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GOD 1FAITH 1Church 우주 후견인 보호자

(7) 지파

(1) 하나님 '믿는 부족 '.
(1) 하나님 ' 에스 인류를위한 장기 비전입니다. 항상의를했습니다 (7)

와 부족 (7) 주요 언어 및 많은 방언. 세계화는 세계화 안티 1을,이 비전을 파괴 하나님.

7 개 부족 아르 1GOD ' 에스 에 사는 사람들 7 개 지방
& 많은 Shires은 서식지와 조화를 이루며 살고!
(1) 하나님 생성 된 인간은 다른 사람의 회사를 추구하는 사회가 될 수 있습니다.

그 과 여자 공유 가족을 시작, 교제를 짝짓기 및 번식 서로를 추구합니다. 자신의 전직이
및 다른 가족들과 함께 가족 경향과 새로운 제품군은 socializes : 사회 생활 ( 샤이어 ).
이웃 지역 사회는 부족되기 조인!
부족의 생활은 후견인 가디언 방법입니다. 부족의 생활은 가족 단위로 구성 (HE, SHE,
어린이, 애완 동물 ..) . 가족 단위는 지역 사회를 구축 참여 (샤이어) 모두를위한 공동선의
추구에 대한 사회적 책임, 도덕적 무결성.

되기 및 가족을 제기하는 것은 공동으로 개발 (부모, 교육자, 의료진) 커뮤니티의. 그는,
그녀는 자신의 가족은 샤이어가 제공하는 커뮤니티 클러스터 주택 임대에 살고! 그와
그녀는 '의 배수에 고용 노동자 WMW ' (주 최저 임금) . 가족은 지역 사회 교육 참석 및
지역 사회 보건를 사용합니다.
그들은 방언, 노인, 유산, 전통과 실천 지식의 연속성을 존중합니다. 그와 그녀는 공동
업무 수행 및 수익 커뮤니티 권리에받을 수 있습니다. 그들은 동일한 표현과위원회
투표. 그들은 자원 봉사. 그들은 자유로운 영혼을 설정하는 화장과 지역 사회의 건강을
생각합니다. 그와 Funday에 그녀는 모임에 참석하고 재미있는 일 테마 준수합니다. 그와
그녀는 뉴 에이지 시간 관리를 사용합니다. 그들은을 사용 법률주는 매니페스트 가이드로.

통치
부족이 지배 구조를 필요로한다! 후견인 보호자는 2 계층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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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배 구조, 영적 및 정치. 영적는 2 계층, 로컬 ' 모임 '지방,' 오라토리오 '. 정치는 '2 계층,
로컬 샤이어 '지방,' 의회 '.

지배 구조는 동일 선출을 통해 제공 (HE, SHE) 대표.
선출 동일한 대표위원회 분할 형성 (기술에 의한)
책임. (1)에 의한 리더십은 폭정입니다! 선출위원회에 의해 지배 공정이다.

위원회는 HE & SHE의 동일 표현을 갖는다. 모임이 형성 7 HE 7 SHE의 선출위원회를
가진 ' 클랜 '. 오라토리오가 형성 7 HE 및 7SHE의 선출위원회를 가진 ' Orackle '. 샤이위원회는
2 선출했다 (1 HE 1 SHE) 형성 + 자문에 ' 이사회 '. 의회는 선출 된 35 그는 35 SHE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후 선출 된 당선자 7 HE & SHE (7) 정부를 형성한다.

거버넌스는 책임이 필요합니다. 지배 구조는 규칙을 만드는 및이 규칙을 적용합니다. 규칙은
사회 정의 및 도덕적 힘을 기반으로합니다. 규칙의 시행은 진실 밖으로 손 필수 문장이
정의를주고 재활과 공정한 보상을 사용하여 설정!

법무부! BASIC! 인간의 필요. 지역 사회가 기능 및 생존을위한 정의가 필수적이다. 법무부는
'진실'을 수립하고 정의에 수습하고있다. 법무부는 "YOU"로 시작합니다. 당신은
'그냥'할 필요가있다. 그냥있는 것은 '정의'가 상승되는 기초입니다. 그냥 인와
정의를받는 것이 이상적입니다. 현실은 법무부에서 생성 부당한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은 도덕적 시민이있다 (공공의) 의무는 법무부에서 제거합니다.
부족:
지방: 언어:
아프리카 사람

아프리카

아라비아 사람

아마존 아마 조 니아 스페인 사람

미국 사람
미국 미국 사람
유럽 사람
유럽
독일 사람
몽고 어 몽골리아 만다린 오렌지
대양주의
오세아니아
인도네시아 인
Persindian Persindia 힌디 어

7 개 부족, 7 개 지방, 많은 샤이어의 7
개 언어, 많은 방언 : 7의 결과로,
신성한 것입니다. 모든 지방의 집 3 +
1 개 경주 (인종 무결성)
많은 혼합 품종.

부족 사회 생활은 후견인 가디언 방법입니다. 우리와 함께.
7 개 부족 확립 지배 구조를 적용하려면 7Provinces :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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