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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초
샤이어 마음이고, 홈페이지입니다!
유사한 대형 커뮤니티로 이동하는 경우, 보안 인 보안 느낌은 '주요 고려 사항이다 샤이어 '!
후견인 가디언 샤이어는, '센티넬 커뮤니티 서비스'가 (SCS) ! 센티넬 : 순찰, 경비, 가이드,
도움말 보고서, 기차, 샤이어의 규정을 적용합니다. 하여 PMR '와'법률 '그들이 파트너의
위반에 대한 (지방, 마샬, 레인저 서비스) .

센티넬은 HE 그녀의 경력 경로입니다. 그것은 관리인 보호자의 견습의 careerpath
템플릿을 기반으로 : 견습> 경력> 추가 연구> 연공 서열에 의한 승진> 경력> 추가 연구>
연공 서열에 의한 승진> 작업 ..........

센티넬 결정 얼마나 많은 'Neigbourhood 시계 커뮤니티' (NWC) 샤이어가
필요합니다. 그들은, ..., NWC를 모든 훈련, 가이드, 관리 할 수
있습니다. NWC 자원 봉사자가되는 것은 지역 사회의
기대입니다! 지역 사회의 기대에 부응.

모든 후견인 가디언 사회는 '이웃 시계 커뮤니티'지원 지역의 법 집행이다. 기록 법
집행을 지원,보고, 관찰! 민간인 체포를해야 할 필요가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사회가 가족을 위해 안전하게 보관의 ...
노트! 재해, 전쟁 그 때 .. NWC는 PDEc '에 통합되어
(지방 국방 및 응급 센터).
센티넬 크리드 : 센티넬은 오히려 그들의 목숨을 걸고 자신의
지역 사회의 구성원을 죽이는 것보다 사회.
센티넬은 보안관 부서에서 샤이 직원입니다. 센티넬의 훈련은
'PDEc'에서 개최 1 일주일에 하루 소요 (지방 국방 및 응급
센터) .
노트! 모든 큰 샤이어는 1 개 이상의 'PDEc'을 가지고있다.

센티넬 일일 'PDEc'에서 일주일 훈련 : 1 일 개 훈련 1에서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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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출 후와 시간은 3 휴식 일몰 전에 1 시간 종료 (초기의 날 간식, 점심, 늦은 날 간식) .
교육은 7 개 주제로 구성 : 1.
기술을 체포하고 글을보고; 2. 배턴 기술 군중 제어; 삼. 지역 보건 오염; 4. 행진 및 신체
유지 보수; 5. 센티넬 응급 처치; 6. 비무장 방어; 7. 스턴 무기 사용합니다.

모든 샤이어 직원이 'PDEc'에서 일일 일주일 센티넬 훈련에 참석하는 것은
필수입니다. 자신의 은퇴까지. 직원은 면제 할 수있다 (장애, 건강) 하나 개 이상의
주제에서.
센티넬의 의무 : 센티넬은 중간 위험 경비 및 순찰 임무 낮은 처리합니다. 보호대는
하나입니다 (1) 의무. 순찰대는 제휴를 맺고 (2) 의무. 군중 제어 이상 포함 이 . '보안관
변호사 풀'은 생성, 구현 및 샤이어 규정을 적용 할 모든 사무실 및 법적 직원을
제공합니다.

의무 또는 의무 떨어져 센티넬은 반사회적 행동을보고합니다
(범죄, 오염, 파손) 그리고 눈에 띄는 지역 사회의 건강과 안전 문제를보고합니다. 센티넬은
인식 깨진 침해 및 인식 범죄에 대한 체포됩니다. 순찰이 체포를 데리러 그런 다음
자신의 방송국을 호출합니다. 하지 않을 때는 경비 또는 기타 의무를 지정할 수 보안관을
순찰.

센티넬 복장 : 센티넬은 별도의 벨트, 장갑, 소방관 부츠와 함께 회색으로 위장 된
작업복을 착용한다. 헬멧 전이 바이저, 마이크로폰, 비디오 카메라를 가지고있다. 벨트
매달려 것은 지휘봉, 전기 총과 수갑 스트랩입니다.

샤이 비상 사태의 모든 ' 센티넬 - 인증서 ' 홀더는 센티넬 같은 의무에 호출 할 수
있습니다.

HE위한 전초 경력
그는 'PHeC 보이 학교 졸업장'을 획득 한 후. 그는 이제 센티넬 견습을 시작합니다. 그는
일주일 'PHeC 견습생 대학'일일 참석한다. 완성은 'PHeC 무역 인증'을 획득 한 후. 번다 : wmw1

18 세 HE 1 년 강박 '커뮤니티 긴급 서비스'참석 (CE) . '에'CE 후 구급차 인증서 ' 발행됩니다.
소년이 어른 결혼하고를하게하고 시작 연도를 완료

이

커뮤니티 샤이어 15.03.2.1에서 N-m율법 수 여자 매니페스트 기록 된대로가한다!

1 신 1 개 신앙 교회 우주 후견인 보호자
www.universecustodianguardians.org

올해 완료 소년은 어른 결혼하고가되어 가족을 시작합니다. 그는 '센티넬'로 작업을
시작합니다 ( wmw2 ) . 노트! 오프닝이있는 경우 자격이되면, 승진 온다. 가장 선임
자격은 직업을 가져옵니다. 예외는 없습니다.

'센티넬'의 자격으로 3 년 업무 경험 한 후 '수석 감시'가되는 ( wmw3 ) .

'수석 감시'로 3 년 경력 후 'PHeC / 기술 대학'에 참석하기 위해 자격 '슈퍼 바이저
인증서'번다. '변호사'로 승격 오프닝이있을 때 ( wmw4 ) . '보안관 변호사 풀을'합류 .

'변호사'에 참석하기 위해 자격으로 3 년 경력 후 'PHeC / 리더십 대학' '리더
디플로마'를 번다. '시니어 변호사'로 승격 오프닝이있을 때 ( wmw5 ) . '보안관 변호사
풀'의 일부입니다 .

'수석 변호사가'에 참석하기 위해 자격으로 3 년 경력 후 'PHeC / 리더십 대학' '관리자
디플로마'를 번다. '보안관'으로 승격 오프닝이있을 때 ( wmw6 ) . '보안관 변호사 풀'의
일부입니다 .

'PHeC / 리더십 캠프'에 참석하기 위해 '보안관'의 자격으로 3 년 경력 후 '관리자 학위'를
번다. '수석 보안관'으로 승격 오프닝이있을 때 ( wmw7 ) . '지방 고문 풀'합류 .

SHE위한 전초 경력
그녀가 완료된 후 '거룩한 결혼' 계약'. 는 '의료 및 교육 전시회 인증서'이있다. 그녀는
'센티넬'로 작업을 시작합니다
( wmw2 ) . 오프닝이있는 경우 자격이되면, 승진 온다. 가장 선임 자격은 직업을
가져옵니다. 예외 없음.
'센티넬'의 자격으로 1 년 경력 후 '수석 감시'가되는 ( wmw3 ) .

'수석 감시'로 1 년 경력 후 'PHeC / 기술-대학' '관리자 인증'을 벌고에 참석하기 위해
자격. '변호사'로 승격 오프닝이있을 때 ( wmw4 ) . '보안관 변호사 풀을'합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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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에 참석하기 위해 자격으로 1 년 경력 후 'PHeC / 리더십 대학' '리더
디플로마'를 번다. '시니어 변호사'로 승격 오프닝이있을 때 ( wmw5 ) . '보안관 변호사
풀'의 일부입니다 .

'수석 변호사가'에 참석하기 위해 자격으로 1 년 경력 후 'PHeC / 리더십 대학' '관리자
디플로마'를 번다. '보안관'으로 승격 오프닝이있을 때 ( wmw6 ) . '보안관 변호사 풀'의
일부입니다 .

'PHeC / 리더십 캠프'에 참석하기 위해 '보안관'의 자격으로 1 년 경력 후 '관리자 학위'를
번다. '수석 보안관'으로 승격 오프닝이있을 때 ( wmw7 ) . '지방 고문 풀'합류 .

어떤 사람들은 샤이 고용 할 수 없습니다 알코올, 카톨릭
(기독교 형제 참조) 형사 (케이지 rehabilitator) , 도박꾼, 비 정부의 교육 인증서, 정신
장애, 성적 장애, 과체중, 흡연, 환각 물질의 사용자의 소유자.

체포 할 때 과도한 힘을 사용하거나 군중 제어시 센티넬은 견책과 강등된다. 죽일
센티넬은 기각 갇힌된다. 법 집행의 '킬러'의 여지가 없다 . 마샬 코드가 적용됩니다.

정의를하려면 정부에 의해 만들어 법원에 의해지지되는 법률이 필요합니다. 법률은
관리가 필요합니다. 규칙의 주장 위반은 마샬의 '사무실에서 조사합니다 (지방) . 규정의
주장 위반은 보안관 사무실에서 조사합니다 (샤이어) .

후 요금이 배치되어 : 보안관 (샤이어) 날짜를 설정합니다 (삼십일 이상)

때 요금이 '챔버'에 들어있다. 보안관 후 변호사 풀에서 선택하여, 제 1 치안, 고소인 같은
1 참조 1 사무원 1 1 획득자로서 역할을한다.

법원의 목적은 규칙의 주장 위반에 대한 '죄책감'또는 '죄의
부재'를 구축하는 것입니다
(주정부 법) 또는 규정 (샤이어 법률) 위반이 있다면 설정하는 데
사용하는 도구는 '진실'을 구축하는 것입니다. 진리는 적대적하지
공모에 의해 발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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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트! 부당 거래, 부패 적대 법원 시스템에 의해 대체된다 :
'그냥'박람회, 법원 시스템을 공모하는 것은 진실을 설정하는!
일 또는 이벤트가 발생하면 정의가 진실을 설정하는 것입니다 :
무슨 일이야?
무엇이 일어나는 원인은 무엇입니까?
인간의 무지가 참여 했습니까? 인간의
과실이 참여 했습니까? 인간의 악은 참여
했습니까?
어떻게 보상 및 재활을 통해 정의를 제공합니다. 어떤 교훈이 일어나는에서
배울 수 있습니까?
SH-C : ' 샤이어 청각 상공 회의소는 죄책감 '이 설립되어'MS R '샤이 재활에서
제공되는'경우가 있다는 사례를하려고 '.

5 개 법원 공무원, 판사, 고소인, 가이드, 서기 및 획득자 있습니다. 판사, 고소인 및
가이드 공모 (협력) '진실'을 찾아 '죄책감'또는 '죄의 부재'를 설정합니다. 서기는 모든
증거를 컴파일합니다. Enforcer는 보장 '고소'와 증인이 표시, 법원을 확보하고 증거
표시를 설정합니다.

'진실'을 발견 한 후 피해자 보상 요청을 포함하는 성명을 발표. 치안 판사는 법무부,
'평결'과 '보상'을 준비하기 위해 2 시간 동안 은퇴. 피고인에 의해 항소
(평결) 및 피해자 (보상) 삼주 이내에 제기해야합니다. 항소는 같은 법원에서 개최된다.
그러나 다른 판사.

에이 샤이어 재활의이 개 유형을 제공 '교육 재활 ( ESR )
및 의무 재활 ' ( DSR ) . 두 재활 세 연령 그룹, 십대, 청소년 및 성인에 대한 수용. 십대 (8-14)
때 15 청소년 재활로 전송! 소년 (SHE 14-17, 14-18 HE) 17 세 이상 때 (여자) , 18+ (그) 로
전송 (PR) 주정부 재활!
노트! Rehabilitator 재활을 지불해야한다. 십대 부모는 100 %를 지불합니다. 청소년 50 %를
지불, 부모는 50 %를 지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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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샤이어 재활 ( ESR )
교육 재활은 재활 규모의 시설이다. 그것은 비 케이지 재활이다. Rehabilitator 집에
하룻밤을 유지 (재활의 지불) .
교육 Rehabilitator 1 시간 일몰 후 집에서 일주일에 6 일까지 선택됩니다 (TT) 사회 봉사
5 일에게 교육의 일일 작업을 수행합니다. Rehabilitator는 2 시간마다에게 10 분을
가지고 (화장실, 음식, 음료) 단절. 1시간 일몰 전에 (TT) Rehabilitator 집 촬영

의무 샤이어 재활 ( DSR )
의무 재활는 저점 교육과 의무입니다. Rehabilitator는 재활을 위해의를 지불합니다. 임무의
Rehabilitator은 일출 후 홈 1시간에서 포착된다 (TT) , 요일 1. 사회 봉사 5 일을하는
+ 교육의 일일. 직무 Rehabilitator (DR) 일출 후 업무 1시간을 시작합니다 (TT) . 'DR'는
2 시간 간격을 10 분을 갖는 (화장실, 음식, 음료) 단절. DR은 밤 제한됩니다. 6 일에 1
시간 전에 일몰 (TT) Rehabilitator 집 촬영됩니다.
(TT) 시간 삼각형 후견인 가디언 뉴 에이지 시간 관리

센티넬 사회 봉사
경비
마음의 조각을 위해!

집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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