, 부, 폐기물, 엘리트주의, 부 아파 르트 헤이트. 지역
사회 불의는 해결됩니다! 유죄가 책임을 져야합니다!

나쁜 법 불의 : 자유 보유 권, 저작권 및 특허 (지적 재산권) , 유틸리티의 민영화, 세금
공제 기부금, ... 나쁜 법은 폐기됩니다! 0.1.1.1에 소급! 다시 선고 (필수) .

손상된 법률 불의 : 외교 내성, 이중의 위험, 탄원 교섭, 내성, 제한의 규정, 권한, ...
부패 법이 취소됩니다! 해지가 0.1.1.1로 소급된다 (2004년 1월 1일)
다시 선고 (필수) .
종교 불의 : 독신, 할례, exorcising, 용서, 성추행, 소아 성애,
특권, sacrefice, 여성 차별, ...
, 비난 종교 부정 및 될 후견인 - 가디언 순! 성직자가
책임을 누릅니다.
모든 사람은 최종 도덕 및 시민 듀티 불의 있습니다. 원인 및 불의의 효과 사람들의
책임을 누릅니다. 불의을 허용, 정부 기관,의, 표준을 교체합니다. 정치인들이 책임을
누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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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배 불의 : 암살, corrup- 기, 실행, 침략, 고문, 폭정은 인종 차별을
wealth- ... 자유롭게위원회 Gover- 보수 선출 된 후 과거 객관식
1과 폭정을 교체합니다. 폭정 기소 : MS / R7 , 암살 실행 침범, 고문
지배는 재 배치 및 갇힌 악 , MS / R7 손상 및 부 - Apart- heid
거버넌스 교체 및 기소 : MS / R6

ZEROTOLERANCE 에 불평등!
'악마의 사슬'의 링크는 많은 악 linketts에 의해 확장된다 :
연예인 스포츠 ~ 신용-제공 ~ 거짓 포장 ~ 재산 ~
외국계 소유 ~ 프랜차이즈 ~ 자유 보유 권 ~ 세계화 ~
쇼핑 센터 ~ 세금 회피 ~ 노력없이 얻은 ~ 노동 조합 ~ 대학
~ 자선 ~

연예인 - 스포츠 악마의 체인의 문화의 일부입니다.
부패 엘리트 탐욕 및 이익 중심의 엔터테인먼트. 지루 유휴 부자 혜택을 entertain-,
표준이다. 그들은 정말 얼마나 악용 실현에서 멀리 아래 특권의 관심을 다른 곳으로
돌리게되면.
스포츠 유명 인사, 승리 아무것도 할 엘리트 연예인, 기록을 깰 & 예배 (우상)
. 스포츠 참가자의 필요 얻을 것입니다 엘리트 인식 + 스폰서 '
(기생 육 부정한 자들은 (Profiteers)) & A 연루 쓰레기 미디어
가증을 만들어 : ' 연예인 - 스포츠 '.
연예인 스포츠 참가자들은 지불
(직접 부여 후원 ..) 전문 연예인. E의 g. 호주 규칙 발
- 공, 자동차 경주, 자료 공, 농구, 복싱, 체스,
크리켓, 사이클링, 골프,
아이스 하 키, 그란 - 그랑프리, 그리드 아이언, Horse경주, 오토바이 경주, 올림픽, 파라 올림픽, 럭비, 축구,
수영, 테니스, 요트, 겨울 올림픽, 레슬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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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인 스포츠 목적 빌드 시설 필요
(홀, 스타디움 ..) 인프라 (철도, 도로 ..) .
이 종종 폐기물 지역 사회 자원 및 장기를 생성한다 (샤이어) 빚.
이 부대 시설로는 에너지 낭비입니다 및 쓰레기를 많이 만들
수 있습니다. 이러한 시설을 건설 중지 및 기존의 철거.

이러한 이벤트 공급 엔터테인먼트, 술, 콜라, 다른 달콤한 음료, 도박 및 건강에 해로운
음식 (기름기, 지방, 짠) 자주 폭력을 동반 (공격, 분노, 던지는 객체, 기물 파손) . 이 행사는
쓰레기를 많이 생성 (병, 캔, 식품, 종이, 플라스틱) 즉, 기억해야 (landfil) . 도박은 범죄로
연결 : 부정 행위 (nobling, 결과, 장비 ..) .

연예인 스포츠 쇼핑 중독의 주요 원인이다. 마케팅은
지역의 우상에게 충성을 사용하여 수요를 생성 (스포츠
유명 인사) 쇼핑-ddiction를 구동하기 (기어, 정크,
paraphenelia) . 당신은 바보 의류 및 신발류 너무 많이
지불입니다! 팬들은 좀비처럼 행동 (무심한) .

연예인 스포츠 스폰서를 통해 중독을 증가 : 알코올,
흡연, 도박, 쇼핑, 마약, ... 이러한 중독은 개인,
가족 및 지역 사회에 부담이다.

스포츠 유명 인사이다 욕심 - 미디어 작품 자체 및 다른 욕심-부당 이득에 대한 이익을
증가 (정크 푸드, 도박 제공 업체, 알코올 제조업체, 포르노, 담배 제조업체, 성매매 ...) . 연예인의
인기가 기울면되면 그들은 폐기 및 새로운 유명 인사로 대체됩니다.

승리, 인기 유지의 필요성은 자신의 어두운면을 탐구하는 스포츠 - 유명 인사를
이끈다. 부도덕 (간음 누드 포르노) 관심을 얻기 위해 사용된다. 물질 남용 (알코올,
흡연, 스테로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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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제) 스트레스에 사용되는 및 성능을
유지하기 위해. 욕심 쓰레기 미디어가 만든
연예인 덤프 결국 수익을 증가 및이 동작을
사용합니다.

롤 모델 및 우상으로 스포츠 - 유명 인사를 사용하여, 받아 들일 수없는 것입니다. 스포츠
유명 인사들이 모욕 거짓 우상이다 1GOD. 연예인 스포츠를 홍보 교육자들은
대체됩니다. 자녀가 연예인 - 스포츠 & 예배 스포츠 유명 인사를 재생할 수 있습니다
부모는 무책임한 나쁜 부모입니다. 커뮤니티 재 교육이 나쁜 부모입니다.
스포츠 취미가 작동하지 여가 엔터테인먼트입니다. 게으른 (우둔한)
학생 GET의 대학 장학금 (스포츠) . 대학, 스폰서 및 쓰레기 미디어 게으른, 바보 쓸모
스포츠 - Cebrity을 만들 수 있습니다. 이 끝납니다.
대학은 스포츠 유명 인사가 저임금 일자리를 얻을 수, 후원이 종료, 쓰레기 미디어
닫힌다, 닫힙니다.

끝 연예인 - 스포츠, 장소를 철거 ..
대중의 참여 지역 사회 여가 활동으로 교체합니다.

C의 REDIT - P의 rovider> P의 redator - 르 차 어 > 소호 - 신용을 제공하는 상어 (카드,
대출, mortage) 이익에 대한 '대출 - 상어'작업을 대출 pred- atory이다. 약탈 lend- ING
허용 및 부패 범죄 Gover-의 nment에 의해 권장합니다. 약탈-대출 사용 범죄자 (부채
콜렉터)
자신의 신용을 수집합니다.

이익 엔드에 대한 신용! 그것은의 공급자는, 폐쇄 및
기소 MS / R6 및 수 / 또는 약탈 적 대출을 교체 할 경우
ED, 기소 장려 정부, MS / R6

후견인 가디언은 비이자 집행 대출을 묵과. 당신은 양이 빌려 갚을 (NO 수수료,
무이자) . 당신이 그렇게 할 수없는 경우 다시 지불 할 필요가 없습니다. 당신이 경우에,
때, 주간 임금에서 10 % 이상을 다시 지불하지 않습니다 수 있습니다.

부채 수집기는 폐쇄 및 갇힌된다 MS / R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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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ceitful- 포장 ( 소비자 사기) MS / R3
이익 지향 경제는 '부도덕 한 범죄를 수 Deceitful- 포장 ( 소비자 사기) '. 소비자는 누가
거짓 포장 '를 사용, 거짓 부정직 및 탐욕 폭리 생산자, 제조 업체 및 유통 업체에서
보호가 필요 (다운 사이징 내용) 이점을 얻기 위해 (바가지) 소비자의.

1, 거짓 부정직 및 탐욕 시스템이 작동하는 방법의 예.
제조 된 제품은 브랜드 라벨을 사용하여 0.440kg 패키지로 제공된다. 같은 제품은 또한
소매 업체 홈 - 브랜드로 분류되어 있지만 패키지의 콘텐츠는 0.415kg로 감소된다. 소매
업체가 manu-의 facturer 브랜드보다 낮은 가격에 자신의 집에 브랜드를 판매 할 수
있도록이 수행됩니다. 이 바보입니다 (거짓, 부정직 및 탐욕스러운 트릭) 홈 브랜드
생각에 소비자는 때문에 낮은 가격의 거래이다. 소비자가 적은 제품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사실, 더 절약 & 없을 때 가끔 현실에서 소비자는 더 보내고을 지급 할을
끝납니다. 소비자 사기! MS / R3

한 제조업체는 0.440kg 패키지에 자신의 제품을 팩. 또 다른 브랜드는 동일한 크기의
패키지를 사용하지만, 거짓 부정직 및 탐욕스러운 방식으로에서만 제품의 0.425kg을
넣습니다. 제품은 같은 가격에 판매하는 경우, 제 2 제조 업체는 더 큰 이익을 만드는 및
소비자가 동일한 금액을 적은 제품을 얻을 수 돈을 소비한다. 소비자는 속지되었습니다. 2
제조 업체가 낮은 가격에 판매하는 경우, 그 제품은 거래처럼 보인다. 적은 직업이 있기
때문에
- 이 때문에 더 적은을 위해 판매한다 2 패키지 덕트는 더 이상 거래하고 있지. 제 2 회
제조자는 자신의 포장이 경쟁 제품과 유사하기 때문에 소비자가 무게를 확인하지
않습니다, 속이는, 폐기하십시오 정직 & 욕심 방식으로 기대하고있다. Consumer- 사기! MS
/ R3

포장은 전체 콘텐츠보다 자주 온다 (오버 사이즈 packag- 보내고) . 예 포장 6 개 항목을
보관하는 설계 만 5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속임수는 그들이 실제로 얻을 후 더 얻을 믿는 소비자를기만하기위한 것입니다! 소비자
사기! MS / R3
덜 받기> 더 많은 돈을 지불! 제조업체는 적은 소금 및 / 또는 설탕을 추가합니다.

라벨 제품 & 요금이 더 '감소'! 감소에 전달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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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의 추가 비용이 있었다 (뭔가 꺼내 감소) . 따라서 높은 가격이 필요하다. 사실이
아니다, 더 추가 비용이 없습니다. 제조업체는 덜 넣어, 그래서 가격이 낮아야한다. Consumer사기! MS / R3

수입 제품은 현지 제품처럼 보이도록 포장. 소비자 사기
MS / R3 . 지역 제품을 수입, 외국의보고 포장.
소비자 사기 MS / R3 .

해야만한다: 정부는 콘텐츠 크기를 포장 표준화하는 것입니다 :
고체 [ 그램 ( 지 ) / 킬로그램 ( 킬로그램 ) / 톤 ( 티 )),
액체 [ 밀리리터 ( ml의 ) / 리터 ( 엘 ) / 킬로 ( KL )]. 1 지 > 2 지 > 5 지 > (10) 지 > (20) 지 > (50) 지 > (100) 지 > (200) 지 >
(500) 지 > 1 킬로그램 > 2 킬로그램 > 5 킬로그램 > (10) 킬로그램 > (20) 킬로그램 > (50) 킬로그램 > (100) 킬로그램 >
(200) 킬로그램 > (500) 킬로그램 > 1 티 > 2 티 > 5 티 > (10) 티 > (20) 티 > (50) 티 > (100) 티 > (200) 티 > (500) 티 >
1 ml의 > 2 ml의 > 5 ml의 > (10) ml의 > (20) ml의 > (50) ml의 > (100) ml의 > (200) ml의 > (500) ml의 > 1 엘 > 2 엘 > 5 엘 >
(10) 엘 > (20) 엘 > (50) 엘 > (100) 엘 > (200) 엘 > (500) 엘 > 1 KL > 2 KL > 5 KL > (10) KL > (20) KL > (50) KL >
(100) KL > (200) KL > (500) KL > 표준은 상업, 산업, 개인 포장에 적용한다.

노트! 제국 조치는 사용되지 않습니다. 포장은 재활용이 가능.
PS-1 ( 포장 표준) 소비자의 요구를 커버 : 제품 수량 '및 포장을 비교할 쉽게 정직. 고체
무게 (g / kg / T) 및 액체 무게 (㎖ / l / KL) , 포장의 표에 나타난 수량으로 배포 및 판매. 포장은
재활용이 될 것입니다.

종료 거짓 - 포장
세우다 UCG PS-1 ( 포장 표준)
소비자 안내
고체 및 액체 무게에 대한 가격을 표시해야 1kg / 1리터 실제 무게 및 가격 + 가격을
비교할 수 있습니다.

와 제품 낮은 kg / l 가격이다 ' 싸게 사는 물건'.

지원 PS-1 포장 표준
거짓 - 포장을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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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 ( 계승)
indivi- 이중의 죽음에 사회 중심의 이기적인 탐욕에 위치, 전원 및
재산에 통과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불로받을 자격이없는 위치, 전원 및 재산의 엘리트 만들기. 이 문제는
원인 및 자산의 효과
부 - 인종 차별, 범죄, MS / R6 노트! 또한 부동산을 수용
과거 부채, 죄책감 및 책임을 받아들이 수반!
위치의 상속은 종료합니다. 그것은 워크 경험 + 추가 연구 + 선임하여 홍보로
대체됩니다.
전원의 상속은 종료합니다. 자유롭게 멀티 후보 선출위원회로 대체됩니다.

(1)에 의한 리더십 폭정입니다 (유전성 / 정치) 끝났어. 선출위원회의 리더십은
공정하다.
자산 끝의 상속. 그것은 모든 정부 수익으로 간다.
지식 연속성, 전통, memo- rabilia, 신념에 후견인 가디언 패스 .. 공동체 의식 및 책임에
대한 후견인 가디언 패스. 의 철학에 후견인 가디언 통과 1GOD

1FAITH 1Church. 또한, 자신의 가이드에 통과 ' 율법 수 여자

매니페스트 '.

외국인 보유 비중 ( 반역) MS / R7
제어 자신, 악용하는 외국인을 허용, 약탈이다 반역!
외국인이 활용할 수 있도록 정부 (립 오프) 지방 주민의 반역을 저지르고 (범죄) . 정부는
대체 및 기소된다. MS / R7 외국인 지분율은 보상없이 종료됩니다.

외국인 보유 비중 반역 작동하는 방법의 예 :
외국인 보유 비중 변경, 손상 및 지역의 파괴 : 문화, 작업, 전통, 가치 ... 외국인 보유
비중은 지역 약탈 : Intellectual- 재산, 노하우, 자원, 자산을 ... 외국인 보유 비중
종료합니다. 자유 무역은 종료합니다.

외국인 보유 비중 토지 및 부동산 가격까지 드라이브 '. 만들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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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하기에 저렴하지 성 홈 구매자. '프리 홀드'의 노숙자 .. 외국인 보유
비중 증가 (토지 / 부동산) 종료합니다. 그것은 보상없이 몰수한다.

외국인 보유 비중 기관의 해외 리더십 위치에 발생합니다.
지역 주민을 거부하면이 위치를 유지합니다. 기회 및
실업 증가에 promoti- 감소 ..
현지 직원의 아래 Dumming. 이것은 끝!
외국인 보유 비중 자신의 물품을 수입 제조 결과. 오히려 다음 로컬 구입. 또한 지역의
지적 재산권은 해외 촬영! 제조 목적의 외국인 지분율! MS / R7

외국인 보유 비중 엔터테인먼트의 지역 인재 및 자신의 기회를 저해. 지역 주민들을
세뇌하는 것은 그들의 실체를 잃고 외국 문화 - 클론이 될 수 있습니다. 엔터테인먼트의
외국인 소유는 지역 문화, 관습, 방언 및 전통에 가장 큰 위협이다. 당신은 미국의 시계
미국의 엔터테인먼트 경우. 당신이하지 않은 경우, 미국의 엔터테인먼트를보고하지
않습니다. 엔터테인먼트 목적의 외국인 지분율!

외국인 보유 비중 지역의 풍부한 해외가는 리드. 떠나 주민 가난한 및 빈곤. 지역 농민
종을 소유 한 외국 석사. 외국인 지분율이 종료! MS / R7

외국인 보유 비중 프랜차이즈의 지역 비즈니스, unique- 다움 및 다양성을 파괴한다. 지역
사회에 적합하지 않은 외국 문화를 강요 지역의 전통을 훼손. 지역 주민들을 배신.
외국 프랜차이즈 종료!

외국인 보유 비중 자원을 혜택을 기원 자신의 나라에 싸게 자원을 판매하는 외국의
소유자로 연결됩니다. Robb-는 자원 및 그들의 재산의 지역 주민을 보내고. 분들께
외국인은, 반역을 지역 자원이다 소유 MS / R7

외국인 보유 비중 식품 생산 및 식품 유통.
결과: 식품 생산은 수출이 높은 가격으로 거부로 수출 지역 주민을 떠나는를
충족시켜줍니다. 또한 일부 지역의 음식은 외국 다이어트로 대체됩니다. 식량 생산 및
식품 distribu- 기 끝의 외국인 지분율! MS / R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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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보유 비중 미디어의 스텔스에 의해 침략입니다. 외국 언론은 외국인의 이익을
위해 지역 주민에 영향을 미친다. 정치인과 정부를 손상, 지역 문화, 문화 유산 및 전통을
파괴. 정부는, 반역을 자신의 주권을 푼다 및 지역 주민을 betrayes MS / R7

외국인 보유 비중 종종 협박 연결됩니다. 외국 Multinatio-은 정부가 그들에게 유인물,
세금 자유 및 값싼 노동력을 제공 요구 NAL. 정부는 외국 소유자의 요구에 굴복하지 않는
경우 협박한다. 그들은 그들의 요구를 충족 및이 자신의 이동 작업 않는 정부를 찾을 수
있습니다. 예 : 호주, 정부 기관,의, 표준 정기적으로 지불 (수백만 100의) 외국 다국적
자동차 회사에 연결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이그제큐티브 보너스 '집 및 외국 주주
배당금을 증가'보냈다. 노트! 호주는 결국 외국 자동차 업체의 협박에 전혀 말했다. 자동차
메이커 (포드, 제너럴 모터스, 토요타) 폐쇄 된 공장 및 수탁 수호자가이 회사에서 전송을
사용하지 않는, 그들은 신뢰할 수 없습니다.

다국적 TO ZERO TOLERANCE!
외국인 보유 비중 때문에 부패한 정부에 의해 배신의 수 있습니다. 이 배신을 촉진
정부 및 정부 직원을 대체하는 '반역'에 대한 기소 할 수 있습니다 : MS / R7 .

해야만한다:
외국인 보유 비중 취소 의: 자산, 기업, 제조, 차 생산, 자원, 부동산, 지적 재산권, 토지! 보상없이.

외국 소유권, 법률을 제정, 범죄 : 반역, MS / R7 .
자산, 기업, 세, IP는 이미 외국인 소유 자원은 보상없이 몰수한다.

외국 소유 기업 바꾸기 CRON
(커뮤니티 실행 소유 NOT- 비영리) !
지원 CRON! 다국적 순!
교체 및 기소 (반역) 허용하거나 외국인 보유 비중을 장려하고 정부 및 정부 별 고용의
EES! MS / R7 외국인 보유 비중은 군사를 사용하지 않고 침공 및 점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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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 이 위협에서 지역 사회를 방어.
오직 경쟁 또는 로컬 제품 및 서비스를 대체하지 않는 수입을 허용합니다. 가져올
것을 피하기 위해 현지 생산 및 서비스를 권장한다. 지방 자체 자족 최고의 생존
기술이다.

'외국인 보유 비중 취소'
'SAVE 지역 JOBS'
프랜차이즈 ( 비즈니스 모델 : 복제) MS / R6
프랜차이즈 탐욕 / 폭리 복제 마케팅 시스템입니다. 즉 클론 자체보다 특정 비즈니스
모델을 사용합니다. 그것은 평범한 작은 폭리 자본가를 위해 설계되었습니다. 같은 암
확산 (Globali- zation) 플래닛 이상. 고객은 자신의 identy 느슨한. 그들은 모양 및
뉴욕이나 베를린 같은 먹는다. 상대가 좀비. 이것은 끝!

프랜차이즈는 복제가 싼 어리석은 사본입니다.
세계화는 안티이다 1GOD!
프랜차이즈 지역의 전통, 문화, 독창성 및 다양 화하기 타이를 파괴한다. 대부분의
프랜차이즈는 미국의 마케팅 시스템을 기반으로 '미국'또는. 그들은 종종 건강에 해로운
제품을 제공 : 예 정크 푸드 콘센트를, 미국과 그들의 문화 클론은 'Diabetes' - 패'Obese플라크의 주요 원인 (고래 기름-명) '높은 혈압 전염병, 여드름 ...
프랜차이즈는 해외 프랜차이즈는 지역 요리, 유산, 전통 및 인구 배신 작동 할 수
있도록 지역 요리, 패션 ... 커뮤니티 &, 정부 기관,의, 표준을 파괴 MS / R7

프랜차이즈 '디자이너 옷'을 판매하여 다양성을 파괴한다. 이 옷은 유니폼입니다 (청바지..)
그들의 문화 및 유산, 상대, 원시, 바보 클론을 배신하는 사람들을 위해. 이 인형 순!

(37)

1GOD 1FAITH 1Church 우주 후견인 보호자
14.12.1.1

www.universecustodianguardians.org

1FAITH 법 수 여자 매니페스트

프랜차이즈 쇼핑-센터의 주된 이유입니다. 프랜차이즈는 아래-인력을 배치 및
가난에서 지불 훈련을 사용하십시오 (후배, 캐주얼)
직원. 쇼핑 센터 (쇼핑객의 낙원) 더 오염 파워 스테이션을 필요로 큰 에너지 낭비입니다.
또한 쓰레기를 많이 만들 수 있습니다. 모든 프랜차이즈를 닫습니다!

프랜차이즈 자신의 매끄러운 마케팅 (인간 및 약점을 이용 속는) 중독의 주요 원인은
다음과 같습니다 : 쇼핑 중독 및 갓
- 마약 밀매 자를 얻을! 프랜차이즈는 아래-직원, 가난, 지불 후배 과소 훈련을 사용하십시오
캐주얼입니다. 고객 서비스는 가난한 또는 존재하지 않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특가'및 '영업'이다
사기!

후견인 보호자는 프랜차이즈가 안티이라고 생각 1GOD 이 저해하기 때문에 1GOD의 지역의
특수성 및 다양성의 디자인.
프랜차이즈 글로벌 무시되는 1GOD의 반세계화.

해야만한다:
몰수하다 ( ) 보상없이 모든 프랜차이즈 및 현지로 변환 CRON ! 벌하다 욕심 프랜차이즈
케이지를, MS / R6
지역 고유의 전통 사업 지원 (크론 변환) .
귀하의 지역 문화 유산을 보호 :

반대 프랜차이즈, 세계화 및
외국인 소유
자유 보유 권 지역 사회에서 약탈 공공 토지 ... MS / R6
자유 보유 권 토지는 공공 토지 올바 RUPT 형사 정부가 지역 사회에서 약탈한다 (부패
범죄 정부는 레모 필요
- ving 및 처벌) . 부패 범죄 정부는 두 땅을 멀리했다 (쪼그리고) 또는 형사 욕심, 기생,
약탈에 판매, 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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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teers (토지 투기꾼) . 토지 투기는 재활을 필요로하는 기생충이다 : MS / R6 자유
보유 권을 끝! 지원 샤이어 토지 소유권!
자유 보유 권 땅은 추측 투자자들에 의해 사용된다
(도박) 부동산 가격을 견인 기대 (profi- teering, 자본 이득) 수
대피소 저렴한 기본 커뮤니티를 거부. 투자자들은 범죄 세금
회피를 위해 세 토지 사용 (네거티브 기어링) , MS / R6

일부 투자자들은 어설픈 건물 및 가격 임대를 통해 요금을
세우다. 노숙자가 될 지불 할 수없는 사람들. 투자 부동산의
진짜 임대 소득을 위해 구입하지만 세금 evas- 이온으로
사용되지 않습니다. 인간의 거주 부패 결과 (사람들은
바퀴벌레를 이동 및 설치류의 이동) . & 갇힌되는 보상없이
슬럼 - 영주 느슨한 재산, MS / R6

자유 보유 권 땅은 개인 소유의 땅이다. 모두의 이익을 위해 토지 박탈 커뮤니티 사용.
자유 보유 권 (아니 무단 침입 없음) , 호수 및 강 frontages의 모든 해변의 사용을 거부
골프 코스 피크닉 거부 ...
'부 - 아파 르트 헤이트'. 끝났어! MS / R6

1GOD 지구를 만들어 사용 및 모든 사람들이 동등하게 즐길 수 있습니다. 프리
홀드 토지 및 개인 소유의 주거에 모욕 1GOD. 프리 홀드 끝!

해야만한다:
모든 토지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샤이어 ( 지방 정부) . 프리 홀드 토지는 물건을 도난.
샤이어는 링 제목 - 전달하면 보상을 지불해야한다. 그들이 이동하거나 사망 할 때까지
소유자 점유자는 집에서 머물 수 있습니다. 그런 다음 샤이어 제어됩니다 (부동산에
대한 부동산 없음) .
투자 부동산 토지 및 건물 모두에 의해 보상없이 장악하고있다 샤이어 . 투자자는 '사회에
대한 범죄'에 대한 기소 MS / R6 투자 부동산의 끝!

FREEHOLDEND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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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화 인류의 운명의 일부가 아닙니다.
1GOD 그것은 매우 분명 세계화가
인류의 운명의 일부가 아니라고했다. 1GOD
의 신념 7Tribes 독립적으로 분리 현상 (지도)
.
1GOD 에 인류를 원한다

'STOP'세계화!
인류는 실패해야 ' 중지' 세계화 다음
1GOD 역할을합니다. 분노하지 마십시오 1GOD 주의 1GOD의

경고: 뉴욕의 세계 무역 센터, 미국 신용 위기, Cityof 런던 Brexit의
분쇄.
세계화는 악마의 체인의 일부입니다. 세계화는 hija- 자신의 피라미드 팅을 marke판매에 사용되는 욕심 부정한 자들은 (Profiteers)에 의해 cked되었습니다 (자유 무역) 그들이
countr- 이거 및 자원의 부족까지 성장 이익을 유지합니다. 자유 무역은 노동, 블랙 메일
링을 이용 및 .22 이와 같은 결정으로 국가 기관을 훼손 multinatio- 최종 사업에 의해
구동되는 세계화입니다. 다국적 기업은 국가의 주권을 훼손. 손상 및 개발에 선도!
보상없이 다국적 CON- fiscate 자산을 해체 및 지역으로 설정 CRON.

욕심 부정한 자들은 (Profiteers)는 선전기구를 설립 : G20
(욕심 스물, 오염의 주요 원인) , G8 (욕심쟁이 여덟 Wealth- 인종 차별) , IMF (국제 통화
기금 (IMF), 세계 대부 상어) , WEF (세계 경제 포럼 (World Economic Forum), Greeds
'publizist) , 세계 무역기구 (WTO) (세계 무역기구 (WTO), 부 - 인종 차별의 원인) .. 이러한
조직의 뇌
- 탐욕은 좋은 것을 대중을 씻어 이익은 좋은 및 세계화는 우리의 모든 문제에 대한
답이다. 현실은 세계화가 costcutting에 사용된다. 낮은 비용 구조를 가지고 국가로
이동하여. 한 지역에있는 사람들을 자루 및 다른에서 노예 노동을 사용. 이 종료합니다. 정부의
조직은 개인이 책임을진다!

비용 절감은 unheal- 네 안전하지 않은 작업 영역에서 연령
어린이에서 사용함으로써 달성된다. 그들은 의료 혜택없이, 휴가
자격없이, 휴식없이 장시간 작업 결식 충분히주지하고 있습니다. 어린
시절의 경험에 나가 누락, 플레이 어 보내고 및 교육. 욕심 부정한
자들은 (Profiteers) 웃고있는 동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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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아이돌 '세계화'를 찬양 은행에있는 모든 방법. 이 악은 끝! MS / R6

아이들이 사용할 수없는 경우 다른 아래 클래스가 사용
여성입니다. 여성은 종종 악화 처리됩니다. 아이들 많은
여성과 같은 비인간적 인 조건에서 작업하는 동안도 성적인
호의를 제공해야 (강간) .
많은 남성도 이용하지만, 어린이 및 여성 등 일반적으로 나쁜되지
않습니다. 이 악은 끝! MS / R6
최종 세계화, 7 개 독립적 인 지방을
지원합니다 아프리카, 아마존, 미국, 유럽,
몽골, 오세아니아, Persindia.
모든 국제 워터스 끝. 그들은 7 개 지방 사이에
분할된다.
이 새로운 정상입니다.

해야만한다:
모든 글로벌 조직 정치, 군사, 상업,
Entertain-, 표준, 스포츠는 폐쇄된다. 사람들
마이그레이션은 '중지 (다른 지방으로
이동하지 않음) . 다른 지방에 어떤 휴가
여행 없습니다.

아니 세계 문화 없습니다. 글로벌 조직, CN (연방 국가
) , FIFA (축구) , G20, G8 (오염) , IMF (대출 - 상어) , IOC (olym
- 사진) 나토 (전쟁 범죄 용병) , 석유 수출국기구 (OPEC) (오염) 유엔
(유엔 불행의 부활, 고통, 파괴, 죽음) .. 1 항있다 하나님. 그들은 폐쇄된다.

연방 의 민족 국가 ( CN) 약탈 영어 해적에 의해 설립되었다, 노예 및 노예
노동을 확산. 오늘 (CN) 꼭두각시 정권이 (정부) 그 영어 유전 폭군의
이익을 위해 자신의 나라의 plun- 디링 (dering)에 도움이됩니다. CN은
용해 및 국가가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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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FA 손상된 연예인 - 스포츠 조직. 폐기물의 지역 사회 자원. 기소,
차단 : MS / R6
FIFA의 개최지 철거, 땅은 더 benefi를 사용하는
- 사회의 의해 인공. 프로 스포츠 끝!
IOC 서커스를 실행 (올림픽) 국가를 점점 낭비 빌리
- 미친 짓 엔터테인먼트에 기능. 연예인은 ELIT 위해 노력
- ISM은 자연스러운 수행하는 괴물이되는 법률 및 불법 보충제를 사용.
올림픽은 탐욕 빈곤을 제거하는 데 필요한 희소 한 자원을 낭비 구동된다. 호러
쪽
- 쇼는 여기 비활성화 장애인 올림픽을 추가 mock- 에드 있습니다되었습니다. 종료
+ MS / R6 IOC의 개최지 철거, 토지는 지역 사회의 더 많은 도움이 사용된다. 모든
선수 '끝에 자금. 'IOC'의 모든 과거 및 현재 회원은 얻을 MS / R6

NATO 미국의 글로벌 폭력 및 착취를 제공하는 유럽 용병 군. 나토는
민간인을 죽이고 및 기반 시설 및 가정을 파괴합니다. 그것은 용해 및 그
전쟁이다
- 범죄자 및 저항 세력은 갇힌 있습니다 : MS / R7 NATO 대량 살상 무기, • (원자)
, B (bacterio- 논리) , C (화학) 인간의 생존에 주요 위협이다.

석유 수출국기구 (OPEC) 오일 카르텔 몸값에 인류를 잡고! 카르텔은
용해 및 회원은 기소 : MS / R6 .
불타는 기름 끝! 플라스틱 끝으로 기름을 켜기!
UN 거부권의 권리와 국가의 이기심을 제공합니다. 이들 국가는 인류 평화를
거부하는 가장 큰 무기 - 딜러입니다.
유엔은 인류를 실패했습니다. 그것은 중지되지 않았습니다

아동 노동 ( 포르노, 병역, 작업)
타락 ( 분위기, 공기, 토양, 공간, 물)
포학 ( 유전 적, 정치적, 신용, 이익, 부)
유전자 - 수정
(동물, 미생물, 식물, 인간)

노예 제도 ( 아이, 부채, 성인, 매춘, 미지급금 일)
낭비 ( 일회용, junkproduction, 과잉 생산, 포장)
부 - 아파 르트 헤이트 ( 부동산, 인 - 정의, 세금 avidance, 세금 피난처)
노숙자 ( 대출-상어, Slumlords, 부 - 아파 르트 헤이트)
굶주림 ( , 신선한 물 오염, 신선한 물 낭비) - 관개 이상

(42)

1GOD 1FAITH 1Church 우주 후견인 보호자
14.12.1.1

www.universecustodianguardians.org

1FAITH 법 수 여자 매니페스트

폭리 ( Cartell에서, 자본 이득, 독점, 비싼 값, 헤지)
가난 ( 신용, 차별, 실업, 부 아파 르트 헤이트)
춘화 ( 성인, 동물, 아이, 동성애, 혼합 성)
대량 학살 ( 학살 : 정치, 인종, 종교, ..)
중독
(술, 마약, 도박, 과식, 쇼핑, 흡연)
유엔은 용해! 인류는 '율법 수 여자 매니페스트를'포용

세계화는 1 훼손 하나님의 디자인.
세계화는 1 화나게 하나님!
쇼핑 센터 / 몰 ... 자본주의 - 소매 시스템
탐욕, 이익, 폐기물 및 오염의.

쇼핑 센터 / 몰 자본주의 - 소매 - 마케팅의 일부입니다
- 탐욕, 이익, 폐기물 및 오염의 시스템. 쇼핑 - 센터 / 몰 중복 바랍니다. 복제가 경쟁을
증가 가격 감소,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위한 것입니다. 이것은 자본주의 거짓말
판타지입니다! ...
예 : 3 슈퍼마켓 같은 가격에 거의 동일한 제품을 판매. 가격의 99 %가 동일한 만드는
경쟁 판타지입니다. DUP- lication는 신화 낮은 가격을 저렴합니다. 비용 절감, 아래
- 직원 수, 제대로 충분히주지 훈련을받은 (후배, 캐주얼) 가난한 또는 존재하지
않는 '고객 - 서비스'의 직원 결과. 복제 끝!

복사 바닥 공간의 낭비로 이어집니다. 더 바닥 공간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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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많은 가구가 설치되어 있어야합니다. 더 파워 스테이션 오염에 대한 필요성을 만들어 더
많은 에너지를 사용합니다 .. 이 모든 것은 더 '쓰레기', '오염'및 비용을 만듭니다.

쇼핑 센터는 야행성 생명 스타일을 권장합니다. 때 그 어두운
쇼핑. 이 '그러므로 건강에 해로운 샤이어' 는 '부과 야간 통행
금지 '.
쇼핑 센터가 구축에 비싼 유지
, 많은 에너지를 소비, 낭비 Duplica- 기입니다 및 쓰레기를
많이 만들 수 있습니다.

프랜차이즈 쇼핑-센터의 주된 이유입니다.
프랜차이즈는 아래-인력을 배치 및 가난에서 훈련을 사용하십시오

- 지급 (후배, 캐주얼) 직원. 프랜차이즈는 지역의 전통 요리, 문화,
uniquen- ESS 및 다양성을 파괴합니다. 당신의 지역 사회를 보호! 모든
프랜차이즈를 닫습니다!
더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 : 크론 - 소매 & 바자 단지 ( CRBC) .
쇼핑 센터 및 쇼핑 - 몰로 교체 CRBC.
크론 - 소매 모델은 1 소매 단지에, 공동 Clus- 터 생활에 대한 모든 소매 요구를
결합합니다. 크론 소매 duplica- 기없이 모든 프랜차이즈를 대체 음식, 천, 다양한 ...
크론 - 소매는 건강한 음료 - 바로 Fast- 식품 클론을 대체합니다. 바자 집에서 만든 제품
및 preloved 항목의 소매입니다.
에이 CRBC 4 레벨 인 (접지 레벨, 레벨 1, 레벨 2, 레벨 3, Solar- 패널 지붕) 건물. 지면
수준 소매 / 바자를위한 스토리지, 상품-의 및 제품 아웃입니다. 레벨 1: 음료 바 포함한
크론 - 소매 영역입니다.
레벨 2: 바자, 모든 것을 집에서 만든, 전 사랑했다.
레벨 3 : 사무실 및 근로자 영역을 휴식.
CRBC는 '옆에 SMEC ' ( 샤이어 의료 및 교육 단지) . 모두 공동 - 클러스터 - 주택 및
샤이어 워크 채플에 둘러싸여 있습니다. 모든 샤이 - 오아시스의 일부입니다!

쇼핑 센터 및 쇼핑 - 쇼핑몰과 교체 :
크론 - 소매 & 바자 단지 ( CRBC) .

D의 emand! CRBC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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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회피 세금 회피는 범죄입니다 : MS / R6
정부는 국민에게 의무 및 기대치를 충족 할 수 있도록 세금이 필요하다. 지불하는 세금을
피하기 사람들이 사용할 수있는 권리가 없습니다 : 공공 (교육, 건강, 공원, 연금, 도로,
교통, ...)
서비스. 세금 회피는 범죄입니다, MS / R6 .
세금 최소화는 세금 회피입니다! 트러스트는 세금
회피합니다! 세금 공제 기부금은 세금 회피합니다!
투자자들은 범죄 세금 회피를 위해 세 토지 사용 (네거티브
기어링) .
세금 회피 커뮤니티에서 훔치는!
MS / R6 세금 회피를 허용 정부는 충전, 대체된다 : MS / R6

세금 불법 복제! 세금 피난처 국가들은 홈 - 국가를 약탈 및 자신의 은행에서 전리품을
입금 외국인을 장려하고 있습니다. 비과세 피난처 국가가 종료됩니다. 그들의 은행 및
정부 : MS / R6
세금 피난처 정부는 보상한다 (다시 세금, puni-적인 보상 및 비용) 약탈 국가.

세금 피난처 : 알래스카, 안도라, 바하마, 벨리즈, 버뮤다, 케이맨, 런던, 큐라 소,
키프로스, 델라웨어, 두바이, 플로리다, 뉴저지, 건지 섬, 홍콩, 아일랜드, 남자,
리히텐슈타인, Luxem-의 부르 모나코, 네바다, 파나마의 섬의 도시 , 산 마리노,
싱가포르, 세이셸, 사우스 다코타, 스위스, 텍사스, 터크 스 케이 커스 제도, 바누아투,
바티칸, 버진 아일랜드, 와이오밍.

TA XA VOIDANCE 끝!
유죄가 자산 제거 및 갇힌 있습니다!

세금 회피하기 위하여 ZERO TOLER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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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력없이 얻은 뭔가 장점 노동 또는 서비스가되지 얻었다
노력없이 얻은 개별적으로 또는 조합으로 위치,
전원 또는 재산을 할 수있다.
미경과 위치, 전원 또는 자산은 '체인 악'의 부도덕 한 문화의 일부입니다. 미경은
반사회적,받을 자격이있다, 정당하지 그것은 사회에 의해 허용되지 않습니다.

미경 위치 : 유전, 부패 승진 또는 범죄 행위 개별적으로 또는 조합 등.
유전 : 부모는 자녀에 대한 위치를 전달 ...
부정한 승진: 확대 가족이나 친구가 승진 ...
범죄자 승진: 때문에 왕따, 위협, 폭력의 승진 ...
미경과 프로모션, 끝이 취소됩니다. 발기인 얻을 MS / R6
미경 전원 : 유전, 부패 또는 기타 범죄 행위 개별적으로 또는 조합 등.
유전 : 군주, 로열티, 정치 폭군, 왕조, ...
부패: 이자 그룹은 전력의 꼭두각시를 넣어 ...
범죄자: 범죄자들은, 침략자 / 점유자 전원에 인형을 넣어 ...
미경과 전원, 끝을 포기한다. 발기인은 처벌. MS / R7
미경 부 : 유전, 소득, 직장 이익, 엘리트 특권 또는 범죄 행위 개별적으로 또는
조합 등.
유전 : 재산...
수입: 소득은 받았지만 획득하지
예 자본 이득, 배당금,이자, 임대료, 상금 ..
워크 장점 : 높은 유료 학년 (특전, 복리 후생) :
보험 (건강, 치과, 생활, 은퇴) , 연구, 여행 ..
엘리트 특권 : 에어 여행, 보디 가드, 보너스, 육아, 세미나, 에스코트, 클럽 회원, 할인
신용, 피트니스 트레이너, 보험 (건강, 치과, 생활, 소득, 퇴직) , 리무진 및 드라이버,
대피소, 이윤 공유, 휴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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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자: 예 공갈, 사기, 신원 도용, 도난, ...
모든 불로 자산은 끝을 몰수한다. 발기인 얻을 MS / R6
노트! 일 이익 및 엘리트 특권은 관련 작업 및 고용주에 의해 지불되는 것은 아니다되지
않습니다 위. 위의 혜택의 일부 또는 전부를받는 직원들은 그들을 취소했습니다.

위치, 전력 및 자산의 유전 전송은 '죄책감'및 부채의 이전을 의미한다. Predesessors는,
부모는 다음 세대에 자신의 악, 범죄 및 죄책감을 전송합니다. 최신 세대는 이전 세대에
대한 책임을 져야한다. 후견인 - 가디언은 트랜스 세습 반대
- 위치, 전력 및 자산의 FER. heredi- TARY '죄책감'전송에 대한 책임을 CG를
지원합니다.

불로는 종료받을 자격이있다!
노동 조합 ( 노동, 노동, 무역) 엘리트 욕심 근로자를 나타냅니다.
배경: 유전성-독재 왕국의 부를 테 distribu-하는 클래스 시스템을 사용했다. 산업화는 2
개 개의 새로운 클래스를 생성, 개인 소유자 선박 (기생 약탈, 부당 이득) 권리 및
보호없이 신용 및 근로자에 의존 (노예 노동) .

유전 - 폭군 빠르게 기업가 및 생산업자와 거래를 (기생 약탈, 부당 이득) . 로열스 &
Royal- IST는 내부자 정보, 리베이트 및 우선 거래를 얻을 것입니다. 개인 소유의
자본가들은 노동자 및 다른 농민을 악용 할 수 있습니다 얼마나에 아무런 제한이
없습니다. 왕당파는 탐욕, 착취 및 사적 소유 및 억압을 보호 할 법률을 제정 할 것,
노동자를 범죄. 불의는 법의 지배가되었다.

유전 - 폭군, 왕당파 및 개인 소유자 - 배는 지배 구조 및 경제
응용 프로그램의 가장 나쁜 형태가되었다. 부도덕, 부당,
안티
1GOD! 유전-폭정 및 자본주의의 끝!
노동자 및 불만 정치인들은 정치 - 독재 일부 유전-tyrann- 이거를 교체했다. 기술 관료와
왕당파. 국가 소유와 사적 소유. 사업 독점 (개인 / 주)
노동자 독점 결과 (독재) . 정치 - 폭정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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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 조합은 노동자의 평등을 만들기 위해 설립되었다. 노동 조합은 범죄 행위를
사용 (블랙 메일, 위협, 파괴, 폭력, ..)
임금 협상시. 그들은 엘리트 유니 교육 테크노 crats가 주도하는 사람들 가짜 사회 정의
업무 경험없는, 자본주의 시스템의 구성원. 그들은 자신의 정치적 야망을 위해 회원
기금 및 오용 회원 충성도를 약탈. 이 가짜가 있습니다

아르 자형 노조 지도자가 이끄는 이슨 노동 운동은 비즈니스 운동의 mediochre
복사본입니다. 이것은 끝!

해야만한다:
사적 소유, 국가의 소유권이 '폐지 및 대체된다 CRON '. 노동 조합은 등록이 취소된다. 정부는
임금을 설정 및 conditi- 기능 (WMW) .

국유 기업은 '로 작동하도록 변환된다 CRON '. 개인 고픈 어 배 엔티티는 보상없이 압수 &
A '로 전환된다 크론 ( 에스) '. (A)의 일부가되는 CRON 지역 사회의 일원이다.

' 기음 ' 사회는 '이다 샤이어 '' 아르 자형 ' '에 의해 운영 D-MC ' ( (7) 의사
makingCommittee)

' 영형 ' 유급 근로자가 소유 WMW & 자원 봉사자 ' 엔 ' 비영리 목적의 (클라이언트,
고객은 이점을 촬영되지 않습니다)

경제 관리, 임금 및 조건 ( WMW) annu를 설정
- 지방 정부의 동맹. 최고의 경제 관리 모두가 임금 소득자의 (WMW) . 노동 조합에 대한
더 이상 필요가 없습니다. 그들은 등록이 취소된다. 기생 노동 조합 조직은 이제 작동
할 수 있습니다.

대학( 칼리지) 부패한 엘리트 낭비 교육.
대학 오만 손상 엘리트입니다. 그들은 재산 및 전원에 바로
가기로 사용된다. 부패 '올드 보이스 네트워크. 학생들이 지역
사회 자원 및 시간 낭비의 폐기물! 부족한 대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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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경험 및 자격에 따라 초과 지급된다.
방치 학자 교육 대학은 순위를 쫓아. 어떤 베네
- 관리자, 교수, 맞는 .. 누가 underworked 초과 지급된다.
멀리 떨어진 곳에서 더 큰 캠퍼스, 더 캠퍼스,
캠퍼스에서 쫓는 결과를 순위. 한 emty 공간의 많은
큰 캠퍼스 건물. 허영 큰 landsca-의 치우는 공원 및
정원 쓸모. 이것은 끝!
쓸모도 만드는 쫓는 결과를 순위. 코스의 길이를 확장. 쓸모 논문 쓰기의 격려
작성합니다. 쓸모없는 나눠 (지) 존경하는 학위.

호화로운 expens- 필자 엔터테인먼트를 제공 쫓는 결과를 순위 (엘리트
연예인 스포츠, 극장) .
연예인은 장학금을받을. 그들은 그들의 근육 또는 오락
가치보다는 뇌의 사용의 자격.

관리자는, 교수, 교사, 주, 년 캠퍼스보다는 더 이상 더
이상 4 일 이상을 150 개 이상의 일에 참석하지 않는다
3.5 시간 하루. 그들에게 어떤 사회의 게으른 냈어요
노동자를 만들기 .
들어 ½ 년 학생들은 공부를 할 수 없습니다 (관리자 및 교수 여가 시간을 필요로) . 시간에
참석을 두 배로. 그들의 생활 및 생산성을 놓치고 지역 사회를 낭비 Schol- ARS 결과.

½ 년 휴가는 지루함에 연결됩니다.
이 지루함은 부도덕로 연결
(알코올, 마음 - 변경 물질 및 섹스 향연을 ..) &
범죄 (공격, 유채, 왕따, 도난, ..) . 대학은 그녀가
성적 및 폭행 / 또는 악용 될위한 가장
가능성있는 장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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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큰 범죄자는 버릇 리치 소생 (오만한, 천박한, 게으른
, 불쾌한 ..)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그것으로 도망. 대학의 범죄
(칼리지) 연예인, 관리자, 교수까지 적용됩니다. 대학을 종료 및 기소!

학사 학위는 종종 24 주제 mo- dules 구성 및 이상적으로 삼년에
완료됩니다. 그러나 주제를 사용할 수 또는 취소되지 않습니다. 에 의해
½ 또는 1 년까지 연구를 확장. 학생들의 생활을 낭비. 그들을 격려하는
유휴 상태입니다.

24 주제 모듈의 8은 필수적이다. 나머지는하지 않습니다. 대상자의 대부분은 밖으로
그들이 년 후에 적용되는 시간 일 수 있습니다. 다시 교육의 결과. 우주 관리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학생, 생활, 시간 및 재산 낭비가, 그들에게 책임을, MS / R7 및 유니 versity의를
종료 (대학의) 그들을 파괴 및 샤이어 작업 예배당으로 다시!

대학 최고 위치에 엘리트 지름길. 끝! Custodian- 보호자 견습생 선박의 경력 경로를
대체합니다. 연공 서열에 의한 견습생 선박> 업무 경험> 더-연구> 연공 서열에 의한
승진> 워크 경험> 더-연구> 홍보, ...

UCG1- 교육 지원 ' 알아보기 및 가르쳐 ' 연구-방법을 & ' 무료 - 공공 교육 ' . 단지에
건강 & educati-에 제공, 샤이어 ( SMEC) 및 지방 교육 (PHeC, PDEc, CE) . 태아에서
화장된다. 1 알아, 알아보기 & 가르쳐 (이해, 이해) 다음 가르쳐 (당신이 배운 것을
다른 사람) . 그런 지식 연속성을 통해 다음 세대로 얻은 지식을 전달합니다.

SMEC ' 샤이어 의료 및 교육 단지 '
PHeC ' 지방 병원 및 교육 단지 '
PDEc ' 지방 방위 및 비상 센터 '
CE ' 지역 사회 응급 서비스 '.
교육은 부모, 교육자 및 의료진 간의 협력이다. 이 무료 교육,
무료 건강 및 견습 과정을 포함한다. 어떤 대학 없습니다!

대학 캠퍼스는 지방 및 샤이어 무료 Educa- 기의, 워크 채플, 재활용 있습니다 ... 허영
공원 및 정원 시장으로 재활용

(50)

1GOD 1FAITH 1Church 우주 후견인 보호자
14.12.1.1

www.universecustodianguardians.org

1FAITH 법 수 여자 매니페스트

정원, 과수원, 보호 구역. 대학 관리자 및 에듀카
- TORS은 교육에서 금지 및 책임있다 MS / 아르 자형...

무료 교육 1GOD 주어진 특권!
자선 ( 모조품)
세금 공제 기부 세금 회피입니다! 세금 회피 커뮤니티에서 훔치는! 세금 회피는
범죄입니다 : MS / R6
있는 세금 공제 기부금 상태가 자선 모조품! 그들은 부패한 정부에 의해 승인 세금 회피
제도입니다. 이러한 기부하지 마십시오! 자선을 닫습니다 및 자산을 몰수. 정부 기소 MS
/ R6

신용 카드 기부를 장려 자선 단체. 이 자선 단체들은 대출 상어를 지원
나쁘다. 빚을 사람을 두는 것은, 악, 부도덕 한 자선 단체가 될 수
없습니다. 이 자선 단체를 닫습니다 및 이들에 기부하지 않습니다! 신용
카드 업체를 닫습니다. 정부를 교체합니다.

우주 후견인 보호자는 세금 공제 기부금 및 신용 카드를 반대한다. 당신이 신경 및
suppor-적인 수 있기 때문에 그들은 믿음 당신은 기부. 회원님이이기 때문이다. 개인
카드를 신용 - 사용 및 부채에 자신을 넣지한다.
~

iniators, 회원, 후원자 및
'악마의 사슬'의 추종자.
책임입니다. MS / R6

악의 년의 1000 년대는 끝 나가고있다.

1GOD 시청 및 메모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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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실패 :

도난

파괴 행위는 물리적 될 수있다 (파괴) 감정적 (상처) 또는 개인 (identy 오용) . 계획된
파괴 행위가있다, MS / R7 및
충동 파괴, MS / R3 . 모든 파괴 행위는 안티 - 지역 사회 및 반사회적 행동이다.

물리적 파괴 행위는 개인 용품, 가정, 교두보 역할 커뮤니티 네, 지방 및 공간의
파괴이다. 개인 물품 ,, communicaters, 눈 보호, 신발, 전송을 포함 ... 집 내부 측 및
OUT- 포함한다. 커뮤니티 ,, 건물, 서식지, 낙서, infrastructu- 다시, 전송을 포함 ... 지방 inccludes
환경 (공기, 땅, 바다) 인프라, 신전, 운송, 유틸리티, .. 공간 인공적인 공간 객체를 포함 (satelites
..) , 위험한 유기체 쓰레기 오염을 수송 위험한 미생물 초래 ..

감정적 도난 (EV) 상처, 배신기만이있다 .. 상처 언어를 사용하는 것은 감정적 인 파괴
행위입니다. 속이고 배신하는 'EV'입니다.
개인 파괴 행위는 개인 또는 단체의 개인 정보의 오용이다.
해킹, 절도, 사기는 개인 파괴 행위입니다.
계획 기물 파손은 계획 및 개인, 기업, 지역 사회, 지방, 또는 공간 틱 pun-하는 문화
파괴 행위의 실행이다. 계획 - ners는 수단의 제공은 집행자는 패시브 서포터
procecuted되고 MS / R7

임펄스 파괴 행위는 알코올 중독, 정신 변화 마약, 도발, 분노의 결과입니다. Alcolic 및
약물 중독자가 두 배로되는 필수 문장을 얻는다. Provoker는 & 동일한를 얻을 도발 MS / R3
. 격노는 도착 MS / R3 .

커뮤니티 vadalism는 시민들의 불안, gra- ffiti, 오염, 파괴에 의해 방화, 파괴를 포함 ... 지방
파괴 행위는 침해, 불법 복제, 오염, 계획 실수를 포함 ... 공간 문화 파괴 행위는, 공간
오염 인간의 빌드 공간 객체, 공간 이동,의 해킹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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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난 커뮤니티 위협. 책임 및 보상이 적용됩니다.

후에는 '실패'극복 한. '포용 할 때입니다 1GOD 의 미덕 '.

1GOD의 최신 메시지, 법 수 여자 매니페스트

14.05.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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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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