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견인 가디언 새로운 시대의 시간 관리

1God 1FAITH 1CHURCH 우주 후견인 보호자

Khronicle는 이제 시간의 시작부터 이벤트 및 설명을 제공합니다. 인류의 가족 나무. 우리의
유산 및 지식 - 연속성!

인류의 가계도
주 1 인류의 탄생!
고대 - 타임즈 1 문명!
먼 과거 - 2,100 에 - 1400 세!
중간 과거 - 1,400 에 - 700 세!
가까운 과거 - (700) 에 - 70 세!

현재-시간 - (70) 에 0 세!
새로운 시대 온 병동의 0년에서! 예언하다

1GOD 당신의 의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 • • •••
세습 재산 -기도
소중한 1GOD , 가장 아름다운 우주의 창조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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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겸손하고 충실한 후견인 가디언 (1 성 이름은) 쇼 우리는 우리가
누구인지 알 수있는 문화 유산에서 오는했다있는 문화 유산을 가진
감사가
의 영광을 위해 다음 세대에 전달 될 수있는 문화 유산 1GOD 및 인류의
좋은
이기도는 집에서 또는 수집에있어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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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1 개 창조
1일
처음에는이 있었다 1GOD 및 아무것도:
시작 및 끝의 사이클없이 무색의 생명, 움직임, 영혼, 무음, 질리지.

물리적으로 내 1GOD 긍정적 및 부정적 우주를 구성 할 수있는 모든 빌딩
블록이다.
영적으로 원래 영혼입니다 1GOD 좋은 & 나쁜 모두.
1GOD 지루했다. 1GOD 호기, 안개를 만들었습니다
이 안개는 아무것도에 모든 방향으로 확산, 우주에있는 모든 기본적인
재료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물리적 우주가 탄생했습니다. 움직임은 휙 노이즈를
생성; ' 모션 '&'사운드 ' 태어났다.
1GOD 이 (사업)라고 1 일 및 시간 태어났다.

제2일
1GOD 그의 손을 박수; 그것은 쾅 같은 소리가났다. 이 가열 및 분무 내의 가스의 융합,
포지티브 및 네거티브 충돌 불꽃 생성 (번개)
폭발 후 (우뢰) 결과. 가스 혼합으로, 흡수 및 파괴는 'Begin- 닝 및 종료 및 재활용주기' (CB
및 E & R) 태어났다. 이 광경은 '도 탄생했다 색깔'.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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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 생성 된 혼합물은 다른 약간 불완전한 동일한 명사에 붙여서의 뜻을 나타냄
있었다 다만 방법 1GOD 그것을 좋아했다. 불완전는 '시작 진화' . 진화는 불완전
실수를뿐만 아니라 고유성 및 상호 작용의 결과된다.
아무것도 완벽하거나 실수하지 않습니다. 완벽한 한 사람의 다른 사람의
imperfect.Evolution이입니다 1GOD의
좋아하는 창조.
1GOD 이 (사업)라고 제 2 일

3일
1GOD 혼합물 경기들을 분석 및 냉온수 혼성이 또한 응고 경우 생성을 생성 가스의
일부를 액화. 1GOD 공 형성 맥동, 밝은 불 ' 태양 - 별 ' 만드는 '우주로 그 밖으로 분출
액체 행성 '.
이 창조는 '로 알려져있다 태양계'. 물리적 우주 '는 살 많은 태양 광 시스템을 포함 주기 의
처음
및 종료 및 재활용 '.

1GOD 이 (사업)라고 3 일

4일
1GOD 그의 / 그녀의 영적 존재의 블록 부분의 '원본 소울'의 일부를 건물의 각 조합을
주었다. 마다
'영혼' 빌딩 블록의 조합의 신규 작성의 개념에 그것의 일부를 수신한다.
빌딩 블록의 조합에 영혼의 returnes 존재 중단하는 경우 1 하나님 경험에 대한보고가
있었다 (Aft- erlife) . 그때 1GOD 영혼은 빌딩 블록의 또 다른 combina- 기로의 send (재생)
. 영혼이 경험의 일정 수준에 도달하면 그것으로 유지 1GOD

(있다는 '영원한') 후견인으로 하늘에 (천사) .
1GOD 이 (사업)라고 4 일

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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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1GOD 진화는 행성의 일부에 특별한 조건을 만드는 장난 삼아
생각해. 특정 방향으로 지적했다이 행성은 상호 의존적 인 환경 및
생명체를 만들었습니다.

지구 같은 행성입니다!

지구는 운명 Solar- 시스템의 일에서 3 번째 행성이다. 지구가 태양 & 1 궤도 달은 지구
궤도. 행성은 인간을 포함한 종의 수백만 곳입니다.
상호 의존적 인 환경 (환경) & 생명 형태 (식물 및 생물) '이 만들 우리 집'.

행성 지구 우리 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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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GOD 이 (사업)라고 5 일

6일
1GOD 천사는 영적인 우주에 도움을했다. 이제 생명체는 어디 물리적 우주에서 도움을
필요로했다.
1GOD 지구가 인류를 소개 할 정도로 고급 것을 발견했다.

1GOD 생성 된 3 개 인종 및 진화 건방지게 한 진화. 1GOD 3 개 + 1 경주에 만족
및하지만 서로 다른 동일로 본다. 1GOD
인종-무결성, 혼합 품종 모욕이다 & humankinds 운명에 맞지 않는 원한다.
인종-무결성은 인종 차별주의도 아니고 편견은 1 개 인종이 다른 인종보다 우수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인종-무결성을 따르지 것은 모욕 사람이 받아 들일 수없는 반 품종
버림을 생성 1GOD의
디자인.
인간, 검은 피부; 철사 검은 머리 및 갈색은 지구상의 다른 생물보다
더 지능적인 눈동자.
1GOD 내가 그렇게 만들었 기 때문에 그들에게의 블랙 될 자랑 말한다.
당신이 살고 있든지 '아프리카'자신을 호출합니다. 당신은 이름을 추가
아프리카 외부에 거주해야
부족의 당신이 함께있어 (당신은 미국의 부족과 함께 생활)
'아프리카 계 미국인'. 자랑 짝짓기 수반 인 및 당신의 인종에서 곱 : 인종 Intregrity.
검은 사람들이 곱으로 그들은 방황하기 시작했다. 그들은 아프리카, Persindia,
오세아니아 및 몽골에서 볼 수 있습니다.
나중에 그들은 노예 & 종으로 유로파으로 아마존 및 미국에 유럽 해적에 의해
소개되었다.
그러나 추운 기후는 흑인에 도움이되지 않았습니다. 또한 진화는 매우 느렸다. 1GOD 2
개 개의 새로운 종족을 만들하기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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몽골에서 1GOD 그것을 옅은 노란색 색조를주는 사람의 피부 색상을 변경,
머리는 검은 색 머물렀다하지만 바로이되었다 & 갈색 눈은 기울어되었다. 1GOD
내가 그렇게 만들었 기 때문에 그들에게의이 경사 눈이 될 자랑스럽게
말한다. 자신을 호출 '몽골어'당신은 어디든지 살 수 있습니다.

당신이 몽골 외부에 거주해야하는 것은 당신이있어 부족의 이름을 추가합니다. (당신은
유럽의 부족과 함께 생활) '몽골어 유럽'.
자랑 짝짓기 수반 인 및 당신의 인종에서 곱 : Racial- Intregrity. 경 사진 눈 인간은 곱
및 미국, 아마존, 오세아니아, Persindia 및 유럽으로 돌아 다녔다.

유럽에서 1GOD 백금 금발이나 붉은 직선이나 물결 모양의 머리를 가진 파랑,
파랑, 회색, 녹색 눈 하나와 창백한 & 붉게 피부 인간을 만들었습니다. 1GOD 내가
그렇게 만들었 기 때문에 그들에게의이 창백한 것을 자랑스럽게 수 말한다.
your- 자기 전화 '유럽'당신은 어디든지 살 수 있습니다. 당신은 살아야한다

유럽 밖에서 당신이있어 부족의 이름을 추가 (당신은 아마존 부족과 함께 생활) '유럽의
아마존'. 자랑 짝짓기 수반 인 및 당신의 인종에서 곱 : 인종 - Intregrity. 이 사람들은 다른
지역에 물 (내륙 및 바다를) 여행을 선호했다.

그러나이 진화 딸꾹질의가 발생했습니다. 유럽인들은 피부 색깔의
피부, 어두운 갈색 스트레이트 머리 및 갈색 눈을 꿀되었다 창백. 이
사람들은 서쪽 Persindia, 북부 아프리카 및 남부 유럽에 방황 & 이제
모든 지방에 존재한다.

유럽에서 인간의 또 다른 많은 검은 피부로 다시 진화하지만, 블랙
스트레이트 헤어 & 검은 눈을 가지고 있었다. 진화

1GOD 진화는 그래서 당신을 만들었 기 때문에 그들에게의 블랙 될 자랑
말한다. 당신이 살고 있든지 자신이 '진화'호출합니다. 당신이 Persindia
외부에 거주해야 추가
당신이 머무르는 부족의 이름입니다. (당신은 오세아니아 부족과 함께 생활)

'진화 - 오세아니아'. 자랑 짝짓기 수반 인 및 당신의 인종에서 곱 : 인종 - Intregrity. 이
사람들은 Persindia로 방황 & 이제 모든 지방에 존재한다.

노트! 인류 우주의 다른 모든 것들처럼 다만 방법 고유의, 다른, 불완전 1GOD 그것을
좋아한다.
1GOD 각 종족을 준 (3 + 1) 독특한 특성. 혼합 품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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멸하다 1GOD 의 디자인.
1GOD 블랙, 창백한 및 경사 눈 : 3 인종 대조를 원했다. 그러나 1GOD 4로 진화 흑인
받아 일 경주. 1GOD
또한 인종-무결성 유지를 원한다. 그것은 더 간의 정합이나 곱셈을 의미한다. 1GOD 하지만
서로 다른 동등하게 3 개 + 1 경주를 본다.

3 + 1 경주는 최대 만들기 7TRIBES 많은에 그 라이브
Shires ( 집) . 7 언어 및 많은 방언을 말하기
. 독립적으로 관리 7Provinces . 1GOD
언어의 다양성을 좋아한다. 아니 세계의 언어
(바벨 타워 & NY 트윈 타워를 기억) .

3 + 1 경주 동일하지만, 다른
1GOD 지난 오일 & 오늘 달성 한 것을 기뻐했다. 1GOD 지난 일 주간에 반영 및보다
다음 작업 주에 대한 계획 - 닝 시작했다.
1GOD 이 (사업)라고 6 일

7일
1GOD 휴식을했다 ... 명상 & 영원 - 영혼을위한 내부 조화 및 행복을 추구하는기도.
천사는 노래, 춤 및 웃음은 모든 곳에서 들었다는, 음악을 만들었다. 1GOD 그것
모두를 즐기는 모든 흥겨운의 한가운데에 있었다.

1GOD 라는이 (휴식) 7 일 재미있는 일 후견인 수호자합니다.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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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일 창조 수탁-가디언이 Kalender의 기초를 형성한다. 노트! 의 길이 1GOD 의 날은
지구 다릅니다.
CG로이 Kalender은 '많은 테마를 가지고 재미있는 일 '
축하, 기념비 및 부끄러워.
CG로이 Kalender 뉴 에이지 시간 - 관리의 일부입니다 :
CG 않으므로 SYST ~ 시간 트라이앵글 ~ 야간 통금 ~ 매일 루틴 ~
매일-기도 ~ CG이 Kalender ~ 재미있는 일 테마 ~ CG 플래너 ~

해야만한다 :
1GOD 6 일 5 일 당신의 achieve-, 표준을 평가 예제 작업을 설정, 완료되지 않은 모든
작업 및 계획 다음 주 작업을 완료합니다. 날
(7) 인생을 즐길 나머지는 가지고 재미있는 일, 축하 ... 모임을 방문

인종 무결성을 유지 더 간의 결합되거나 승산!
진화를 방해하지 마십시오 유전 적-수정하지, 복제 ,. . .

내세, 환생, 불멸 & 천사 믿습니다. 믿다 1GOD 이다 영원한 - 소울 모든 것은 생활은
영혼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에 의해 라이브 : '시작의주기 및 종료 및 재활용' (CB 및 E & R)
믿다 1GOD 제작자 및 영원한-영혼 물리적 및 영적 우주의 창조주. 발전 및 인류의
창조자.
1GOD의 디자인은 신성! 모욕을 간섭 1GOD, 그것은 진화 방해합니다. 작고 보기 흉한
사람 1GOD 의 디자인은 지역 사회 범죄입니다.

라이트, 차량 신호 조명 NG !!!

지구 및 인류는 '공격'에있다! 폭력, 오염 및 부 - 아파 르트 헤이트 우리를 떨어져
찢고있다! 폭력, 정지 Pollut-을 보내고 및 최종 부 - 아파 르트 헤이트 처벌. 1GOD 지켜보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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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GOD
지켜보고있다
고대 - 타임즈 I

1 문명! -2,100 * 년
* 새로운 시대의 새로운 시간 관리가 사용됩니다 : 후견인 - 가디언이 Kalender

인류가 직립 보행을 배운, 딸기, 견과류를 수집 및 뿌리를 그럽. 인간은 리더십에 대한
필요성의 결과로 생존을 증가 그룹화합니다. 최강 그 폭군 및 주요 개종되었다.

인류는 사냥 도구를 사용하여, 사냥꾼에 고급 도구 메이커가되었다. 슬프게도
도구는 사냥뿐만 아니라 사용되었다뿐만 아니라 죽이는 다른 사람 (저항 및
강간 및 살해당한 다른 인간의 이기적인 약탈) .

인류는 그룹이 사냥을 발견
(팀워크) 단일 사냥꾼보다 더 큰 성공을 가져왔다. 이 계획 및
다른 그룹에 사냥 여행 및 공습을 조직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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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류 개발 보컬 소음, 얼굴 제스처 및 신체 언어는 의사 소통을합니다. 음성 및 언어
선도. 이러한 기술은 학습 및 교육되었다. 그룹의 경험 구성원이 학습 그룹 멤버로 얻은
지식을 통과시켰다. 주제 덮여 : 식품, 사냥, 스킨, 바느질, 도구 제작, 도구 사용, 제스처,
신음 소리 및 음성을 수집.

인류는 추운 기후로 이동으로 그들은 사냥
- , 모피 동물 에드을 껍질 및 자신의 몸을 커버 (패션의 시작) . 뼈
도구로 전환되었다. 봉제 개발 및 가죽 및 모피로 만들어진 제품에
사용되었다.
동굴 및 오두막 쉼터가되었다. 화재 만드는 요리로 이어지는
개발했다. 회화, 조각 및 점토 모델링과 같은 예술적 능력
나타났다.

인류 발전의 종교적 신념.
사악한 이교도-의식은 피의 희생을 통해 하나님의 뇌물을 개발했다. 노트
: 1GOD 희생을 원하지 않는다
(묻은 또는 기타) . 후견인 보호자는 모든 희생을 반대한다. 1GOD 매수
또는 구입하실 수 없습니다.
다른 사람은 잔디에서 씨앗이 땅에 떨어졌다 및 작물을 주도 짓밟
것을 알게되었다. 이것은 농업의 첫 번째 단계이다. 의미 사람을
농업 것은 방황하지 않았다. 영구 쉼터가 가능하게되었다. 어떤
인간은 정착되었다.

인간은 물물 교환에 최고의 전문 시작 (고기, 스킨, 도구, 타 점토 ..) . 사냥꾼 정착과
물물 교환한다. 물물 교환 할 정착촌을 통과 유목민.

악마와 유목민 (폭군) 지도자들은 약탈 및 정착에게
강간을 파괴 및 정착을 죽일 것입니다. 건물 파괴 및
재건주기 설립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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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피어 및 활 및 화살 사냥 기능뿐만 아니라 인간의 학살을
증가 둘.
무기는 자신을 방어하기로 정착민은 새로운 사냥 도구를
사용했다.
사냥꾼 무리를 제어 및 그 다음의 장점을 알게되었다. 사냥
보조되었다
. 유목 생활 방식을 개발했다. 동물의 가축화의 1 단계.

정착민들은 작은 동물을 길들이기 시작했다. 정착민은 동물과 더 가까운 관계를
개발했다. 애완 동물은 주인 및 교우 관계에 대한 인간의 필요와 같은 동물 동의한다는
팅 인간에 의해 개발.
동물의 가축화 도구 및 무기 및 물물 교환을위한 음식, 피부 및 뼈의 공급을 개선.

문명 보컬 소문보다 더 나은 의사 소통을 필요로했다. 쓰기 능력에
고급 그리기. 번호가 추가되었을 때 인간의 발전은 가속화하기
시작했다.

휠은 인간이 더 이동했다. 그들은 더 많은 물건을 운반하는 빠른 & 긴 거리를 여행 할
수있다. 무엇 휠은 땅에 물을 달성 항해를했다. 해적 (노 및 정착촌) 자신의 범죄 행위
모두를 사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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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목민 해적의 지도자들은 약탈의 첫번째 선택의 여지가

- 보내고 다른 해적보다 그들이 더 부유하게.
농업 사회는 일반적으로 리더로서 가장 성공적인 농부 또는 barterer을 들었다. 지도자의
두 유형은 부동산 계획을 개발했다. 욕망은 자녀에 전원 및 재산에 전달합니다.
유전성 독재 * 일반적되었다. 지도자는 자신이 공상 준

(감청색) 제목, '군주' * . 일부 전력 미친 지도자들은 하나님이
주장했다.
* 후견인 보호자는 유전 독재 & 군주 악으로 반대한다.

정착 군주의 빌드 요새 및 설립 풀 타임으로 무장 (근위 연대...) 종교 지도자들은 예배
장소를 구축 (신전...) .
묘지 및 신사 (엘리트, 탐욕 ..) 내세로의 전환을 위해 일반적되었다.

무역 노선 진화. 욕심 악마의 군주는 자신의 군대 및 설립 폭군 제국 이러한 따라 (문명) . 이
Civili- 채웠 폭력에 의해 지배 및 폭력 종료되었다.

모든 그래서 문명을 수행합니다 시작 및 끝이있다. beginnING에서 투쟁 및 강한 종교적 믿음이있다. 성공은 strugg- 르
대체합니다.
평화: , 재산, 인구 증가 워크 윤리 감소, 여가 및 지루함을
증가시킨다. 지루함은 부도덕에 연결됩니다. 이 붕괴 중독을
증가시킨다. 그것은 무책임과 종교를 대체 (다만 근래
- ING 재미) 바보 자유는 철학을 모욕.
투쟁은 부패 및 끝에 선두에 정체 세트를 중지합니다.

인류 개발 1GOD 신념 :
고대 - 타임즈는 '진정한'메신저 3 우리에게 준 (아크 나톤 공자, 호출자) . 2 '거짓'메신저 (모세
부처) & 사악한, 안티 - 하나님의 숭배 : '나쁜 종자' (이스라엘) , 이는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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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크 나톤 ( Amanhotep IV) 아프리카 개혁자 아크 나톤은 승진 1GOD 모두 남성 (그)
& 여성 (여자)
동시에. 모든 창조는 온 것을 1GOD & 창조주 이내! 없이 이미지 그 1GOD 존재! 즉,
햇빛이 지구에 생명을있는 주된 이유였다!

아크 나톤은 '행복'을 지속에 경로로 가족 및 가족 공유를 추진. 인류 및 서식지 사이
승진 하모니! 국경 분쟁을 해결하기위한 전쟁을 통해 승진 외교. 작은 빌딩 블록을
사용하여 건축을주었습니다.

아크 나톤은 오만 '지정 아들'주장 * 의 1GOD ( 그릇된) .
그는 '이교'를 끝의 의식 및 예배 및 기호 자신의 장소를 재활용하는 데 실패 . 미인
대회는 '자신의 존재를 삭제했습니다.
* 예수 (거짓 메시아) 같은 오만한 단어를 사용 (표절) .

호출자 ( 조로아스터) 좋은 마음 & Persindia 고대 시간에서 작업의 1GOD 메신저가
될 적합한 사람을 발견했다. 좋은 마음 좋은 & 작업의 호출자 (조로아스터) .
아크 나톤처럼 그는 지구에서의 삶에 대한 일의 중요성을 보았다!

' 호출자 매우 잘못 슈퍼 인간을 약속 (구세주*)
올거야. 이 슈퍼 인간이 만들 것 인류 행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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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문제를 해결 많은 종교 단체는이 잘못된 메시지를 집어 & 메시아를
약속했다.
* 노트! 어떤 슈퍼 인간 없습니다 (구세주) 모든 문제 인류 행복 & 해결하기
위해오고있다. 1GOD 그들이 충분히 개발 한 증거에 인류를 원한다. 행복 및 문제 솔
ving을 처리합니다. 1GOD 이 기능의를 벗어난 상황에서 인류를 도움이 될 것입니다.

' 호출자 ' 몇 가지 근본적인 진리를 설립했다 :
1GOD 물리적 및 영적 우주의 창조자이다.
1GOD 대법원으로 숭배 수있다.
예배는 집에서 및 지역 사회에서 모두 수행 할 수 있습니다. 모두가 지역 사회를
개선하는 방향으로 적극적으로 작동합니다. 물, 토지 및 대기 오염을 반대한다. 부패
및 부정을 반대한다.

종교 도덕 및 사회 정의를 지원합니다.
노트! 페르시아가 호출자의 가르침을 받아 들인 때 그들은 그들의 시간의 가장 큰
제국을 구축 번성. 호출자의 가르침을 소면 지워질 후. 페르시아는 번영 / 영향력을
잃었다.
그 때부터 인해 진화 적 변화를 다른 메시지는 더 이상 관련이 없습니다. '호출자'의
지지자에 대한 (조로아스터, 파르)
그것을 변경하는 시간이다 1GOD의 최신 메시지 :

' 율법 수 여자 매니페스트 '.
후견인 - 보호자 '제공의 추종자들에 비 폭력, 조화 및 우정의
올리브 가지'에 참여하는 '좋은 마음의 호출자 및 좋은 작업
1GOD 1Faith 1Church 우주 후견인 보호자 확산에
1GOD의 최신 메시지 ' 율법 수 여자 매니페스트 '!

공자
고대 시간 몽골에서 ( 지방)
1GOD 인류에게 멘토가 될 사람이 적합
발견

공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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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혜의 유교 단어!
당신이 자신에게 수행하지 않으려는 것을 다른 사람에게하지 말라!

당신이 복수의 여정을 오르기 전에,이 개 무덤을 파고!
모든 아름다움을 가지고 있지만 모든 사람이 그것을보고!

1과 성실 및 성실을 잡고 성 원칙!
분노가 상승하면, 결과의 생각!
이 회사, 영속 간단한 & 겸손은 미덕에 가까이있다!
그것을 할 수 없습니다 및 옳은 일을 확인하려면, 용기의 원칙과의 원하는입니다!

나는 듣고 & I는 잊어 버려. 내가 볼 & I는 기억한다. 나는 이해한다.

인생은 정말 간단하지만, 우리는 복잡하게 주장하는 경우!
실제 지식은 자신의 무지의 정도를 아는 것입니다.
옳은 일에 직면, 취소두고 용기의 부족을 표시합니다.
당신만큼 당신이 멈추지 않는 한 이동 방법을 천천히 중요하지 않습니다.

미덕은 혼자 방치되지 않습니다. 그는 누가 이웃이있을 것이다 실천.
겸손없이 말하는 그는 그것이 어려운 단어가 좋은 수 있도록 찾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가장 큰 영광은 결코하지만 우리가 할 때마다 점점 떨어지는하지 아닙니다!

사람들은 행동의 경로를 따라 할 수 있지만, 그들은 그것을 이해하게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편안함의 사랑을 소중히 학자는 학자로 간주 될 적합하지 않습니다
더 많은 사람이 더 나은 자신의 세계 및 대형의 세계가 될 것입니다, 좋은 생각에
숙고한다.
잘 지배되는 국가에서 빈곤은 부끄러워 할 일이다. 심하게 지배되는 국가에서는,
재산은 부끄러워 할 일이다.
지혜, 자비 및 용기는 사람의 3 보편적으로 인식 도덕적 자질이다.

'공자'의 지지자의 경우는 변경 할 때입니다 1GOD ' 에스 최신 메시지 : ' 율법 수 여자
매니페스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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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견인 - 보호자 '를 제공 비의 올리브 가지
- 공자의 추종자에 대한 폭력, 조화 및 우정 가입 :
1GOD 1Faith 1Church 우주 후견인 보호자 확산에
1GOD의 최신 메시지 ' 율법 수 여자 매니페스트 '!

힌두교
인도 - 한반도 고대 시간에서 (히말라야 산맥의 인더스 - 강 시스템 및
남쪽의 동쪽) 사람들은 기존의 종교 철학자 phies을 개발했다. 그들은
침략했다. 침입자로부터 자신을 구별합니다. 주민들은 힌두교 자신을
호출!
영어 침입자, 점유자, 억압 및 착취는 지역 종교 글이라고합니다 : 힌두교!

수많은 거룩한 책을 쓰는 다른 사람들이 있었다. 종교 철학보다는 하나의 종교의 가족
만들기. 이 컬렉션은 '힌두교'를 구현!

힌두교는 카르마에 의해 지배 출생, 죽음 및 부활의 사이클을 믿는다
영혼은 연속적인 삶을 통해 전달합니다. 그 다음 화신은 이전의 삶을 살았다 방법에
항상 따라 달라집니다.
힌두교 텍스트 (예 : 베다) '지식'을 제공합니다. 많은 경전은 '행동 강령', '법률'및
'의무'를 논의한다. '힌두교'삶의 방법입니다.
많은 힌두교는 최극 존재에 대한 갈망 ( 1GOD ) . 힌두교 경전은 날짜를 기입한다. 그것은
힌두교의 포옹 할 때입니다 1GOD 의 최신 메시지 :

그만큼 율법 수 여자 매니페스트 !
후견인 - 보호자 '를 제공 비의 올리브 가지
- 힌두교의 추종자에 대한 폭력, 조화 및 우정 가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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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GOD 1Faith 1Church 우주 후견인 보호자 확산에
1GOD의 최신 메시지 ' 율법 수 여자 매니페스트 '!
노트! 이 제안은 또한 자이나교 & 시크교의 추종자에 적용됩니다.

자이나교 인도 고대 종교는 해방 및 행복에 그 방법을 가르친다. 무해 성 및
포기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의 목적 자이나교 생명은 영혼의 해방을 달성하는
것입니다.

시크교
종교 실시 될한다고 생각합니다. 세계에
살고 및 일상 생활의 문제에 대처함으로써.

BU ddha ( 고타마 싯다르타)
불교는 종교가 아닙니다. 그것은 무의미한 hallucina- TIONS &
소문에 따라 몇 가지 비전의 모음입니다. 그것은 아무 영적
연결이 없습니다
1GOD!
불교, Siddharta 고타마의 말에 따라.
그는 잘 오프 가족에서왔다. 누가 히말라야에서 살았다.
Siddharta는 숨겨 & 버릇없는 삶을 살았다. 싯다르타는 자신의
숨겨 삶을 떠났다. 그는 찾아 깨달음을 찾고 있었다 1GOD! Siddharta
발견되지 않았다 1GOD.

Siddharta 금식을 시도했다. 그의 죽어가는 뇌는 그에게
환각을했다. 그는, 곰팡이를 허브 혼성을 시도했다. 그의 뇌는
그에게 환각을했다. 명상은 다음이었다. 그의 뇌는 그에게 어떤
비전을했다. 싯다르타는 발견되지 않았다 1GOD.

Siddharta는 자신의 인생 경험 및 그가 배운 이야기, 공개 회의를
개최 하였다. 전에 오랫동안 추종자로 바꾸어 말했다 그의 연설
적어된다. 소문 싯다르타의 인 (현재 부처라고도 함) 원래 단어 및
의미는 손실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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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의 통찰력은 고문 뇌를 기반 및 그는 발견되지 않기 때문에 1GOD.
불교는 종교와 인류의 운명을 달성하기위한 쓸모가 없습니다.
불교는 '종교를 추구한다!
후견인 - 보호자 ' 참여하는 '부처'의 추종자들에 비 폭력, 조화 및
우정의 올리브 가지를 제공합니다 :
1GOD 1Faith 1Church 우주 후견인 보호자 확산에
1GOD의 최신 메시지 ' 율법 수 여자 매니페스트 '!

비 광고 종자 컬트 ( 이스라엘 인)
이 컬트 4000 살 것을 주장한다. 그들은 이스라엘 자신을 호출합니다.
그들의 종교적인 글은 소문, fabels, 동화 이야기를 기반으로 역사적인 환상이다.

그들은 그들의 사악함을 inbreed.

1GOD 자신의 폭력적인 행동 및 그
기생 탐욕과 분노한다. 그들은 땅을
약속 한 것으로 주장한다.

그들은 약속의 땅을 얻었다. 지금 1GOD 이스라엘이 & 아무데도 살고 싶어. 모든
인간은 그들이 떠날이나 이스라엘로 이송 할 수 있도록 도덕적 및 시민의
의무가있다.

분노하지 마십시오 1GOD 에 지체없이 이스라엘 보내는 ' 약속 나라'.
1GOD 지켜보고있다.
후견인 - 보호자 ' '(이스라엘) 나쁜 종자 컬트'의 추종자들에 비
폭력, 조화 및 우정의 올리브 가지를 제공합니다. 가입하다:
1GOD 1Faith 1Church 우주 CustodianGuardians 확산에
1GOD의 최신 메시지 ' 율법 수 여자 매니페스트 '!
노트! 이스라엘 성직자 (랍비) 환영하지 않습니다.

(18)

1GOD 1FAITH 1Church 우주 후견인 보호자
14.12.1.1

www.universecustodianguardians.org

후견인 가디언 새로운 시대의 시간 관리

먼 과거

- 2,100 -1,400 년

이것은 중국의 황금 시대였다. 그들은 표준 종이 만드는 로웠을 발명했다. 선철으로 변환
철광석은 철을 주조 철강 단조. 청동 및 철의 개선 제련 기술은 농업 도구, 목수 도구, 요리
도구, 국내 도구 및 무기의 고급 범위로했다. 수차 사용 하였다. 실크로드는
설립되었습니다. 유럽 중국이 무역로 재산의 큰 근원이었다.

먼 - 과거 그리스 및 로마 문화의 융합을 본다. 로마 제국의 시작입니다. 로마인은
인간의 역사에서 가장 큰 plagiarizers '이었다. 그들은 좋은 생각, 응용 프로그램을
가로 질러 왔을 때 (주형) 시스템은 복사 (흡수) 그것. 그런 다음 그들은 성공하기 위해
노력했다. 그들은 관리, 건축, 교육, 법률, 군사, 종교 및 과학에 이런 짓을.

로마인들은 aRoman 다시 물에 지중해를 돌렸다. 노예는 재산을 생산 및 군사 확보 및
제국을 확장했다. 돈 - 대출 및 소송 제국에서, 표준 및 영향을 enrich-하는 주요
루트가되었다. 기독교 질럿 & 게르만 무리에 의해 로마 권위의 약화는 로마 제국의
분할을 강제로!

13 그룹 1 성 기독교인!
' 그룹 의 13 ' (1) 종교 개혁자 구성 (예수, 목수의 아들) & 12 픽업 이스라엘 및 비
이스라엘 추종자 (제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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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 위치: 예수님이 태어나 및 팔레스타인에서 롬 차지하는 지역을 살았던 이스라엘
교육을했다. 이스라엘은 팔레스타인의 주요 인종 그룹이었다. 최소한 롬에 대한
반란을 유지하기 위해 롬은 이스라엘이 군주를 가질 수. 행정 사법 힘은 점령과
함께했다.

배경, 오해 1 : 예수의 부모 조셉 & 메리 때문에 로마의 인구 조사하지 팔레스타인을
여행하지만 부채 수집가의 실행에 있었다. 요셉은 돈을 대출에서 돈을 빌렸다 (랍비
제휴 대출 상어) 작업 재료. 그의 클라이언트는 로마 시민은 지불하지 않고 갑자기
떠났다. 작가는 여행에 대한 이유를주고 싶어하지만 진짜 이유는 이벤트를 포착 (로마
인구 조사) 그 그럴듯한 소리 (문학 자유) . 다른 작가는이 fabel을 복사.

배경, 오해 2 : 빈곤 조셉 & 메리는 실행에 있던 요셉은 할례 때
절단되고, 아이를 가질 수 없었다. 마리아는 강간의 수치를 충당하기
위해, preg- NANT되었다. 1GOD 비난했다
(신기 동정 개념) .
배경, 오해 3 : 극동 Astronom-의 ERS는 슈퍼 노바가 메신저 - portant
사람이 태어난 있다는 신호로 그것을 믿고 보았다. 작가는 3 킹스 밝은
별을 보았다 & 왕의 탄생을 보러 온 썼다.

배경, 예수: 타고난 (출생 날짜 알 수 없음) 목수의 팔레스타인 아들, 그의 아버지의
무역은 다음 도덕 교육을 얻기 위해에게 죽은 - 바다 근처의 모든 HE 숭배에 합류
배웠습니다. 숭배는 예수님의 용서 '& 공유'를 가르쳐뿐만 아니라 동성애에 그를 노출.
수석 숭배 회원 participa에 어느 젊은 컬트 회원을 강제로
- 팅은 동성애에, 다음 '용서를 위해기도. 예수님은 여행 설교자가되기 위해, 왼쪽.
노트! 모든 이성애와 같은 예수 (표준) 동성 연애자에 붙박이 반감 및 싫증을 갖는다 (성적
장애) . 예수님은 forgive- 다움 수용하지만 그의 마음에서 그는 동성애를 용서할 수
없었다.
예수님은 보레이트을 숭배로 배웠습니다 (대중 연설) 하지만 쓸 수 없습니다. 아무것도
예수가 손실됩니다 말했다. 예수님이 말씀을 알고 주장하는 글은 소문, 작가의 해석 및
상상력을 기반으로 '그림 형제 형제 동화 이야기'와 같은 신뢰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정말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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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수님이 말씀 또는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고있다. 모든 승려, 수녀, 성직자 및 다른 사람들이 자신의 시간을
낭비하고 및 이러한 역사적 환상을 공부 살고있다.

예수, 실패한 이스라엘의 종교 개혁자
예수님은 카리스마, 잘 생긴, 웅변가였다. 숭배는 그에게 구두
기술을 가르쳐하지만 작성하지 않았다.

그는 용서 및 공유를 전파.
팔레스타인 통해 그의 여행은 랍비 & 군주의에 의해 가져온 사람들이
큰 고통 및 불행의 그를 인식했다. 그는 어떻게 신용 파괴 가족을
보았다
(그의 부모의 그를 생각 나게) .
예수님은 사회 비판으로 풍자 도입 (랍비 및 왕당파의) 그의
연설한다. 제자는 왕, 주님, 예수를 메시아로 해결함으로써, 그 백업
... 군중은 예수님은 유명 인사가되었다, 그것을 사랑 했어.

군주제 '예수님에게 유명 인사처럼 및 그의 연설의 무정부주의
부분을 두려워하지 않았다. 랍비는 모욕 파괴적인 가짜로 그를
보았다 1GOD. 군주제 및 랍비 예수를 죽일 & 롬을 비난하는 로마의
사법 전력을 사용하는 계획을 부화.

제자의 하나는, 예수님을 사랑 및 애정을 고백했다. 예수는 느낌 & 격변을 보여 주었다 (용서는
마음에 없었다) . 제자가 충격을 받았다, 상처, 당황, 복수는 그의 마음에 들어갔다.
제자는 선술집에 갔다. 자신의 통증 복수에 대한 필요성은 다른 알코올 중독자에
쓰여지. 군주제는 복수에 대한 도움을 제공했다.
제자는 예수의 경우에 abouts 히를 공개했다.
군주제 테이블에 어떤 동전을 던졌다.
제자는 그의 새로운 발견 알코올 친구들과 공유하고, 더 술을
주문했다.
예수님은 고문 및 이스라엘에 의해 유죄 판결을했다. 군중은 그
로마 총독은 할 수없는 믿음
(랍비 및 군주제 의해 선동) 살인에 관해서는 설교에 대해 동일한
처벌을 원했다. 그는 이스라엘이 살인자를 선택하십시오 사면
약속에 의해 군중을 테스트했다. 로마 주지사는 혐오했다.
예수님은 나무 십자가에 못을 박았다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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죽은 - 바다 숭배가 와서 가드를 매수 및 막 다른 남자와 예수님을 대체, 예수님의 곤경
들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인사를 멋지게 말하고 싶었다. 그의 부활은 신비를
만들기 위해 개최되었다.
예수님은 죽은 - 바다로 되돌아 갔다!

예수님은 이스라엘을 개혁하고 싶었다. 그의 제자들은 우주의 이상 센터에 갔다 :
ROM을! 그들은 로마를 개혁했다. 기독교의 시작 (악성-이스라엘) .

기독교
예수님이 보내온 그의 제자의 2가 기독교를 구축, 로마로 이동했다. 그들은 표절의
로마의 예를 따랐다. 다른 종교 및 이교도 의식을 흡수. 그들은 로마 제국의 주요
종교가되었다. 기독교의 로마 제국의 채택은 종말의 시작이었다.

있다 기독교는 다른 종교 그룹보다, 부패, 범죄 사기, 부도덕
및 폭력이다. 기독교는 많은 및 다양한 숭배로
변이하고있다. 2 개의 가장 사악한 존재, 로마 카톨릭 &
잉글랜드의 교회!

1GOD 화가!
예수님은 반대 : 자본주의 (기생 약탈 폭리) , Glo- 글로벌라이제이션 (예수님은
그의기로했다가 로마에가는 반대) , 살인, Monar-의 CHY (유전성-압제) , 부 - 아파 르트
헤이트 (사적 소유) .
참여 및 / 또는 지원하는, 자본주의, 군주, 세계화, 살인, 부 - 아파 르트 헤이트는, 항 그리스도 및 안티 인 죄를 짓고있다 기독교 1GOD. 예수님은 이러한 기독교를 용서 할 수
있습니다. 1GOD 하지
- 용서하지만 결과에 책임을 보유하지. 기독교는 예수님을 실패합니다. 그것은 인류를
실패합니다. 그것은 실패 1GOD! 끝났어.
기독교는 실패 1GOD ! 1GOD 그리스도인들이 최신 메시지는 '율법 수 여자
매니페스트'가 될 수탁 Guard- 이안을 포용하고자합니다. 1000 년 악의의를 최종을
현실로! DOOD BE 악을 처벌.

(22)

1GOD 1FAITH 1Church 우주 후견인 보호자
14.12.1.1

www.universecustodianguardians.org

후견인 가디언 새로운 시대의 시간 관리

후견인 - 보호자 ' Christianity'.to '의 추종자들에 비 폭력, 조화 및
우정의 올리브 가지를 제공 조인
1GOD 1Faith 1Church 우주 CustodianGuardians 확산에
1GOD의 최신 메시지 ' 율법 수 여자 매니페스트 '!
노트! 기독교 성직자 (교황에게 성직자) 환영하지 않습니다.

근처 - 과거

- 700 -70 년

피하다
신자
형제
기독교 형제의 회중 아일랜드 유로파 - 지방의 가톨릭 이교도 숭배 원래 내 주문이다. 그들의
원래 목적은 청소년을 교육하는 것이 었습니다. 그들은 개발 'ICttm' (아일랜드어 아동
위협 교수법) 이는 전 세계의 암처럼 퍼졌다.

사악한 바티칸 승인은 모든 가톨릭 교육을위한 작업 방식이되었다. 워터 아일랜드 &
아이 테러의 자신의 통치에서 열린 자신의 첫번째 교육 시설 시작했다. 격려 및 주교,
대주교, 추기경 & '교황'에 의해 보호.

기독교 형제는 사탄 & 지옥을 믿습니다. 그들은 거기에 가고 기다릴 수 없었다. 그들은
우리의 행성의 아이들을 위해 지구에 지옥을 만들었습니다. 우리는기도 1GOD 그들은
생활 & 내세에 책임을 져야됩니다. 기독교 형제 및 성직자 (교황로 사제) , 부모, 경찰의
'아일랜드어 어린이 위협 교수 - 방법'의 실무자를 보호 Judi-의 ciary, 다른 정치인은 ..
지금 및 모든 시간 동안 아이들의 불행 및 고통을 재현. 우리의기도를하세요.

'아일랜드어 아동 위협 교수 - 방법'
동성애 강간, 구강 성교, 자위, 자위 동물, 고환 애무, 구타, 채찍질, 굴욕, 식량 부족,
강제 노동, 저체온증, ... 매일, 매일 밤, 매주, 매월, 매년 ... 지옥 ON EARTH! 이러한
부도덕 한 depra-을 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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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ED, filfthy, 성직자, 승려, 교사가 책임을 왜곡, MS / R7

'계몽의 기독교 형제 서클'
기독교 형제 가운데 어린 소년의 원을 형성하는 것
- 밖으로 속옷. 소년은 자신이 항문에서 출혈까지 동성애가 강간했다. 그리스도인
형제들이이 작업을 수행하기 위해 아이를 혼내. 그들은이 때문에처럼 소년에게 하나님 이처럼했다.
소년은 다시 이야기하면 그는 맞는다. Christian- 형제는 유쾌한 & 기쁘게 생각합니다.

'기독교 형제 죄책감'
기독교 형제뿐만 아니라 성적 및 물리적 세계의 어린이를 폭행. 그들은 어디에서 나쁜
희생자를 주장하고, 피해자를 비난, 거짓말. 모든 그리스도인 형제는 서로를 용서 서로
보호, 경찰 및 사법에 자신을 위증. 기독교 형제 성범죄자는 아이들을 공포에 떨게하는
새로운 사냥터를 찾고 주위에 이동. 존재 가톨릭 신자들은 무오성을 주장했다. 그들은
가톨릭 성직자 보호를받은 (교황에게 성직자) 경찰, 사법을 지시 한 사람, 천주교
있습니다 정치인들은 피해자를 무시합니다. 가톨릭 성직자들은 가톨릭 경찰관은 '가톨릭
사법 및 가톨릭 정치인들은 악마의 기업 연합으로 운영. 아동 학대 보호 및 피해자를
희생. 가톨릭 교회 세계 최대 규모의 아동 학대 조직. 가장 큰 악 안티 1GOD 조직.

'기독교 형제의 책임'
자녀에 대한 인간의 역사에서이 없었다 절대로 같은 연속 체계적인 성폭력은 전
세계적으로 최선을 다하고. 지구상의 모든 부모가 그들을 보호 모든 그리스도인 형제
및 카톨릭을 추구하는 자신의 정부에서 요구하는 도덕적 의무가있다, 기소 MS / R7

기독교 형제는 자신의 모든 압수 (pers- ONAL 상품 포함) 보상없이. 기독교 형제에 의해
사용되는 모든 건물은 악마의 장소입니다. 이 곳은 철거 및 재활용 및 재활 화합물로
다시 작성됩니다. 기독교 형제의 모든 메모리가 지워집니다.

'아일랜드어 부끄러운'
아일랜드어 부모 아일랜드 커뮤니티, 아일랜드어 경찰 아일랜드 사법 아일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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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인들은 전 세계 아일랜드어 어린이 & 어린이 실패했습니다.
아일랜드어 알고하자 (잔인하지 않은) 어떻게 실망 당신은 자비, 정의 및 양심의
부족에있다. 그들의 무책임한 부도덕 한 범죄 행위의 아일랜드 인 정치적 사무실 교육,
경찰, 사법부, 같은 세계에 어디에 any- 고용되거나 선출 될 허용되지 않습니다.

'가톨릭 부끄러운'
카톨릭은 카톨릭 교육을 사용하여 '아일랜드어 아동 위협
교수법'승인 및 바티칸에 의해 추진을 받아 들였다. 천주교는
숨길 & 탈출 가톨릭 아동 학대자를 돕기 위해 공모. 위증은,
괴롭힘, 파괴 증거는 가톨릭 아동 학대자를 보호하기 위해 모든
피해자를 위협했다. 카톨릭 경찰, 사법 및

정치인들은 ..이 문제는 가톨릭 교회 최대의 범죄 조직하게 증거를 파괴, 은폐, 기소하지
않음으로써이 범죄 행위에 참가했다. 이 악을 종료, SHUN는, 수치 기소.

자신의 교회가 생성 및 인간의 역사는 가톨릭 신자들에게 세계의 어린이에 가장 큰
위협을 만드는에서 가장 큰 아이는 조직 남용 운영 할 수 있도록 가톨릭 신자. 천주교
부끄러운. 가톨릭 신자들에게 부적당 한 부모를 만들기.

가톨릭 교육을 할 수 있습니다 정부. 현재 가톨릭 에듀카
- 기 사임 자신의 학대 교육자를 요청합니다. 그들은 그들에게 좋은 참고를 제공 및
다른 위치에 공공 교육에 보냅니다.
가톨릭 교육을 제공하기 위해 공립학교에서 자원 및 자금 소요 정부는 그들이
보호하기로되어있는 어린이들에게 치료의 의무에 실패합니다. 어린이 실패 정부는
unaccep- 테이블, 교체 기소되어 MS / R7

가톨릭 부모, 지역 사회, 경찰, 사법부, 정치인들은 모든 카톨릭 어린이를
실패했습니다. 가톨릭 알려주세요 (잔인하지 않은) apointed 방법 폐기하십시오
당신은 연민, 양심 및 정의의 부족에있다.
그들의 무책임한 부도덕 한 범죄 행위의 가톨릭 신자들은 교육, 경찰, 사법부 등 세계
어디서나 사용 또는 공직에 선출 될 허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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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떻게 가톨릭 성직자 ( 성직자 교황) 모욕 1GOD '
가톨릭 교회는 가장 큰 안티 - SHE 조직이다. 1GOD
인 두 HE & SHE는 HE & SHE 다르지만 동일하게 설계 하였다.
HE & SHE를 원하는 것은 살고 & 어느 하나로 서로 다른 롤과 동등한 팀의 일원으로 작업합니다.

가톨릭 신자들은 휴식 일이있는 주 시작 (일요일) 5 일 워크 주간 및 일일 쇼핑
있습니다. 1GOD 하루 7 Fun- 날 6 일 근무제가 있습니다. 천주교 모욕 1GOD 휴식 일에
주 시작하여.
가톨릭 신자들은 짝짓기를 반대 (독신) 곱 가족을 시작.
1GOD HE & SHE는 '신성한 결혼'계약을 입력하고 싶어. 메이트, 곱하기, 가족을
시작합니다. 독신은 죄악입니다! 안티 1GOD!
노트! 이런 결혼은 가족을 시작하는 성적 장애에 허용되지 않습니다 (아동 성추행 범,
혼동 성, 동성) 고통. 가톨릭 신자들은 몸을 먹고 & 피를 마시는 희생.
빵 및 혈액 알코올로 대체하여 몸이 대체됩니다. 가톨릭 신자들은
알코올 중독 및 십대 파티 - 음주의 주요 원인이다. 매 주말마다
(알코올) 그리스도인들은 이동 및 폭력을 커밋 (폭행, 고의적으로 파괴,
강간을 죽일 ..) . 기독교 X 마스는 올해의 가장 폭력적인 시간입니다.

1GOD 희생, 알코올이나 폭력을 원하지 않습니다.

'가톨릭 부모'
가톨릭 부모 및 속지 오해 및 가톨릭 성직자에 의해 배신되고있다 (교황에게 성직자) . 디자인에
의해 가톨릭 성직자는 가족을 반대 (결혼, 자녀). 적합하지 않다 만드는 것은 배우자
또는 부모의 조언 및 지침을 제공합니다. 그들도 가르치거나 어린이, 청소년과
함께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다 .. 가톨릭 성직자가 카톨릭의 무오성을 믿고 있기 때문에
그들은기만 및 그들의 부도덕 및 범죄에 대한 부모 오해. 가톨릭 성직자들은 어떤
조언을 요청하는 가장 적합합니다.

도덕적, 돌보는 부모는 자녀의 보안을 위해 가톨릭 교육 및 가톨릭 교회를 떠나야한다. 이
부모는 '관리인-보호자에 의해 환영합니다. 이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Christian- 형제도
가톨릭 성직자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교황에게 성직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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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GOD 1FAITH 1Church 우주 수탁-보호자 지원 HE & SHE은 동일하지만 상이한. HE &
SHE는 '신성한 결혼'계약을 입력 가족을 시작하는 아이들이있다. 부모, 자녀, 의료진 및
교육자들은 비 엘리트 무료 지역 사회 교육 및 무료 건강 관리에 참여 (SMEC, PHeC) .

아이들은 우리의 미래입니다

아이들은 우리의 불멸이다
아이들은, 마음에 든다고 할 자격이

보호 및 사랑

1GOD 1FAITH 1Church
우주 후견인 보호자는 우리가 선포, 미래입니다 1GOD '에스
최신 메시지는 ' 율법 수 여자 매니페스트 '.

새로운 시대

0년에서 온 병동

PEACEPRIZE ( 노벨)
2009 노벨 평화상 :
안티 평화 안티 1GOD 형사!
버락 H.Obama
노벨의 '에 따르면, (기생, 약탈, 폭리) '윌, 평화상은 ... 폐지 또는 서 군대 및 평화 회의의
개최 및 증진을위한 감소, 국가 간의 사교 클럽의 대부분 또는 최고의 작품을했을
것이다 사람에게 수여된다. 의지는 상품이 노르웨이 의회에 의해 선택 오명의위원회에
의해 수여 할 것을 지정했습니다.

노르웨이 노벨위원회의 의장은 노르웨이의 왕의 존재에 노벨 평화상을 제시 (유전성
폭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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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년 12 월 10 일 (이교도 달력) 매년. 평화 수상자는 졸업장, 훈장
및 상금 금액을 확인하는 문서를 수신합니다. 평화상 시상식은
오슬로 시청에서 개최된다. 노벨 평화상 2009 "사람들 사이의 국제
외교 및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자신의 특별한 노력"버락 H.
오바마을 수상했다.

오바마 (암살자, 침입자, 점유자의 장군, 테러를 선도하는
세계) 가장 활동적인 테러 상처 및 민간인을 죽이고, 테러
그의 'CIA-드론'를 보낸다 (어린이, 어머니, 아버지 및 노인) '아프가니스탄,
파키스탄, 소말리아, 이라크, 리비아, 예멘 .. 그는 보낼
에티오피아 &
케냐 군은 소말리아를 침공합니다. CIA는 민간인 및 incit- 보내고 불안을 위협한다.
시작 시리아 남북 전쟁은 Gov-의 대정부을 선출 전복하려고 ... 노트! 드론을 사용하는
것은 전쟁 행위이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스라엘의 전쟁 범죄, 암살, 팔레스타인의 대량
학살을 지원합니다. 그는 사우디 아라비아 암살, 전쟁 범죄, Yemini의
대량 학살을 지원 ... CIA는 민간인을 위협 및 전 세계의 불안을
선동한다 .. 오바마 대통령은 자신의 미국 특수 부대 자객 "영웅"을
호출합니다. 어쌔신은 정신병 비겁한 살인자입니다
(비무장 여성을 촬영 ..) 이러한 요구는 '오바마'처럼 기소.
우주 후견인 보호자 오바마 조각 상을받을 부적당 어쌔신를 찾을 수 있습니다. UCG
그들이 우리를 무시 재고 할 수있는 조각 상위원회에 연락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수신
한 경우 개수 상을 받아 들였다. 수락함으로써 오바마는 자신의 불성실, 기소 필요가
양심이없는 사람을 보여 주었다.
우주 후견인 보호자 기도 1GOD .
개입 및 노르웨이 정부 및 오바마 대통령 및 그의 자객에게 그들의
방법의 오류를 표시합니다. 1GOD
노르웨이 시작했다.
1GOD 노르웨이, 정부 기관,의, 표준을 공격 노르웨이 광신자 나타났습니다. 광신자
그것을 실수 한. 1GOD .22 이와 같은 결정으로 국가 기관에 범죄를 안내 청소년 캠프를
후원했다. 형사는 암살자가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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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GOD 아프가니스탄, 이라크, 리비아, 파키스탄, 소말리아 및 예멘의 사람들이 때
오바마의 자객 파업을 기분 방법 노르웨이 정부 및 사람들을 보였다.

노르웨이는 사기, 사기 및 오해의 소지가 '평화 상'을
종료한다. 그들은 '오바마의 평화상'을 취소 할 수
있습니다. 오바마 & 노르웨이 정부는 '오바마의
피해자'비무장 민간인을 돕기 위해 Peace- 상금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태아, 어린이, 어머니, 아버지, 노인 ...) .

노르웨이 정부 및 국가 원수는 적용 및 필요성 교체하는 것이 부적당하다. 모욕
'평화'모욕이다 1GOD. 사람들은 정부의 행동에 대한 책임 및 부도덕 한 정부를 대체 할
의무가 있습니다. 노르웨이 사람들은 여기에 도덕적 의무가있다.

우주 후견인 보호자 알리다:

버락 오바마 "올해 2,012에서 2,014 사이"가장 나쁜 사람!
관련 : 어떤 폭력 개념 없다
플라잉 테러
3.4.7 지원 'N-에서-m 고엽제의 날'6.4.7 지원 'N-에서-m 2.4.7
지원'전쟁 날의 N-에서-m 피해자 '지원'범죄 날의 N-에서-m 피해자 '
전 소사 (군비 축소) 의 날 '8.2.7

평화 추상적이다.
폭력 위협이다.
중지, '폭력', 집에서 시작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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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만큼 새로운 시대 진화하다
지구 행성 1GOD '에스 좋아하는 창조는 인간의 환경-파괴, 오염,
탐욕, 부패, 종교 단체, 부도덕 & 악에 의해 황폐되었습니다. 1GOD
지구는 도구로 자연의 힘을 이용하여 정리합니다 . 클렌징은
'0.1.1.1'에서 시작 * (2004)

지구에 생명 우리가 아는 한이 중단됩니다.
지구에 생활은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 율법 수 여자 매니페스트 ' 우리의 가이드가 될 것입니다.
0 년 이후 (2004) 빙하, 북부 및 남부 폴란드 얼음의 녹는 속도를
향상된다. 이 이어질 것
(결국) 거대한 얼음 덩어리에 느슨한 휴식합니다. 지구 불균형을 모두
폴란드에 표류. 이
행성이 기간 동안 심각하게 동요 할 것이다. 지구 북쪽 남극 축 날카로운 이동 및
재배치의 결과. 축이 새로운 기둥이 될 것입니다 다른 구성에 정착합니다.

엑시스의 날카로운 재배치는 달의 새로운 궤도의 결과로,
지구를위한 단기 중력 변화로 이어집니다. 위성 및 공간 스테이션은 자신의 궤도를 변경합니다. 해류가 변경됩니다.
날씨가 더 X-trme로 변경됩니다.

지구 - 플레이트 이동합니다. 지진 해일을 생성 및 화산이 분출 할
것입니다. 저지대 해안 지역은 바다 적용됩니다.
후: 생명체가 사라집니다. 결국 돌연변이 진화 새로운
생명체가 나타납니다.
인류는 1/3로 감소 될 것이다!
인간에서는 원자력 발전소는 공기 및 토양 poisening 누출 만들어

(30)

1GOD 1FAITH 1Church 우주 후견인 보호자
14.12.1.1

www.universecustodianguardians.org

후견인 가디언 새로운 시대의 시간 관리

물. 독성-덤프는 토양, 물 및 공기를 poisening 누출됩니다. 교량, 고층 빌딩이 붕괴됩니다.
파열 가스 파이프 라인 화재를 시작합니다. 석유 굴착은 해양을 오염됩니다. 석유 저장 및
파이프 라인 누출은 토양 및 물을 오염이나 공기를 오염 지속된다. 댐이 끊어집니다 및
홍수 보내고 영역을, 주변부. 물 근처 터널 홍수 것입니다.

파괴 인프라 구조 및 오염 식품의 물 부족을 초래할 것이다. 문명은 약탈, 강간,
brutalization 및 살인의 결과로 분해됩니다. 금융 시장 붕괴됩니다 및 자본주의는
bancrupt 이동합니다.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및 가장 사악한 테러리스트의 (이스라엘 인) accoun 개최됩니다

- 표. 단지 물리적 우주 어디에서도 약속의 땅에 살고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특히
Christ- iANS를 말하기 일반 및 영어 기독교는 가장 겪을 것이다. 또한 영어 기독교
문화 자본주의를 받아 국가도 겪게됩니다. 기독교
(FALSE 메시아 종파) 중요하지 않은 이교도 숭배로 감소됩니다.

사막 숭배의 빛 (이슬람교) 과거의 먼지에 사라질 것이다. 다중 - 우상 숭배 (힌두교) 뉴
에이지에 적합하지로 볼 수 있습니다. 비 종교 (불교) 멀리 사라질 것이다.

1GOD 1FAITH 1Church 우주 후견인 보호자 다른 유일한 종교의 모든 것이 무의미
숭배하다 할 것이다. 개인주의는 밖으로이다. 개인 소유의 끝. 지역 사회 소유권 및
생활은 새로운 일반 될 것입니다. 지구의 정화로의 생존자 1GOD '는있을 것이다 율법
수 여자 매니페스트 '등의 가이드.

지구에 생명 우리가 아는 한이 중단됩니다.
지구에 생활은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 율법 수 여자 매니페스트 ' 우리의 가이드가 될 것입니다.

우리와 함께! 후견인 - 가디언 뉴 에이지 시간 관리를 포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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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간의
CG 않으므로 SYST ~ 시간 삼각형 라인 ~ 야간 통행 금지 ~
CG 매일 루틴 ~
중기
CG이 Kalender ~ 재미있는 일 테마 ~
장기간
CG Khronicle ~
CG의 knowledge 연속성 ~

그만큼 율법 수 여자 매니페스트 1GOD의 이전의 모든 쓸모을 최신 메시지!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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