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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어, 방언!

(1) 하나님 '믿는 부족 '. (1) 하나님 연속성, 변화, 독특한를 좋아한다. (1)
하나님 , globilization을 반대하는 글로벌 언어를 반대한다. 고대 :
인류는 책임 개최 바벨의 탑 !
흐름, 트윈 타워 뉴욕 !
(1) 하나님 ' 에스 인류를위한 장기 비전입니다. 항상의를했습니다 (7)

와 부족 (7) 주요 언어와 많은 방언. 세계화는 세계화 안티 1을,이 비전을 파괴 하나님.

7은 신이다 ,
를 야기하는 :
7 개 부족, 7 개
지방, 많은
샤이어의,

7 개 언어, 많은
방언.

부족:
아프리카
아마존 미국
유럽 몽골어
오세아니아
Persindian

지방:
아프리카
아마존 미국
유럽 몽골
오세아니아
Persindia

언어:
아라비아
스페인어
미국의 독일어
만다린
인도네시아어
힌디어

샤이어 방언
A ' 샤이어 ' 다국어 전통이다. 에이 샤이어 의 관리 및 교육이 개 언어를 사용합니다. 지방 (1)
로컬을 (2 ND)
방언 . 방언은 다른 언어 지방 언어입니다.
에이 샤이어 방언은 하나의 언어를 사용하여 선택되고 성 지역에 정착. 어디 1 성 정착 언어는
지방과 동일
(본관) 언어. 2 층과 3 대부분의 음성 언어 (주하지 언어) 샤이 국민 투표로 이동합니다.

각 ' 샤이어 ' 교육 및 주요 언어와 지역 방언의 사용에 대한 책임이 있습니다. 모든 ' 샤이어'
통신은 다국어 수 있습니다. 방언은 샤이어의 전통에 진화 샤이 문화 유산이다.
방언 (전통) 과거, 현재, 미래 세대 간의 연속을 형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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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샤이어 ' 방언의 이름이 'Wiesngau'방언 'Bayrisch'입니다
(바이에른 사람) . 주요 언어는 독일어입니다 (독일 사람) .

1.3.7. 샤이어 일 축하 ( NATM)
샤이어의 날은 또한 지역의 방언을 기념!

모임
그와 Funday에 그녀는 모임에 참석하고 재미 날 테마 준수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살아있는 지역의 전통을 유지한다 : 방언, 드레스, 음료, 음식, 음악, 춤, 세관 ..

(1) 하나님 말한 단어 연속성, 변화, 고유성을 좋아한다.
서면에서. 영상 통신.
부디 (1) 하나님 7 개 주 언어와 많은 방언을 사용한다.
부족 사회 생활은 후견인 가디언 방법입니다. 우리와 함께.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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