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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랜
1의 7 개 부족 하나님 의 사람들!

7 개 부족은, '수집'에서와 법률 주시는 매니페스트를 읽고 자신의 영적인 인도를
얻을. 집결 영적, 사회적 요구 및 지역 사회 행동 충족시켜줍니다. 모임은 지배 구조,
선출위원회, 클랜이 필요합니다.

클랜은 선출 (14)의 사람들위원회입니다 (연상) . 비밀-투표 1 장로 자신의 지역
모임 당선자에 참석 서포터즈
(최저한의) 7 HE 7 SHE의 최대까지 (7_7 규칙) 14 장로 총. 장로는 매년 선출 (재미있는
일, 주 2, 수성 *
달) . 새로운 수집 당선자 장로 어떤 재미있는 일. 그들은 다음 선거 때까지 역할을한다.
* NATM
모든 서포터의 존재는 그들이 필수 요구 사항을 충족로 지명 할 수있다. 70 물리적 및
위원의 직무를 수행 할 정신적 수있는 부모, 수 - 나이 28 : 필수 요구 사항은 장로가 될
수 있습니다. 어떤 성적 장애 없습니다 (아동 성추행 범, 같은 성별이나 혼동 성) , 아니
범죄 기록, 아니 랍비, 아니 카톨릭 성직자, 아니 수녀 나 스님.

장로는 무제한 번 재선 될 수있다 (나이까지
70) . 때 장로 필요 교체. 보충은 다음 선거 때까지 선출된다.
이자형

SHE 장로는 SHE로 대체됩니다. HE있는 HE.

두 장로가되면 1 후견인 Zenturion (CZ)를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항상 1 장로이
있어야한다. 만 장로는 지명과 비밀 투표 후견인 Zenturion에서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는 그녀의 가용성 HE 1의 선거를하게 그리고 그녀는 바람직 CZ하지만 한 장로이
있어야한다. 선출 된 CZ는 진실의 성명을 발표한다. CZ의 선거 후 클랜은 UCG1에 회원
등록을 보냅니다. CZ 대표 및 지역 정부와 Orackle와 liase.

클랜 관세, 한 장로는 모든 의무를 수행해야하고, 14 개 장로는 균등하게 부하를 공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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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 수집 장소 (홀, 보안) 노인, 장애인, 환자에 대한 교통 ...

홍보 : 모임 (시간, 장소, 방향) 미디어 릴리스와의 메시지, 1 하나님 1 신앙 교회 우주
후견인 보호자

프로그램: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개요, 항목별로,기도, 독서, 토론, 자금 조달. 주요
언어, 지역 방언과 전통이 확정되어 있는지 확인합니다 ...

보류: 식당, 선거, 새로 결혼, 새로운 출생의 유도. 인생이 끝난 것 사람들을 애도.
달의 첫번째 모임은 '신성한 결혼 계약'지난 달에 서명 커플을 환영합니다. 한 달의 2 차
모임은 새로 태어난 환영 이전 달의. 달의 세번째 모임은 후원자가 될 것을 약속
방문자를 환영합니다. 달의 4 번째 모임은 지지자와 이전 달의 사망 회원에
반영합니다.

캐터링 : 좌석, 음료 (비 알콜 성) 음식 (향토 요리) , 음악, 춤 (전통, 현재) ,
엔터테인먼트, 청소 ...
음식 및 음료 클랜 지침을 사용하여 지지자들에 의해 수집에 가져됩니다.

에프

위원회: 모임. 부당하게 공격 약하고, 가난과 소외 계층을 보호합니다. CZ 보고서.

유지하십시오 : 목록, 캠페인 순 (행동) 비영리 단체를 설립, 학교 교육 자료를 준비 ( CRON)
...
연락 유지 : 샤이어위원회와. 사회적, 상업적, 정치적으로 선거에 서 후견인 가디언,
...위원회, 위치, ...
서포터즈의 지원과 함께 클랜 모든 지역의 환경, 비영리, 비 폭력과 사회 정의의 원인을
흡수하고이를 실행합니다. 필요하면 비 폭력적인 행동을 적용합니다.

주 4 수은 월의 재미 날에 3 년마다. 클랜 당선인이 후견인 - Zenturion (1 HE 1 SHE) .

선출

이

C-Zenturion tomake있다 진실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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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실의 문
아 모두 강력한 1 만 장엄한 1GOD . 누가 HE & SHE 모두이다. 가장 아름다운 우주의
창조주. 증거:
가장 겸손하고 충실한 후견인 가디언 (1 명) . 후견인 - Zenturion은의 장로에 의해
선출 (이름) 모임.
솔직히 상태 :
나는 지원 리라 1GOD, 의 Supporters 등 1FAITH, 우주 후견인 보호자와 지역 사회.
나는하지 않았거나, 고문, 강간, 또는 아동 성추행을 죽여 사람을 격려있다. 나 한
사람을 보호. 의 무결성을 보호 1GOD 'S 최신 메시지 율법 수 여자 매니페스트.

후견인 Zenturion으로 7 개 행동은 '나의 가이드입니다 :

violenc와 폭력을 상환하지 않음

불의, 장난감 권총의 뇌관과 환경 파괴 친목을 듣고 토론, 평가를 통해 충돌을 해결 항의
반사회적 및 안티 서식지 행동의 인식이되도록 관찰 우리 사회의 모든 다른 그룹과
자신을했습니다

옳은 일을 위해 말
가입 스탠드 부당하게 공격의 영광을 위해, 소외 약하고 가난한 1GOD 그리고
인류의 좋은
1GOD 내 증인 및 재판관이 될 수 있습니다

는 '진실-정책을'욕하는 것은 회원의 취소로 연결
모든 모임에서 금지. 지지자에 의해 기피. 욕하는 것은 범죄 성격이라면 검찰이
통보됩니다.
노트 ! 우주 후견인 보호자의 개인 회원, 명예 수상, 상금 또는 제목을 받아 들일 수
없습니다. 그들은 선출되거나 정부의 모든 유형에 임명 될 수 없다. 묻는다면 그들은
무보수 조언을 제공 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정부의 일부가 될 경우 그들은 UCG의
회원 자격을 잃어 및 그것을 되 찾을 수 없다.

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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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 신청
(1) 하나님의 최신 메시지 율법 수 여자 매니페스트! 1GOD 1FAITH 1Church 우주 후견인 보호자

이 회원 신청은 UCG를 통지 및의
모임으로 등록받을 사용
1GOD 1FAITH 1Church 우주
후견인 보호자
또한 우주 후견인 보호자의 항목
별 후견인 Zenturions 회원한다.

공간에서의 첫 번째 이름 쓰기 ' 연상' 수탁-Zenturions
선출 및 듣고 그 ' 진실의 문 '.

1 성 의 이름 ( 그) C. Zenturion : 1 성 의 이름 ( 여자)
C. Zenturion :
우리는 위에 언급 된 장로들과 후견인 - Zenturion는 구성원 규칙을 준수합니다 : 1GOD는
우리의 증인 및 재판관이 될 수 있습니다

날짜:

이 Kalender CG-N-m에서

회원 의 위반 경우 취소 될 수 있습니다 율법 수 여자 매니페스트. 위반 조사 및
처리 될 것입니다.
1GOD은 우리가 믿어입니다!

1FAITH은 우리의 도덕적 인 힘입니다!

율법 수 여자 매니페스트는 우리의 가이드!
우주 후견인 보호자는 우리의 교회입니다!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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