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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IVE?
= 질문 묻는 질문 법 수 여자 매니페스트 응답

모든 솔루션은 비영리 및 비 폭력 수 있습니다!
(1) 하나님 만든이 우주 : 물리적 우주와 영적 우주!
물리적 우주의 모든 것은 시작과 끝이있다! (1) 하나님
모든 생활과 연락을주고 싶었다. 모든 생활은 '영원한 영혼', 영적의 조각을 주어졌다.

나는 왜 존재 하는가?

영혼 (당신 것) 영적-우주는 지시를 얻는다에서 (에서
1GOD) 어떤 생활 경험에 (정신적, 육체적) 그것은 물리적 우주에서하는 것입니다.
불완전한 우주에서 예상 할 수있는대로 지침은 모호하다. 영혼의 유연성을주는 것은
임무를 완료합니다. 영혼은 외모를 필요로 임무를 완료하려면 (너의 몸) . 당신의 존재의
이유는 당신의 영혼은 그것의 임무를 완수하는 데 필요한 '인생 경험'을 얻을 수
있도록하는 것입니다.
삶의 목적?
당신의 몸은 '물리적 우주의 규칙'으로 존재한다 (RPU) .
임신 후 몸은 생존한다 (규칙 1 RPU) .
당신은, 이득을 추구 적용하고 지식을 전달할 수 있습니다 (규칙
2 RPU) . 만큼 당신이 살고있다.

당신의 몸은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 (규칙 3 RPU) . 건강을 유지하려면, 청결, 균형
잡힌 식단과 매일 운동이 필요하다. 당신의 영혼은 영양이 필요, 매일기도는 1과 접촉을
유지 하나님.
그래서 영혼이 몸을 가질 수 있습니다, 성인의 몸은 필요 메이트와
곱하기 (규칙 4 RPU) . 당신은 '신성한 결혼'계약을 입력, 가족을
시작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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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교 가족 그룹이된다.
성장하는 그룹은 지역 사회가된다 (샤이어) .
사회는 하이브를 형성 (주) (규칙 5 RPU) .
어떤 생존의 더 나은 기회가있다.
점점 하이브 (지방) 집단으로 확장 (규칙 6 RPU) . 탐구 지방, 새로운
지역을 식민지화
(행성, 태양 광 시스템, ...) . 이것은 생존 필수입니다!
물리적 우주의 모든 것은 시작과 끝이있다 (규칙 7 RPU) 로 몸을한다. 당신의 영혼은 삶의
경험의 임무를 완료합니다. 생명의 양은 영혼이 얻을 수있는 사람이 살고 시간을
결정한다 경험한다. 모든 삶의 경험이 완료 될 때마다 몸이 죽을 예정이다. 사람들이 서로
다른 나이에 죽을 이유입니다.

당신의 몸은 그것이 사망 화장 정화하고 영혼을 해제 할 수 있습니다. 즉보고,
영적 우주로 돌아갑니다.
삶의 경험?
삶의 경험은 당신이 죽는 일 또는 메모리 손실까지 기억하는 이벤트입니다. 이러한
이벤트는 행복 극적인 (꿈은 .. 실현)
또는 불행 (심각한 사고 ..) 문자 건물입니다. 후견인 가디언 기록을 자신의 생활
경험과 그들에 전달할 : 지식 연속성

왜 어떤 사람들은 젊은 죽을 수 있습니까? 당신의 영혼의 삶의 경험 임무는 조기에 완료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초기 단계) 존재. 라이프 경험 임무가 완료 될 때마다 몸이
죽을 예정이다. 사람들이 서로 다른 나이에 죽을 이유입니다.

노트!
보험, 라이브 지원, 용서하지 마 .. 보험은 불행의 전체 영향을 겪고에서 사람을
중지합니다. 라이브 지원 계획 끝을 넘어 생존을 확장합니다. 용서는 책임을
취소합니다. 보험, 실패한 인생 경험에서 라이브 지원 및 용서 결과. 영혼의 임무 실패를
만들기. 1GOD 화가입니다!

인생은 신성한입니다! 만 1GOD 그것을 종료 할 수있는 권리가있다!

어떠한 개인 숭배, 종교, 조직하거나 정부! humanlife을 종료 할 권리가
있습니다!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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