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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
(1)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우리에게 한 믿음을 준다! 1 FA  ITH는

우리의 도덕적 인 힘이다.

믿음은 감정적 인 필요하다. 1 하느님 단 1 원 신앙! 후견인 보호자 1 믿음은 도덕적
인 힘을 제공합니다. 이 설명을 통해 우리를 지탱. 지도는기도를해야 할 사회
속하는 학습 및 가르치십시오.

흡수 1 믿음 그것은 당신의 마음을 터치하고 생각의 영구적 인 일부가 될 수 있도록. 생각하고
매일 1 믿음을 매일을 살고 있습니다. 그들이 의식 또는 무의식인지 1 믿음이 당신의
행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예배 (1) 하나님 관련기도를 사용합니다.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축복 (1) 하나님 그들을 사랑한다.

믿음이없는 사람들은 라이브 쓸모없는 삶을 낭비.

그만큼 1 믿음 대한했다 :
겸손 서기관 부패, 부도덕과 탐욕의 계속 증가하는 확산을 발견. 로컬 및 전세계의 고통,
고통을 유발. 겸손 서기관 물었다, "왜 하느님 "? "친애 도와주세요
하느님 ". " 하느님 어떤 인류는 운명 "에 부응하기 위해 무엇을 할 수 있는가?

오랜 시간 동안 겸손한 학자는 아무 대답도받지 않았다. 어느 날 겸손한 학자는
압도적 인 존재를 느꼈다. 서기관은 생각을 통해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 당신은
대답을 받아 들일 준비가되어 ".
겸손 서기관은, 끔찍한 고통스러운 두통을 얻었다 두려움 극복, 그는 아래로
거짓말을했다.
시간은 다시 세계 이벤트가 겸손 스크라이브 주소를 만들어 통과
하느님 그의 평소 질문을. 아니 대답은 3 일 후 압도적 인 존재는 같은 질문 서기 겸손한
요청, 다시 없었다. 다시 겸손 서기관은 대답하기를 두려워했다.
시간은 다시 겸손한 스크라이브를 통과 세계에서 고통과 불행 화가가되었다. 겸손
스크라이브 무릎을 꿇고는 고개를 말했다 "소중한 하느님 나는 당신을 믿고 오직 당신,
내가 대답을 "수신 할 준비가되어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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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연한 보잘것 스크라이브 그것이 존재 펠트 하느님. 하느님
같은 질문을했다, " 당신은 대답을 받아 들일 준비가되어 ".
겸손한 학자는 두려움이 그를 극복 느꼈다하지만 그는 예 친애하는 "대답 (1) 하나님 ". 통신은
보잘것 스크라이브 받았다. 모든 언어, 생각을 기록하고 전 세계적으로이를 사용할 수
있었다. (1) 하나님 의 최신 메시지는 모든 이전을 대체합니다.

모든 것은 컴파일 된 " 법률주는 매니페스트 "
(LGM) . 그것은 모두에게 제공 될 것입니다. 'LGM 그들이 쓸모
만들기 이전의 모든 메시지를 대체합니다.
은 " 법률주는 매니페스트 "
(1) 하나님 인류에 대한 의심이있다!
하나는 하나님의 이전 메시지는 대부분 무시되어왔다 .
하나는 하나님의 경고는 무시되었다.
(1) 하나님 인류가들을 만들 것입니다! ( 참조 예언)
언제 (1) 하나님 '모든 메시지를 작성하고 컴파일 할 수있는 겸손 서기관 지시 1 믿음 ' 태어났다.
1 믿음 종교, 사회 정의, 철학입니다. 1 믿음 지역 사회 생활을 지원합니다. 아이들의 사회
모금. 1 믿음 유일한 종교에 허용 (1) 하나님. 다른 모든 것은 오래된 종파가된다.

오래된 숭배는 기피하고있다! 그들은으로 대체됩니다 : 1GOD 1FAITH 1Church 우주
후견인 보호자. 오래된 종파 종교 글은 '법 주시는 매니페스트로 대체됩니다. 오래된
종파의 지지자는 업데이트하는 것이 좋습니다 : 될 후견인 가디언

1 GOD 및 인류의 좋은의 영광을 위해.
그만큼 1 믿음 '숫자 지원 (7) ' 신입니다. 숫자, 수학 방정식과 기하학적 기호 인간 이해는
문명을 구축 할 수있는 길을 열어. 인간의 이해는 더욱 확대 할 필요가 (우주) .

후견인 가디언은 모든 것을 디자인에 의해 불완전 물리적 우주
것을하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UCG 칠각형은 불완전한 7 각진
그 다른면으로되어 7 각형은 각이 상이한 정도의 길이이다. 인식의 이상 (1)
믿음의 상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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칠각형은 상징 (1) 하나님 ' 에스 불완전한 물리적 우주, 7 일 주. 7 각도는 '법 주시는
매니페스트의 7 장과 7Scrolls을 상징한다. 7 측면은, 7 개 부족과 7 개 1Church 우주
후견인 보호자 행정을 상징한다.

1 믿음 에 기록 7 스크롤 :
1.Belief > 2.Obligations > 3.Privileges > 4.Failings >
5.Virtues > 6.Khronicle > 7.Afterlife
그들은의 일부를 형성하는 ' 율법 수 여자 매니페스트 '.

1 믿음 뉴 에이지 시간 관리 소개 :
CG (수탁 가디언) 않으므로 SYST ~ 시간 트라이앵글 ~ 데이 타임
라인 ~ 야간 통금 ~ CG 플래너 ~ CG이 Kalender ~ Funday 테마
~ CG Khronicle ~ CG 콰트로 연감 ~ 제어 시간.
물리적 우주의 모든 것은 시작과 끝이있다. 최종 나머지는 새로운 시작을위한 재활용 (재생)
.
의 사람들 1FAITH 아르 지지자 . 서포터즈는 다음과 같이 언급하고 있습니다 : 후견인 가디언 +
1 이름이나 CG + 1 이름입니다. 문자 메시지 때 CG가 사용됩니다.

1 믿음 서포터 모임에서 매주 만난다. 그들은 새로운 사람들을 살리려고 노력. 그들은기도
:
(1) 하나님은 여러분의 의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도전 기도
소중한 (1) 하나님 , 가장 아름다운 우주의 가장 겸손하고 충실한 후견인
보호자의 창조주 (1 성 이름)
요청은 불신자가 한 믿음을 얻을 무지한 불신자 도움말을 변환 도움
나는의 영광을 위해 더 도전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도전에 관여되는이
경험의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1) 하나님 그리고 인류의 좋은
무지한 불신자에 직면 할 때기도가 사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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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신 1 신앙 교회 우주 후견인 보호자
모두가 한 하나님의 최신 읽기에 의해 살고 선포
'메시지'는 "법 수 여자 매니페스트". 태아와 태어난 인간의 살인은
폐지된다. 모든 사람은 개발되지 않은 보상 통기성 공기, 마실 물, 저희 집은
식품, 보호 - 의류, 저렴한-쉼터, 무료 교육, 무료 의료을 가지고

품위와 작업, 은퇴과 죽음. 이기심은, 엘리트주의, 착취, 불의,
신체적, 정서적 학대와 노예 제도는 폐지. 중독 그 ( 알코올, 흡연, 폭식,
도박,
포르노, 오염, 쇼핑 ) 포함되어 있습니다. 지역 사회가 그들 자신과 조화를
이루며 살고 및
주변 서식지.
즉, 지역 사회 ( 샤이어) 모든 자유 보유 권, 부동산을 소유하고있다.
즉, 개인 및 국가 소유가 폐지 크론로 대체 ( 커뮤니티 실행 소유 비영리 ) .

즉, 인류는 운명 공간 탐사 및 공간 식민지를의 추구

1 믿음 만든 전망 를 기반으로 7 스크롤 . 비전은 도덕적, 철학적 문입니다. 우주 후견인
보호자, 미션을 설계하는 데 사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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