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HUN 및 수치

TREE - 기물 파손
그것은 연간 트리 대학살의 계절입니다. 나무는 다년생 식물입니다. 또는
잎이없는 뿌리, 줄기 또는 트렁크를 가지고 있습니다. 나무는 종종 숲을 만들고 그룹
및 다른 식물로 성장한다. 숲의 큰에 미세한 생물 서식지를 제공합니다.

나무는 침식 및 온화한 기후를 줄일 수 있습니다. 그들은 공기에서 이산화탄소를 제거
및 그들의 조직에 저장합니다. 그들은 생물 다양성 및 균형 잡힌 생태계의 유지 보수에
역할을한다. 나무 그늘, 건축재를 제공합니다 ...

열대 우림은 대부분의 바이오 다양한 서식지이다. 열대 우림은 우리의 행성, 지구의
폐입니다. 지우기 - 절단, 농업 땅을 높이기 위해 불타는 건강한 분위기에 대한
위협이다. 나무에 또 다른 위협은 종교 의식이다.

2 주 숲의 종류가 있습니다. 북쪽 북회귀선의 타이. 암 및 염소 자리의 회귀선의
회귀선 사이의 열대 우림.

산림 파괴는 종료하는 것입니다. 파괴의 이유는 중요한 것이 아니다. 파괴는
중요한 것입니다.
기존의 산림은 특히 타이 & 열대 우림을 보존 할 수 있습니다. 이 숲은 인간의 웰빙 및
생존을 위해 필수적이다. 이 숲 주권이 나라는이 숲을 보호해야합니다. 이렇게하지
않으면 정부 및 책임 교체가 발생합니다. 이것이 실패하면 국가 산림 및 이상이 주권 적
권리를 푼다 국제 사회는 대신합니다.

일부 숲은 단일 종 나무로 대체됩니다. 이 생물 다양성을 파괴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단일 종 나무와 생물 다양성을 교체
(크리스마스 트리) . 그들은 죽은 거짓 메시아의 생일을 축하하기 위해 나무를 잘라.

기독교인 200 만 전나무, 소나무, 트리의 파괴 난교에서 올해 멋을
자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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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독교인들은 이교도 숭배의 모음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지속적으로 학대 1GOD의 창조. 일부러
그들이 지구를 고의적으로 파괴하기 위해 밖으로 설정합니다. 모욕 1GOD. 이것은 끝!

배경: 그리스도인은 사무실, 가정에 나무를 넣어 거짓 메시아의 생일을 축하 ... 그들은
선물의 서로를 많이 제공합니다. 나무, 집 및 외부 건물 전기 조명으로 장식되어
있습니다.
이 행사 억 들어 전나무, 소나무 및 스프 루 매년 아래로 다진된다. 또 다른 5000 만
나무는 포장 및 매년 포장을 위해 아래로 다진된다. ? 석탄의 톤 공상 전기 조명에 대한
연소된다. 현금 수십억 알코올에 지출 (폭식 음료) 쓸모없는 쓰레기, 흡연, 건강에 해로운
음식, 폭력적인 게임 및 엔터테인먼트를 구입. 폭력의 증가 (폭행, 파괴, 살인, 강간 ..) ,
도박, 사기, 절도 증가 ...

나무는 쓰레기가 될 말라. 포장은 쓰레기에 추가 삭제됩니다. 위원회는 쓰레기의 산에
대한 매립지에서 실행하고 있습니다.
쓸모없는 정크 상자에 끝납니다. 그들은 다락, 차고, 방을 난장판 .. 정크이 비장은 더
큰 주택을 원하는 리드.

해야만한다
기독교 트리 파괴 행위를 중지합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환경에 대한 책임을 가르치십시오. 나무를
심다.

기독교 방법을 순. 책임 기독교인을 잡아. 그 교육을 다시.
크리스마스 상업주의를 중지합니다. 마케팅 및 판매 알코올, 담배, 건강에 해로운 음식,
폭력적인 게임 엔터테인먼트 & 쓸모없는 정크를 중지합니다. 크리스마스를 취소합니다.

너무 많은 쓰레기를 만들어 중지합니다. 너무 많은 쓰레기를 만드는 사람들이 책임을 누릅니다. 쓰레기에
대한 검소한합니다.

에너지 사용을 줄일 수 있습니다. 불필요한 조명을 사용하지 마십시오. 방호복을
착용하여 가열 냉각 줄인다.
석탄을 연소 중지합니다. 오염 물질을 배출하지 않는 에너지로 석탄을 대체 (수력, 태양열, 풍력, 파도) .
어떤 핵 없습니다 •

!!!

비장은 정신 질환이다. Hoarders는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들에게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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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도움이됩니다.

후견인 가디언은 나무를 축하!
나무는 우리의 생존에 필수적인 잘되고있다. 트리 후견인합니다.
나무를 심다.

13.3.7. 나무 일

축하

CG이 Kalender

가족은 오래 지속 인공 나무 주위를 수집합니다. 서로 선물을 노래 메리 인 & 사랑,주는
장식 된
(나무 과일 만 해당) 다음 식사를 공유합니다. 설날 때까지 트리 숙박의 최대. 그것은
내년까지 저장됩니다.

산림 파괴 ZERO TOLERANCE! ! !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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