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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우다
몽골리아

지방
몽골어는 해안에 정착 한 평원의 목자입니다.
몽골 지방을 설정하면 비 폭력적인 사람들의 선택이 될 것입니다.
그것은 정신 및 긴 행진의 힘과 문화 혁명, 법률, 선거와 경찰의 활력을 재연
포함한다. 아니! 아나키스트, 군사, 몹 .. 폭력은 결코 솔루션입니다!

지방 정부는 국가, 주, 식민지 정부, 지구 및 지역하지만 로컬이 아닌 정부의 용해에 의해
설립 . 새로 선출 된 정부는 '법 주시는 매니페스트'에 기초한 헌법있다. 2 선출 된 정부가
있습니다 지방은
(본부) 및 샤이어 (노동 조합 지부) .

유전성 독재 (어떤 종류의 군주국) 제목, 위치, 자산과 부동산, 과거, 현재, 미래에 대한
권리를 비난 양위. 로얄, 군주국은 자산 인종 차별, 불의를 구현하고 화려 함에서
사람들의 재산을 낭비 '거짓 우상', 엘리트 손상이다. 노트! 최소 주급에 이용 될 수있다, (wmw1)
. 자발적으로 퇴위하는 거절 기소 및 판결 결과 MS R7 . 정치 독재는 범죄자! 필수 기소 및
판결 MS R7

모든 외국인 지분율 취소 (자산, 지적 재산권, 자원
.. ) , 보상없이 모든 자산을 몰수. '수립 지역 CRON '. 외국인 소유를 허용 할 때 정부는
반역을 저지르고있다. 그것은 책임을 개최! 교체 MS R7

모든 글로벌 조직을 닫고 세계화를 종료합니다! 세계화는 7 개
별도의 부족의 1GODs '디자인을 반대한다.
주의! 1 신들 '' '경고'! 분쇄의 '트윈 타워'의 (세계 무역 센터) , (글로벌)
금융 위기와 런던의 도시 (Brexit) .

모든 외국 군사 기지를 닫고 포장을 보냅니다. 외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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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지는 점령하다! 침략과 점령은 '범죄'입니다. '직업'을 허용하는
정부는 '반역'을 저지르고있다. 교체 및 정부와 점령군이 떠나지
않는 기소 MS R7

약속의 땅으로 돌아갑니다 이스라엘을 기억하십시오.

몽골 사람들이 일부가되었다 발전으로 유목민 목자의 다른 하천과 해안 지역을 따라
정착되었다. 악마의 불화는, 강탈, 강간은 목자들 사이에 일반적되었다. 동일은 정착민
사이에 일어났다. (1) 하나님 당황했다.

몽골 정착민 장군이 보였다 때 (1) 하나님 자질 구현하는 데 필요한 하나는 하나님의 소원.
(1) 하나님 그에게 통찰력을주고 장군은 몽골 정착 연합. 미국 몽골 정착민은
중국어로 알려져 있습니다. 중국 장군은 자신의 단일 정부에 몽골 목자를 추가하는
데 실패했습니다. 중국에게 장군 타워 및 게이트로 긴 벽을 구축을 보호합니다. (1)
하나님 실망했다.

몽골로 목자의 불화는 계속 중국 통일은 감소했다.
(1) 하나님 적합하고 모든 무리의 사람들을 결합 할 수 있었다 목자를 발견했다. 그의
손자는 목축과 정착 연합 (중국 재결합) . 1 하나님 만족했다. 몽골에 자신의 등을
돌리고 (1) 하나님 불교를 수용. 다시 몽골 연합은 붕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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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란, 야만인의 침략 일본의 침략) . 그리고 중국의 '대장정'을했다. 는 '문화
혁명'하였다.
현재 몽골 지방은 중국, 일본, 분할 한국, 시베리아, 대만으로 분할된다. 중국은 오늘,
자유 보유 권을 억만 장자와 백만장 수 있습니다 도박, 사적 소유, 엘리트주의, 자산 인종
차별 파생 상품. 그것은을 잃은 것을 중국이다 긴 월의 정신 ' 그리고 ' 문화 혁명의 활력 !

바바리안은 일본과 중국은 야만인 문화 클론되기 위해 자신의 유산과 전통을 쏟아왔다
점령했다. 한국은 야만인 침략자에 의해 분할되었다. 남쪽은 여전히 점령 야만인 문화
클론이되기 위해 자신의 존엄성을 판매합니다. 일본은 그들의 존엄, 문화와 전통을 잃은
점령했다.

시베리아 유로파 지방에 의해 투여된다. 대만은 무료이지만 야만인 문화를 수용하고
있습니다. 몽골 지방의 사람들은 야만인 문화, 외국의 직업을 버리고 가이드로 '법률
주시는 매니페스트'를 사용하여 결합 할 수 있습니다! 후견인 가디언 방법은 지역의
관습, 방언, 다이어트, 유산, 전통을 보존하는 것입니다 ..

몽골 지방 운명은 후견인 가디언이 될 수 있습니다!
몽골 - 지방 만 1 종교가있다 :

1GOD 1FAITH 1Church 몽골 UCG

종료

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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