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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중

미디어

군중 엔터테인먼트 종료!

군중 엔터테인먼트는 '쓰레기'를 많이 만들어! 위원회의 매립 영역에서
실행하고 있습니다. 최종 산의 쓰레기 '의!

군중 엔터테인먼트 장소가 필요합니다! 위원회는 옆으로 넓은 영역을 넣어 높은 부채
건물 큰 장소에 도착. 거대한 비용은 운영 및 유지하기위한 축적된다. 경기장은 시간의
90 %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더 이상 새로운 장소! 기존의 철거된다!

(1) 하나님의 율법 수 여자 매니페스트 기록 된대로가한다! 모든 미디어 14.12.3.1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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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중 엔터테인먼트는 대중, 국내 교통 및 주차에 막대한 투자를 필요로! 어떤
장소는 인프라 비용은 아래 없습니다.
도로 및 주차 '카오스'를 제거!

군중 엔터테인먼트은 큰 군중을 만듭니다. 큰 무리가 휘발성, 싸움은 종종 히스테리
가능, 쇄도하다, 탈옥 ... 큰 무리가 자신과 commuity에 대한 위협이다. 큰 군중은 중독자
및 공급 업체의 모든 유형에 자석입니다. 큰 무리는 고가의 보안을 많이해야합니다. 큰
군중 엔터테인먼트 종료!

많은 군중 이벤트의 라이브 방송이 종료! 거터 미디어는이 저렴하고 원시적 인 안티
커뮤니티 방송에 대한 책임이 있습니다. 방송이 유형의 격려, 중독, 안티 사회 행동,
범죄, 부도덕, 기물 파손, 폭력 ... 거터 미디어 끝이 온다. 방송의이 유형은 큰 소리로,
파울 입, 편협한, 인종 차별, 알코올, blubbery, 소파 바보를 만들었습니다!

(1) 하나님의 율법 수 여자 매니페스트 기록 된대로가한다! 모든 미디어 14.12.3.1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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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중 엔터테인먼트는 글로벌 엔터테인먼트를 제공합니다 :

올림픽 (파라, 여름, 겨울) , 축구 (월드컵) 세계 투어 (밴드, ...) ,
그랑프리, F1 (오토바이, 모터 자동차) . 브로드 글로벌 거터
미디어입니다.
1 하나님 세계화를 원하지 않는다! 세계화는 안티 1 하나님 끝났어!
글로벌 엔터테인먼트 기업
(IOC 피파 ..) 폐쇄! 글로벌 멀티 natonal, 거터 미디어 (뉴스 코퍼레이션
(News Corporation), ..) 폐쇄!

지역 사회 hamony 경우 :

군중 엔터테인먼트 종료!
글로벌 엔터테인먼트 종료!
멀티 natonal 미디어 끝!
이자형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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