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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스크롤
개요
(1) 하나님 여러분의 의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1 믿음기도
소중한 (1) 하나님 , 가장 아름다운 우주의 창조주는 나에게 1 믿음은
비이기적이고 비 폭력적인 솔루션을 내가 마음, 몸 1 개 신앙을
포용하며 영혼 내가 보호해야 모두 1 믿음을 말하여야을 제공 도덕적
인 힘을 제공 한 믿음에 감사드립니다 (1) 하나님 ' 의 영광을 숭배에
대한의 1 신앙 교회 (1) 하나님 그리고 인류의 좋은

이기도는 사람의 도덕적 인 힘을 강화하는 데 사용됩니다!

에 대한 믿음 (1) 하나님 당신을 제공합니다 1 신앙 . 없애다 1 믿음 그것은 당신의 마음을
터치하고 생각의 영구적 인 부분이 될 수있다. 생각하고 살고, 1 믿음 매일 매일. 방해 1
믿음 그들이 의식 또는 무의식인지 당신의 행동에 영향을 미친다.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축복 (1) 하나님 그들을 사랑한다.

스크롤 1 : 믿음

긍정기도

이 (1) 하나님 누가 그와 SHE 모두입니다!
(1) 하나님 이 만든 우주 및 물리적 우주의 후견인으로 인류를 선택!
인간의 생명은 개념에서 신성하고 번성 할 의무가있다!
인류는 적용 추구 및 지식을 습득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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율법 수 여자 매니페스트 이전의 모든 메시지를 대체 1GOD 전송!
숫자는 중요하고 숫자 7은 하나님입니다!
내세가 있고 천사가있다!

스크롤 2 : 은혜 의무기도
예배 1 GOD, 다른 모든 우상을 버리고
개념에서 인체를 보호
인생은 긴 추구, 이득과 지식을 적용
번식과 자신의 가족을 시작 메이트
명예, 당신의 부모와 조부모를 존중
환경과 모든 생명체를 보호합니다
사용 ' 법률주는 매니페스트 ' 그 메시지가 잔인하게 멸종 동물을
보호 확산
부당하게 공격, 소외 계층, 약하고 가난한 위해 서
배고픈, 쉼터 노숙자와 아픈 편안함을 피드
불의, 장난감 권총의 뇌관, 환경 파괴 행위를 항의
보상 받음 일을, 더 태만하지

피와 오염을 청소

악 처벌 될

가까운 묘지를 화장

단지 수와 자격이 존경을 줄 모든 선거에서 투표!

스크롤 3 : 권한 요청기도
통기성, 깨끗한 공기

폭력없는 사회 되세요

마실, 여과수

애완 동물을 기르다

저희 집은, 건강에 좋은 음식

무료 교육

보호, 저렴한 의류

무료 치료시 아픈

위생, 저렴한 쉼터

존경을 받기

예배와의 믿거 (1) 하나님 도덕적 제지와 정의 언론의 자유를
수신 보상 작업 메이트, 가족을
자유롭게 선출 한 정부
품위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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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롤 4 : 실패

실패의기도

탐닉

식인 풍습의 질투

약탈

이기적인

위증
도난

스크롤 5 : 미덕 미덕기도
단지 숭배 (1) 하나님 항상 악을 처벌
1 성 알아, 다음 가르쳐 지식의 연속성
환경을 보호하고 서식지과 조화
사랑, 신뢰할 수있는 신실한 깨끗하고 말끔한 인내
용기, 동정심, 그냥 공유

스크롤 6 : Khronicle 문화 유산기도
창조

가까운 과거 - 700 - 칠십년

고대 시대 - 2,100 세

현재 시간 - 70~0년

먼 과거 - 2,100에 - 이후의 0년에서 1400 세 뉴 에이지 :
예언하다
중간 과거 - 1,400 - 700 세

스크롤 7 : 내세
슬픔의기도
화장

영혼의기도
나쁜기도를 재현

좋은기도를 재현

심판의 날 순도 저울

천사

매일기도
소중한 (1) 하나님 , 가장 아름다운 우주의 창조주는 나에게
깨끗하고 동정하고 사용 겸손 도움말 (7) 가이드로 스크롤 :
나는 당신의 작품을 보호하고 악 처벌됩니다.
부당하게 공격, 소외 약한 자와 궁핍 한 피드 배고픈, 쉼터 노숙자와 아픈 편안함을
위해 일어나
선포 : 1 하나님, 한 믿음, 한 교회, 우주 후견인 보호자 오늘 주셔서 감사합니다

가장 겸손하고 충실한 후견인 보호자 (1 성 의 영광을 위해 이름) (1)
하나님 그리고 인류의 좋은이기도는 매일 사용!
종료

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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