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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하나님의 권한은 (1 개) 하나님의 의무를 완료 수신

사람은 수신 (1) 하나님 '에스 권한가 완료 때문에
(1) 하나님 '에스 은혜. (1) 하나님 주어진 권한은 커뮤니티 권리를 취득하게된다. 커뮤니티
의무를 완료 한 후. 이러한 권리 수요! 그것은 인간의 권리입니다!

위협 1 하나님 주어진 권한 : 이기심, 폭리, 탐욕, 부도덕, 오염, 유전 독재 (군주국) , 정치
독재. 모든 위협은 항상 acccountable 개최 MS R1-7

(1) 하나님 주어진 권한
1

통기성, 깨끗한 공기

이 마실, 여과수
삼 저희 집은, 건강에 좋은 음식

4 보호, 저렴한 의류
5 위생, 저렴한 쉼터
6 예배와의 믿거 (1) 하나님
(7) 도덕적 제지와 언론의 자유
8 메이트, 가족을
9 애완 동물을 기르다

(10) 폭력없는 사회 되세요
(11) 무료 치료시 아픈
(12) 무료 교육
(13) 보상 작업
(14) 존경을 받기
(15) 정의를 수신
(16) 품위 종료
(17) 자유롭게 선출 한 정부

1

1 믿음 15.08.1.1 NATM
율법 수 여자 매니페스트 기록 된대로가한다!

1 신 1 개 신앙 교회 우주 후견인 보호자
www.universecustodianguardians.org

커뮤니티의 권리 획득 한 사람을 거부하면, 범죄 MS R6
(1) 하나님은 여러분의 의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의뢰 기도
소중한 (1) 하나님 , 가장 아름다운 우주의 가장 겸손하고 충실한 보호자 보호자의 창조주 (1 성 이름)
나는 모든 의무를 성취 & 겸손은 모든 권한 권한은 지역 사회의 권리가
요청할
나는 사회가 이러한 권리의 영광을 위해 이러한 권리를 행사하기 위해
지역 사회를 격려 보증 것을 요구된다 (1) 하나님 그리고 인류의 좋은
이기도는 집에서 또는 수집에있어서입니다!

ÿÿÿÿÿÿÿÿÿÿÿÿÿÿÿÿÿÿÿÿÿÿÿÿÿÿÿÿÿÿÿÿÿÿÿÿÿÿÿÿÿÿÿÿÿÿÿÿÿÿÿ
특전 1 :
통기성, 깨끗한 공기!
인간의 몸은 통기성 공기를 필요로 살아남을합니다. 공기 우리의 호흡은 가스 만든다 (질소,
산소, 메탄, 이산화탄소) 물과 불순물 (먼지, 미생물, 포자) . 공기 우리의 호흡은 높은
질소와 산소 함량이 필요합니다. 또한 낮은 이산화탄소와 메탄의 콘텐츠가 있습니다.
수분 함량 (습기) 필요, 높은 습도는 불편하게하고 건강 문제를 해결합니다. 불순물은
그들이 폐에 염증 필요하지 않습니다.

얼마나 오랫동안 당신은 당신의 숨을 수 있습니까? 4 분은, 당신은 공기를 꿀꺽. 어떤 통기성 공기가 꿀꺽하지
않으려면, 당신은 죽어! 사람들은 화재에 신속하게 더 통기성 공기를 죽게하지 않습니다.

원천 징수 통기성 공기는 인간과 동물의 살인, 고문으로
사용됩니다. 고문으로 통기성 공기를 원천 징수 (물 보딩) 미국
관리, 미국의 공무원 및 정부 계약에 일반적입니다.

고문 기소되는 범죄입니다 MS R7
(인간) , MS R4 ( 동물) .
죽일 통기성 공기를 원천 징수하는 것은 자기가 사용하는 실수입니다 (자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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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다른 사람 (범죄) . 우연한: 화재 유독 가스. 본인:
의도적으로 농축 이산화탄소를 흡입 또는 가스 요리.
정부: 가스 챔버, 매달려. 범죄자: 매달려, 질식, 질식, garroting. 정부, 범죄 살인 얻을, MS R7
참고! 정부의 처벌로서 죽이는 안티이다 1 GOD, 끝났어!

일을 타는 사람은 통기성 공기 '의 주요 위협이다.
그것은 굴뚝 및 유독 가스와 공기의 불순물 체로서의 폐 그들의 숨통을 사용하는
개별로 시작합니다. 굴뚝으로 인체를 사용하는 것은 심각한 건강 위험과 모욕하는
것입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디자인. 중독 흡연!

중독은 인식의 필요성을 떠오르고 반복 강박 동작입니다. 중독자는 자신의
행동이하고 피해를 수용하지 않음으로써 자신을 잊고 있었. 자신, 가족, 친구, 직장
동료 및 지역 사회에 해.

중독자 (열중) 무식한 (바보) 속기 쉬운 (어리석은) & 약한 (서투른) ! 중독자들은 자신을
즐기고 함께 자신의 삶을 들고 그들이 오랫동안 같이 중독되어 생각하지 않는다. 일단
그들은 내가 및 지역 사회에 위협이 될 중독. 그들은 부도덕, 사회 방지 정직, 망상
거짓,이기적이고 무관 심한된다. 이 샤이어을 강제로 (커뮤니티) 자신의 라이프 스타일을
제어 할 수 있습니다. 자유와 권리를 제한.

흡연자는 입에서 냄새가. 그들의 옷의 냄새.
그들은 방을 냄새.
그들의 유골은 어디에나있다. 그들의 꽁초는
어디에나있다. 그들은 더러운, 구역질, 악취 개인
있습니다. 그들을 순! 부끄러운 그들.

흡연자는 자신에 대한 건강 위험이 있습니다. 그들은 그들의 입술,
치아, 잇몸, 입, 목, 기관지 및 폐, 지역 사회에 부담이 아픈되고
구울 수 있습니다.
흡연자는 많은 연기 휴식과 자기 입은 sickies을 복용 게으른.
그들에게 책임을 잡아!
흡연자는 다른 사람에게 건강 위험이 있습니다. 임신 흡연자가 아프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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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들의 태어나지. 출산 후 이러한 신생아 건강 문제가의 삶을 선고된다. 그들은
태어나지 않은 상처, 기형이 장애는 .. 임신 흡연자는 기소 할 수 있습니다 : MS R3 .

수동 연기 (폭행) 사람들이 아파. 수동 연기를 생성 흡연자 기소, MS
R3 .
엔티티 (엔터테인먼트, 레저, 작업 ,.) 그 수 흡연, 기소 MS R3 및
보상 회로 sation을 지불합니다. 흡연을 허용 정부를 교체하고 MS
R7 .

흡연자는 과실이다. 그들은 화재, 가정, 잔디, 숲을
시작합니다. 그들은, 책임있다 MS R4
보상을 지불합니다. 그들은, 사람과 동물을 다치게 MS R5 . 그들은,
사람과 동물을 죽일 MS R6 .

1951 년 (이교도 달력) 그것은 흡연이 심각한 위협이 건강에 해로운 것을
설립되었습니다. 정부와 정부 기관,하지 않았다 부서는 '금지'흡연 봉사하고 지역 사회를
보호하는 데 실패했습니다.
소급 입법은 통과하고이 유죄 GET되고, MS R7
촉진하는 개인이나 단체, 비즈니스 또는 기타 단체 (무료 - bies, 광고, 마케팅) 허용 (부모,
교사, 직장, 클럽, 식당, 엔터테인먼트 장소 ..) 이익 (공급 업체, 제조 업체, 운송 업체,
도매, 소매) 사용 가능한 '피우는'및 흡연 액세서리 얻을하게, MS R7 '담배'가 포함 된
중요하지 않습니다. 흡연 행위는 건강에 위험하다.

흡연 ZERO TOLERANCE!
개인은 요리에 가스, 배설물, 목재, 석탄, 석유의 연소에 의해
통기성 공기의 가용성을 감소 (바베큐 포함) 가열 전원.
이것은 이제 끝! 연소없이 생산되는 전기를 사용합니다.
장비의 몰수 결과, 파괴를 위반하고 MS R2

발전소 그 화상 (석탄, 가스, 우라늄, 석유) 에너지를 만들 종료하고 해체된다. 소유자
오염, 사업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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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 MS R7 . 석탄, 우라늄 광산 폐쇄 및 봉인된다. 광산
소유자 및 운영자 (광부) 기소, MS R7 .
에너지는 비 연소 방법에 의해 생산된다. 에너지의
개인 사용을 절단 할 필요가 그들이다. 에너지를 더
효율적으로 사용. 오히려 온도 조절을 본격보다,
제대로 옷을 입고!

타고 있는 국내, 비 국내 수송 엔드로 이동합니다! 가스와
석유는 비 연소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고속도로에
국내 및 비 - 국내 교통 '고속도로 - 트램'로 대체됩니다!
장거리 육로 수송은 철도입니다.

오염 엔터테인먼트 종료합니다.
공중에: 에어 쇼, 개인 소유의 항공 수송 (무인 비행기, 제트, 헬리콥터, 우주 왕복선
..).

에서, 물 아래 : 모터 보트 경주, 개인 소유의 해상 수송 (cabincruiser, cruiseships,
호버, jetskis, 스피드 보트, 요트 ..) .

땅 위에서: 모든 2, 3 및 4 륜는 동력 : 사이클, 자전거, 유모차, SUV, 스포츠 자동차,
리무진, 고급 자동차. 자동차 경주, 자동차 스턴트. 관광 열차. 오염 엔터테인먼트 및
오염 엔터테인먼트 차량의 공급자의 발기인은 기소, MS R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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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일 살롱은 유독 가스를 만들 수 있습니다. 직원은 브리 것은 보호가
있습니다. 벙어리 고객 (클라이언트) 하지 않습니다.

쇼핑-센터에서 네일 살롱은 활짝 열려 있습니다. 그들의 유독
가스는 통행인을 받아 들인다. 건강 위험에 노출. 특히 임산부,
신생아 및 노인. 당신이 유독 가스에 노출 된 경우, 살롱 및
보상을위한 쇼핑 센터를 고소.

네일 살롱은 건강 위험 공기 오염이다. 그들은 자신의 손톱을 너무 게으른 너무 많은
돈을 가진 사람에 의해 방문했다.
그들을 종료를 금지. 소유자, 임원 기소 MS R7
뷰티 살롱은 건강 위험 공기 오염이다. 그들은 자신의 메이크업을 할 너무 게으른
너무 많은 돈을 가진 사람에 의해 방문했다.
그들을 종료를 금지. 소유자, 임원 기소 MS R7
유독 가스가 기소 종료되어 생성 미용사, MS
R7 대기 오염을 생성하지 않는 미용사가 정상적으로 작동합니다.
자본가 (욕심 육 기생충) , 정부 기관, ments는 허영 정원과
주택을 권장합니다.
홈 소유자는 가솔린 모터 정원 도구를 사용하여
(브러시 커터, 송풍기, 전기 톱, 제초기, 파쇄기 ..) 그을
오염 (공기 소음, 토양) .
주택 소유자는, 제조 업체, 소매 업체, 수
MS R7 . 이 오염 수 있도록 정부를 교체하고 MS R7 .

살충제를 사용하는 내부, 그들은 신경계를
공격한다. 그들은 태어나지하고 활동적인 신생아.
살충제는 인간과 애완 호흡계 자극. 내부 살충제를
사용하지 마십시오.

외부 살충제는 과수원, 작물, 식품에 사용됩니다. 작물,
과수원, 오염 된 음식은 사람이나 동물이 사용하기에
적합치 있습니다. 오염 된 과일, 자르기, 음식은
불에있다. 샤이어
(커뮤니티) . 상업 생산자 GET의 MS R7 . 이 오염 수 있도록 정부는 대체 기소 MS R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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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 수송, 폭발물, A / N으로 공기 오염 (원자 / 원자력) 비 (생물)
기음 (화학)
무기. 그들은 인간, 동물과 plantlife에 대한 위협이다. 이 무기를
만들 과학자들은 기소, MS R7 . 이 무기의 생산 시설은 지역
사회에 의해 철거된다 (샤이어) . 소유자, 이사, 임원, 이러한
시설의 관리자는 얻을 MS R7 . 사용했거나, 무기의 이러한 유형의
기소 사용하여 위쪽으로 NCO의 순위에서하는 군사, MS R7 .

이 무기의 생산 또는 저장 기소, 교체 할 수 있도록 정부, MS R7 .

불꽃 놀이는 주요 오염이다. 그들은 더 이상
오염,보다 일반적인된다. 기상 조건 대기
오염에 따라 일의 대한 남아 있습니다. 입자
오염은 부적당 마시 만들기를 오염 물에
침전한다. 불꽃 놀이는 끝!

Laserlights는 교체합니다.

비 통기성 에어 당신은 살 수 사분있다!
통기성 공기를 거부 또는 원인, 오염 된 공기의 효과가있는 인 조직 또는 정부. 책임이며,
기소, 갇힌, MS R7 . 그것은이다 통기성 항공 수요 (1) 하나님 바로 주어진!

AIR 오염 TO ZERO TOLERANCE !!!!!!!
특전 2 :
마실 수, 정수 된 물!
인간의 몸의 요구를 생존하려면 마실

물

우리 몸의 60 + %가 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우리 몸의 모든 세포가 필요합니다.

물은 우리의 관절을 윤활 우리 몸의 온도를 조절하고 우리의 폐기물을 플러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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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축 대기 중 수증기가 물방울을 형성한다.
지구의 중력이 아래로 물방울를 가져옵니다 (떨어지는 비)

표면에. 비는 담수의 주요 원천입니다. 이 빗물은 음식, 요리, 세탁,
개인 위생을 준비하고, 음주에 사용되는 ...

사용하는 사람은, 빗물을 마시고 음식 준비를 위해 그것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수 advis-되지 않은, 빗물, 건강에
해로운, 독성, 산성, 나쁜 맛, 나쁜 냄새를 오염된다. 세탁
오염되기 위해 빗속에서 탈락 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더러운 모양과 냄새가 나쁜이지만 피부를 자극 할 수있다
않습니다뿐만 아니라.

차가운 비가 우박 또는 눈이 떨어진다. 눈이 북극 높은 산, 그리고 남극 만드는 담수
구역에 축적한다. 눈이 흰색이다

오염 된 눈도 검정, 회색입니다. 블랙 스노우는 세계, 그린란드와 남극 대륙
주변의 빙하, 히말라야에서 발견된다.
커뮤니티 담수 저수지를 만들 수 있습니다. 이 저수지를 채우기 위해 빗물 녹는 눈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오염 때문에 이러한 물은 사람이나 동물의 소비하기 전에
치료를해야합니다.

저수지 깊이보다는 얕은해야한다. 깊은 물 냉각기, 증발을 감소 조류 성장 특히 유독
타입 해충 침입이다. 워터 스포츠는 소변 생리와 물에 pooing 중지 금지되어 있습니다.
물 공예 (모터 보트, 제트 스키,
.. ) 더럽 히다 (오일, 가솔린, 배터리 산 ..) 그들은 금지! 예외:
공원 레인저 전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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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은 바로 그 일을 지역 사회에 의존 할 수 없다. 어떤 치료하지, 부분 치료, 잘못된
치료, 비용 절감, 부패, 범죄 행위 .. 물 홈 치료는 필수가되고있다.

물 홈 치료는 여과가 필요합니다. 이 감소하는 것입니다 : 비소,
석면, 염소, 클로로포름, 탄산 경도, 구리, 먼지, 제초제, 중금속,
납, 농약, 녹 ... 또한 따뜻한 기후에서 여과 된 물은
치명적인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삶은해야 (미생물) 질병.

담수에 대한 위협
곧 담수에 대한 수요가 담수의 가용성을 초과 할 것이다.
페인트가 벗겨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오염 된 비, 철 구조물의 부식 (다리)
, 돌, 나뭇잎의 시들고, 식물, 피부 자극의 침식 ... 오염를 포함하는
방법을 조언에 '통기성 에어'와 '녹색 개념을'확인합니다.

관개! 관개 지하수를 사용하면 더 빨리 보충 할 수있는 것보다 물이 지하 저수지 고갈. 전체적으로
생태계를 건조 담수의 부족을 만드는 결과. 지하수 관개가 종료됩니다. 관개 지하수를
이용하여 불법 사람은 기소, MS R7 . 정부는 지하수 관개, 교체 기소 허용 MS R7 .

관개는 강에서 민물을 사용하여, 호수, 개울이 ... 물의
흐름을 느리게. 이 증발을 권장합니다. 가뭄의 결과! 관개
이러한 유형의 문명을 종료 결과. 최종 관개.

오염 된 수로의 (개울, 연못, 스트림, 호수 강 ..) 담수의
부족을 만들 수 있습니다. 제약, 독, 독소 .. 산업 폐기물의
불법 투기 독소, 독소 가득 폭풍 물 .. 수로 끝의 오염,
오염이 개인을 기소 MS R3

다른 모든, MS R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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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선한 물을 보충
담수화 에너지, 비용을 많이 사용합니다. 물 섭취는 시스템에 생선, 어패류, 알, ... 많은
수의 당기 환경에 나쁜 영향을 미친다. 큰 바다 생물이 섭취 구조의 전면에 화면에
갇혀있다. 화학적 처리, corro- 시온은 다시 바다로 방출되는 따뜻한 염수를 생성한다.

담수화는 열악한 수질 만드는 높은 붕소 콘텐츠가 있습니다. 높은 붕소 수준 다이어트에
농업, 목장 및 식량 생산 결과에 사용이 물. 높은 붕소 수준의 지속적인 소비는 건강에
해로운입니다.

재활용 폐수, 하수는 고체를 꺼내 차 치료를 통과, 영양분이
필터는 대부분의 박테리아와 바이러스를 제거, 제거됩니다.
물은 분자를 제거하기 위해 막을 통해 강제된다. 탭에 화장실은
최후의 수단의 옵션입니다. 테스트는 모든 건강 위험을 공개하지
않습니다.

생수 (비용) 여행에 적합합니다. 워밍업 때 위험 할 플라스틱 물 병 릴리스 화학 물질 (태양,
히터) . 유리 (납 없음) 병 권장합니다.

맛 식수
물을 마시는 다양한 맛을 할 수있다. 어떤 맛이 unheal-주의하고 피해야하는 것입니다. 맛을
낸 물은 온도가 낮거나 제공 할 수있다.
적당한 맛 음료 : 쇠고기 추출물, 닭고기 추출물, 코코아, 차, 커피, 과일, 허브, 향신료,
야채.

건강에 해로운 맛 음료와 추가 기능 : 알코올, 인공 색상, 인공 향료, 인공 및 천연 감미료,
탄산, 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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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디 얼, 에너지 음료, 레모네이드, 디카 페인 커피, 과일 주스, 방부제, 나트륨 ..

물을 마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일상 업무: 일어나 가볍게 냉각, 여과 된 물 0.2L 유리가 있습니다. 모든 식사를하기 전에 (아침,
조기 데이 간식, 점심, 늦은 일 - 간식, 저녁 식사) 가볍게 냉각, 여과 된 물 0.2L 유리가
있습니다. 마시는 유리 되세요 (더 플라스틱 없음) 각 맡의 테이블 여과 물 0.2L로
채웠다. 당신이 화장실을 방문 마른 목을 가진 경우 아침에 일어나서 때, 휴식을 마시 후
밤마다 마셔.

없음 - 액체 없습니다 섭취. 당신은 살 수 사일있다!
마실 물을 거부 또는 원인과 오염의 효과가 모든 사람, 조직, 정부. 책임 있습니까, MS R7

커피 하늘 자극 음료
커피 coffeeplant 볶은 씨앗에서 제조 한 양조 음료.
커피는 적도를 따라 고온, 젖은 기후에서 자란 커피 나무의 건조, 구이, 씨앗,에서
이루어집니다. 2 종류가 있습니다 : 로부스타 원두는 강한 맛과 몸 전체에 있습니다.
높은 고도 성장 아라비카 콩 부드러운 맛 이상의 방향족 특성을 갖는다.

일단 포착하고 건조, 커피 콩은 약 200 ° C에서 로스팅.
이것은 콩의 설탕이 캐러멜 수 있으며 커피의 맛을 개발. 긴 콩은 구이, 또는 맛 될
것입니다, 로스트 어두운, 온도가 높을수록 풀러. 일반 광 로스트 어두워 동안, 더 선명
산성 취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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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스트는 깊고 풍부한 맛을 가지고있다. 어두운 로스트는 '강한'필요는 없다. 커피
한 잔의 강도는 커피가 양조되는 동안 추가되는 물의 양에 따라 달라집니다.

어떻게 ofcoffee을 keac 엄마가?
어떻게 커피를 좋아하는 컵에서 가장을 얻을 수 있습니다.

1) 다양한 맛의 커피는 좋은 맛을 물을 시작합니다. 여과 된 물을 사용할 수없는 경우,
탭에서 차가운 물을 사용합니다. 몇 초 주전자에 추가하기 전에 공기에 쐬다하는 것이
운영합니다.

2) 물이 커피에에 쏟아져 전에 종기를 나서야하자 (즉시 또는 드립 필터) 과립. 끓는 물
맛에 과립 및 영향의를 탄 자국.

삼) 우유를 사용하는 경우 (권장하지 않음) , 물 후 컵에 추가합니다. 우유 1을 추가하면,
커피뿐만 아니라 혼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뜨거운 물은 맛을 변경, 우유 화상을 입을 수
있습니다.

노트! 감미료 (설탕 또는 인공) 망치 커피!
디카 페인 커피하지만 건강 위험하지 않습니다.
유일한 비 유제품 표백제를 사용합니다.

준비 :
양조,

즉시,

드립 필터 커피; 에스프레소 (기계) .

디카 페인 커피 에이 건강 위험!
디카 페인 커피 용매를 사용합니다. 용매 잔류 물은 종종 배를 화나게.
논리! 카페인이없는 커피 마시는 커피의 목적을 패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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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피 포드 에이 환경 위험!
커피 포드 모두 10 억은 환경 재앙이다. 그들은 생분해되지 않습니다. 그들은
재생되지 않습니다. 중지! 생산!
기소, MS R7 . 중지! 그들을 사용!
어떻게 한 잔의 커피를 마시는?
최고의 맛을 얻으려면, 오히려 홀짝보다 큰 slurps을보다가 조금 식지 맛. 커피의 큰
slurps 더 향기를 놓습니다. 냄새와 하늘, 그것을 맛. 우유와 개찰구 커피가 있습니다 :

에스프레소 미분 된 커피를 통해 감압하에 뜨거운 물을 강제로 양조 농축 음료이다. 다른
커피 추출 방법에 비해 에스프레소 두꺼운 일관성, 용존 고형물 및 발포체의 높은
농도를 갖는다. 에스프레소는 다른 음료에 대한 기본입니다 : 카푸치노, 라떼, 마끼아또,
모카, 아메리카노, 링고, 듀오 샷, 용암, 티끌. 미소와 함께 제공합니다.

카푸치노: 텍스처를 준비하고, 우유의 온도는 가장 중요한
단계입니다. 우유가 그것을 벨벳을주는 아주 작은 공기 방울을
추가 찐 tex- 진짜야 (거품) . 에스프레소 샷을 컵에 넣고 뜨거운
발포 우유, 추가, 2cm 두께의 거품을 얹어 지상 계 피 뿌린 마쳤다.

라떼 : 우유를 더 거품을 가열하지 마키아토 : 우유를 더 거품을
않는다. 에스프레소의 총 컵에
배치됩니다. 뜨거운 우유는 원시
코코아 뿌린 돌파, 추가됩니다.

모카: 원시 뜨거운 코코아를

가열하지 않는다. 우유 컵 2/3를 확인하십시오. 뜨거운 코코아 컵
채 웁니다. 에스프레소 샷을
1/2를 채 웁니다. 에스프레소 샷을
추가합니다. 박하 잎 맨.
추가합니다. 우유 및 우유 거품과 함께
맨. 원시 코코아 뿌린을 추가합니다.

용암: 1 성 에스프레소 샷.

티끌: 뜨거운 pep- permint

concentrat- 에드
만다린 주스의 닙을
추가합니다. 샷 추가

차와 컵 1/2를 채 웁니다. 그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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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뜨거운 원시 코코아. 뜨거운 발포
우유와 함께 최고. 지상 계피 뿌린을
추가합니다.

아메리카노 : 에스프레소 샷을
컵에 배치됩니다. 뜨거운 물이
추가됩니다.

발포 우유. 지상 계피의 뿌린칩니다.

외국인: 뜨거운 물을 컵에 1/2를

듀오 샷 : 에스프레소 2 샷을

채 웁니다. 에스프레소 2 샷을

추가합니다. 그런 다음 뜨거운 물.

추가합니다. 위에 육두구를
뿌린다.

코코아 하늘 자극 음료
코코아 나무는 뜨거운, 비오는 열대 지역에서 성장. 그것은 과일 포드 있습니다입니다.
포드 내부의 씨앗이있다 (콩) . 코코아 콩 코코아 버터와 분말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핫 코코아를 준비 :
1 큰술 코코아 분말,
1 컵 : 콩 우유, 염소 우유 또는 기타 낙농 우유. 1 작은 술 바닐라
추출물, 계피의 대시, 육두구의 대시.

거품 뜨거운 때까지 터는 중간 저열에 중간 냄비에 재료를 결합하고 따뜻한.

차 하늘 자극 음료
동백 상록 식물. 그것은 잎이 포착하고 처리하는 것은 우리에게 차를 제공합니다. 기본 차와
검은 색 또는 녹색이다. 그들은 맛 또는 폐기했다 할 수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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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견인 가디언 차 준비, 장소 느슨한 처리 차 차 주입기로 떠난다. 유리 컵에 주입기를
넣습니다. 버블 링 중지 유리 컵에 부어 때, 종기를 중지 물을 끓인다. 즐겨 !

(에이) 그냥 버블 링 정지로 홍차를 통해 붓는다. 일분 볶음
주입기 3 시간 후. 다른 분 제거 후. 한잔, 또는 맛에 대한
모든 감귤류 주스를 추가하거나 그것을 차가운, 진정 및
음료를 할 수 있습니다. 경고 감미료, 표백제로 오염되지
않습니다 (인공 또는 자연) .

(비) 기포 정지 후 10 초 녹차에 걸쳐 붓는다. 주입기 3 회
저어. 1 분 삭제 후. 한잔, 또는 맛에 대한 어떤 돌 과일
주스를 추가하거나, 차가운, 진정, 음료 수 있습니다.
경고 감미료, 표백제로 오염되지 않습니다 (인공
또는 자연) .
허브 씨앗 차 준비하는 주입기에 느슨한 누르면 씨앗을
배치합니다. 유리 컵에 주입기를 넣습니다. 종기를 중지 물을
끓인다. 기포 정지 씨앗을 통해 단지를 부어. 일분 볶음 주입기
3 시간 후. 다른 칠분 후 제거합니다. 마시거나 차가운, 차가운
음료 수 있습니다. 경고 감미료, 표백제로 오염되지 않습니다 (인공
자연) .

허브 차 준비를
남긴다.
녹차와 동일.

허브 루트 차 준비,
chopp 뿌리. 홍차와
동일.

티백은 맛을 제공 양조 때 전자 레인지를 사용.
반드시 금속 스테이플을 제거 할 티백에서 태그를 제거합니다. 대부분의 종이 태그
맛을 방해, 물을 변색 저렴한 잉크를 사용합니다.
차 - 컵에 뜨거운 물을 넣어> 차 가방의 선택을 추가 > 반 전원을 30 초 동안 전자
레인지에 가열 (400~500w) > 이 분 동안 전자 레인지에 양조 보자 > 그것을 꺼내 > 즐겨!

물을 마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 ) 맛이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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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전 3 :
저희 집은, 건강 식품!
매일 일상의 일부는 먹고있다. 우리가 얼마나 건강하고, 얼마나 오래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우리의
식사 습관과는 많이있다.

하루에 5 번 피드 :
'아침 식사, 물, 허브, 향신료, 꿀, 커피를 포함 ..
초기 일 - 간식, 물, 과일, 허브, 차를 포함 ..
점심, , 물, 샐러드, 계란, 커피를 포함 ..
늦은 일 - 간식, 물, 견과류, 딸기, 향료, 코코아를 포함 ..
공식 만찬'. .. 야채를 물, 저녁 식사 테마, 차 또는 커피를 포함한다.
매일 먹는 것이 좋다 (7 개) 식품 : 진균류 (버섯) , 곡물 (호밀, 보리, 콩, 옥수수, 귀리,
기장, 노아, 쌀, 사탕 수수, 밀) 뜨거운 고추, 양파 (갈색, 녹색, 빨강, 봄, 향신료, 마늘,
부추) , 파슬리, 달콤한 고추, 야채 (아스파라거스, 콩, 브로콜리, 콜리 플라워, 당근,
완두콩, 콩나물 ..)

매주 하루는 저녁 식사 테마를 가질 필요 : 예 첫째날 : 야채;
둘째 날 : 가금류; Day3 : 포유류; 주중 : 비열한; Day5 : 해물;
주말: 견과류 및 씨앗; 재미있는 일 : 곤충.
다이어트 - 없음 - 없음 ' 에스: 인공 sweetners, 제조 식품, 유전자 변형 식품, 과당을
추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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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당 당뇨병 및 비만의 주요 원인 (지방이 사람들) .
과당은 설탕이나 과일에서 제공 여부 나쁘다. 음료 나 음식을 처리하는 동안 과당을
추가하는 것은 건강의 위험이 있습니다. 처리, 음료 또는 식품의 이러한 종류의 판매를
배포하는 것은 범죄 행위 및 기소 필요하다. MS R6
예외: 처리되지 않은 딸기 , 과일 , 꿀 , 야채 .
에 '아니오'라고 : 포함 아무것도 : 과당, 포도당, 설탕, 비스킷, 케이크, 아침 식사 - 시리얼,
초콜릿, 과일 주스, 아이스크림, 잼, 케첩, 막대 사탕, 레몬 네이드 (콜라, 에너지, ...) 마멀레이드,
Muesli- 바, 소스, 와인 ...

제조 식품 종종 너무 기름기 및 설탕은 인간, 애완 동물 및 가축에 의한 소비가
부적당하게 추가했다, 너무 짠 너무 많은 방부제가 있습니다. 제조 식품은 동맥 및
비만의 막힘하는 causeof 높은 혈압이며 (지방이 사람들) . 가공, 유통, 제조 식품의
판매는 기소 필요로하는 범죄 행위입니다. MS / R6

아니하는 말 : 유제품 - 우유, 유제품 치즈, 패스트 푸드,

햄, 햄버거, 알라 미, ...
제조 : 빵, 고기; 피자, 소시지,
가공 : 과일, 수프, 야채 ...
유전자 변형 식품 사람들이 실제로 소비하는 것입니다. 수정 유전자로 모든 시작 (조작) 씨
(GM 작물) . 인해 흐름이 GM 작물
- 효과에 전체 식품 체인을 변경합니다. 식품 체인의 모든 구성원이 새로운 질병,
생명을 위협하는 글로벌-재앙을 만드는 돌연변이를 만들기! 인간을 포함! 사람들은 더
병이 젊은, 더 기형, 더 아픈 아기를 더 많은 유산을 죽을 것이다 ... 인간의 DNA를
변경합니다.

GM-식품 생존의 위협 : 아기 음식, 베이컨, 빵, 옥수수, 아침 식사 - 시리얼, 카놀라, 계란,
햄, 마가린, 고기, 감자, 파파야, 완두콩, 닭고기, 쌀, 소시지, 콩, 토마토, 밀, 호박,
알팔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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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요 지역 사회 순수한 음식에서. 아니: 알코올, 유전자 - 수정, 제초제, Insectisides,
제조 음식,
더 추가되지 : 소금, 감미료 (인공 또는 자연) , ...
세상에 알리다: 영양 데이 7.3.7
좋은 건강의 날 12.1.7
CG이 Kalender (뉴 에이지 시간 관리)

특전 4 :
보호 저렴한 의류!
보호 복 기후, 질병 및 오염 물질로부터 인체를 보호하기 위해 필요하다. 보호 - 의류
comfor- 테이블 및 유용 할 필요가있다. 보호-의류는 저렴한 가격이 될 것입니다.
Protective- 의류 헤드 커버, 의류, 양말 및 다리 보호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머리 보호 발라 클라 바, 비니, K-스카프, 눈 보호 및 헬멧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발라
클라 ( 비니) , K-스카프 나는 양모에서 니트 또는면 및 모직의 혼합 s의 (더 synthe- TIC
섬유 없음) . 색상이나 패턴이 될 수 있습니다. 눈 보호 및 헬멧 UV 보호 기능을
제공합니다. 바이저는 똑바로 & 아래로 곡선 옆 & 깨지지 않는, 매우, 블록 자외선,
스크래치 방지하지 눈부심 조절, 최대 김서림입니다 (어두운 / 라이터 라이터 /
어두움) . 헬멧은 다시 목 보호대로 가죽이있다.

보호 복 기후, 질병 및 오염 물질로부터 인체를 보호하기 위해 필요하다. 보호 - 의류의
보호를 주요 신체 부위 피부 및 발입니다. 보호-의류는 항상 외부 착용해야합니다.

보호 복, 작업복 (후드) 2 조각은 아마, 목화, 양모, 또는면 / 양모 혼합으로 만들어진 (단,
합성 섬유 없음) 색상 / 패턴. 하나는 t 셔츠의 목을 가져야한다, 숨이 차서 * 팔 및 다리는
손목 및 발목에 폐쇄 (초안 증거) . * 부풀어 팔 및 다리는 공기가 내부의 피부 및 몸에 기후
컨트롤을 작성 팔꿈치 / 무릎 관절이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습니다.

, 동물 가죽, 식물 섬유, 실크 : 의류는 천연 섬유로 만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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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이나 모직. 인공-섬유 의류 감동 인간의 피부에 사용되지 않습니다. 인공-섬유 의류
끝의 생산.
보호 복은 실질적으로, affordab- 르, 오래 지속, 편안합니다. 최신 유행의 (디자이너
레이블) 보호 - 의류, 비싼 고가의 비실용적 및 단기입니다. 받아 드릴수 없음!

피트는 기후와 노크으로부터의 보호가 필요합니다. 피부, 발가락 및 발목은 위험에
노출됩니다. 발 보호 양말과 부츠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외부 감행 할 때는 항상 발 보호구를
착용 할 것.

양말은면, 양모, 면화, 양모 혼합 만들어진다 (어떤 합성 없음) 어떤 색상 어떤 패턴. 양말은
발목 위 7cm까지 피트를 포함해야한다.

부츠 상단 보호 가죽이 내부 부드러운 가죽
(어떤 합성 없음) 발바닥 가죽 또는 고무. 부츠는 발목 위 7cm까지
발을 보호합니다. 합성 신발을 끓는 발을 가열한다. 당신은 걸을 수
없다.
장갑의 형태로 손 보호 (어떤 합성 없음) 필요에 따라
착용!

순:
디자이너 레이블은 부의 인종 차별의 엘리트 부분이다. 디자이너 레이블은 오버 가격이
책정됩니다. 노예 노동에 의해 생산. 물론 고민이 가난한 앤 푸어스 (S & P) 급정거 떨어져
오만에 대한했다. 이 착용 명 순.

디자이너 레이블! 사람들은 누가 어디에 디자이너 라벨! 소매
디자이너 레이블을 판매하는 사람! 비싼 PROTEC의적인-의류!
비실용적 유행 protective- 의류! 보호 복은 artificial- 섬유로 만든! 부끄러운
& SHUN 사람들은 적게 홈 - 조롱. 그들은 cothing의 모습 세척이
지불, 의도적으로 찢어 및 구멍은 그들에 만들었습니다.

수없는 쓰레기 드레스 코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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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레기 사람들이 쓸데없는 것을 알려주세요.

합성 의류 신발 순. 신발을 합성 의류의 생산을
종료합니다.
생산자가 얻는 불법 합성, MS R6 .

당신의 몸은 외부 보호-의류를 사용하여 보호!
특전 5 :
위생, 저렴한 보호소!
인간은이 (1) 하나님 '저렴한 안전한 생활 구역 : 오른쪽으로 주어진 (피난처) '. 정부는
저렴한 안전한 거처와 인구를 제공 할 의무가 있습니다. 대피소로 공급된다 ' 샤이어'
(지방 정부) . 샤이어의 계획의 일부입니다. 집 !!
내용은 샤이어 저렴한 거처 모든 프리 홀드 토지 및 국내 쉼터를 제공합니다 (개인 소유) 여기에
전송됩니다. 빈 전송 속성은 집없는 사람과 대기자 명단에 가족으로 가득합니다. 단 1
점유자와 멀티 베드룸 주택은 다른 점령에 걸릴해야합니다. 그것은 더 다음 1 개 개의
침실을 가진 1 인 수용 할 수없는 반사회적 행동이다.

모든 저렴한 거처는 임대 숙박 시설입니다. 결국 허영 장식 정원, 무료 서 주택 커뮤니티
클러스터 하우징에 의해 대체된다. 클러스터 임대 주택은 '샤이어'에 의해 제공됩니다.

모든 클러스터 숙박 시설은 세입자 + 1 레벨 온실의 3 개 수준이
그라운드 레벨, 레벨 1, 레벨 2, 유리 공장 정원 (세입자 식물을 재배 할 수 있습니다) . 클러스터
숙박 시설은 단일 단위로 구성 (1 실) , 커플-단위 (2 실) , 가족 단위 (3 개 실 ...) . 필수
뜨려야 (가족 상태, 연령) 대다.

모든 저렴한 안전한 생활 분기는 임대 숙박 시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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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 임대료는 임차인의 총 주간 소득의 14 %이다. 여러 세입자의 임대료는 임차인의
공동 심한 주간 소득의 14 %이다. 예 : $ (100) 총 주간 소득, $ 14 대여. $ 1000 총 주간
소득, $ 140 임대.
샤이어 공급 전력 (단, 가스 없음) 매일 최소 물
(비어 있는) / (후 지불) 최대 사용을 차단. 샤이어는 교두보 역할 커뮤니티 네 세탁, 유지
보수, 레크리에이션, 폐기물 및 하수-제거를 제공합니다.
단일 임차인은 1 개 실 사회 생활을받을 수있다. 퇴직 숙박 시설 연령 63 트랜스의 FER
년대에서 (필수) . 싱글 1 실 거주자는 동일한 수준의 커뮤니티 화장실, 샤워 시설과 바닥
수준 세탁, 목욕에 사용합니다.

두 (1 그 & 1 여자) 세입자는 2 실이있다 : 생활, 수면, kitch- enette 화장실, 샤워. 공유
세탁, 바닥 수준에서 목욕. 움직임
(필수) 아이들이 도착 '가족 단위'로.
가족 세입자는 2 개 실이 (생활, 수면, 주방, 화장실, 샤워 시설. 바닥 수준에서 공유 세탁
욕조) 각 2 chil- 드렌 (Dren) 용 + 1 개 방. 마지막 아이는 밖으로 이동 한 후 (18 세
의무적으로) . 커플 전송 (필수) 부부 생활에. 몇 단일 전송된다 (필수) 단일 유닛.

피난처 보호, 위생, 저렴한 편안 ... 샤이어 공동 클러스터
하우징은 모든 인간의 욕구를 충족! 장소 시작하고 가족을
성장합니다.

클러스터-주택은 작은 수 : 수족관, 테라리움, 작은 개. 고양이,
야생 동물, 가축, 작은 개, 아니 번식보다 더 큰 것을 허용하지
마십시오. 세입자와 서식지에 위협 생물.

노트! 정신적, 신체적, 성적 장애를 가진 세입자는 지방 정부가 제공하는 특별 보호소에
살고 있습니다.

공동 클러스터-주택을 지원합니다. 네 집!
귀하의 커뮤니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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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한 6 :
예배와 믿고 (1) 하나님!
후견인 보호자는 매일 예배 (1) 하나님 . (1) 하나님
원하는 존중, 우상화되고 싶다. (1) 하나님 , SHE 모두 HE
사람입니다. 물리적 우주를 만든 원래 영혼 (인간 운명) 그리고
영적 우주 (천국) . 우상을 숭배하다 (1) 하나님 예배를 존경을
보여줍니다.

(1) 하나님 인류는 물리적 우주의 후견인되고 싶어 (인간 운명) . ,
인간 - 종류의 진화로 (1) 하나님 가이드로 사용하는 메시지를
전송합니다. 최신 메시지 인 ' 법률주는 매니페스트 ' 그것은 이전의
모든 메시지를 폐기한다.

(1) 하나님 물리적 우주의 모든 생명체에 원래 영혼의 일부를했다. 예배는 영적 우주와
연락 영혼을 유지합니다.
개인, 공동체 예배는 연락 인간을 유지 (1) 하나님.
숭배 (1) 하나님 , 배려를기도하여, 즐기는 수반 (1) 하나님 ' 에스 창조.
예배를 기쁘게 모든 것을 포함입니다 1 GOD, 그들은 신자의
믿음의 문제, 또는 행위 처리 여부를 지정합니다.
이것은 의식, 신념, 직장, 사회 활동을 포함, 개인 행동

(1) 하나님 예배의 목적 내장 된 장소를 원하지 않습니다.
예배 따라서 목적 내장 곳을 Hed demolis-된다. 건축 자재는 건물 '무료
Educa- 기의'화합물을 재활용된다. 후견인 가디언 예배 anywh-의 감수,
학교의 모임에서 언제든지 또는 재미있는 일에 .

(1) 하나님 희생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지식에게 모든 생명을 적용
받고, 추구. 삶의 경험, 지식 연속성에 전달. 따라서 제단은 성서로
대체됩니다.

(1) 하나님 만 원 1 믿음 많은 모임과 (기도 기) .
1 믿음 1 가이드를 갖는 (법률주는 매니페스트) 그것은 단지 필요 1 개 교회

(우주 후견인 보호자) (7 개)와 독립 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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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7 개 부족 .
1 믿음 다른 모든 종교 단체를 만드는 유일한 종교, 숭배은
'입니다. 숭배는로 변환 할 수 있습니다
1 믿음 . 후견인 보호자가에 불신자를 변환 겸손하게 노력하는
것입니다 1 믿음 .
단 1 아이돌이있다, (1) 하나님 ! 다른 모든 거짓 우상이다. 그들에게 연결 거짓 우상
아무것도 순.
후견인 가디언은이 (1) 하나님 자신의 종교를 연습 할 수있는 권리를 부여. 이 권리
거부 또는 방해하는 사람이나 조직은 '된다 '기피. 또한 우리는기도 (1) 하나님 인생에서
그들에게 책임을 보유하고 내세.

숭배 (1) 하나님 기도 포함한다. 그것 연락에 머물고의 가장 좋은 방법은 (1) 하나님. 때
어떤 일 명을 수신합니다! 때 희망이 없다! 빌다! (1) 하나님 수신합니다.

(1) 하나님은 여러분의 의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1) 하나님 기도
소중한 (1) 하나님 , 나를 위해 우주 1 만 아이돌의 가장 아름다운
우주 어머니와 아버지의 창조주 내가 다른 우상이없는 것을 서약
예배
나는의 영광을 위해 모든 잘못 영혼을 회복하기 위해 노력하는
모든 거짓 우상을 피하고 자신의 기호를 재활용된다 (1) 하나님 그리고
인류의 좋은
창조주에 대한 숭배를 보여줘!

권한 7 :
도덕적 제지와 언론의 자유!
후견인 가디언은 도덕적 제지와 언론의 자유를 지원합니다. Rehabilitators를
제외하고 무료로 지역 사회 모든 사람에서, 자신의 말을 할 권리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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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 음성 에티켓을 할 필요는 없다 : 나쁜 언어
(깡패, 큰 소리로, 무례, 맹세) .
언론의 자유는 사회 대중의 인식, 참여를 극대화 할 수 있습니다. 지역위원회에 전달
언론의 자유가 더 정직과 투명성을 제공합니다. 아무것도 자유롭게 토론 무료
커뮤니티,보다 더 나은입니다.

언론의 자유는, 채팅 토론, 논의, 스피커 커넥터 보내고보다 크다. 그것은 통신의 전체
범위를 포용 (오디오 디지털 인텔
- lectual 속성 인쇄 언어 시각) 그것은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저작권 탐욕의 횡포, 폭리는
언론의 자유에 대한 침해이다 .
저작권을 주장하는 것은 범죄입니다, MS R6

언론의 자유는 강제 도덕적 제지를 필요로한다. encite하는 언론의 자유를 사용하여,
증오, 파괴 또는 폭력은 범죄입니다 MS R3 . 좋은 죽이기로 사람을 죽이는 FBI 요원을
설명하는 예 : 미국의 범죄 드라마. 좋은 죽은 없다. 그것은 죽이는 법 집행을 encites.
킬러 - 경찰은 갇힌하는 비겁한 범죄자입니다.

아동 포르노 범죄입니다 볼 언론의 자유를 사용하여, MS R3 .
제공 (제작, 사용할 수 있도록) 어린이, 성인 포르노는 범죄입니다 MS R6 .

이익, 속이는 언론의 자유를 사용하는 것은 범죄입니다 MS R3 .

오도하는 언론의 자유를 사용하여, 예를 들면 동성애자는 동일한 정상이라고 주장. 아니
사실, 동성애자는 종의 생존에 위협이 성적 장애를 가지고있다. 그들의 discusting
짝짓기 (항문 구강 메이팅)
동작은 아이들에 대한 위협이다. 동성애가 정상 주장하는 것은, 최악의 가지 오해의
소지가 MS R4 . 이 성적 장애에 대한 오해 모든 미디어에 적용됩니다.

정상으로 자녀를 양육 동성애자을 보여 언론의 자유를 사용하여 미디어. 이 매체는,
아동 성추행 가장 가증스러운 범죄를 승인하고있다 MS R7 . 배우가, 제작진은 분배 자는
기소,
MS R7 .

성적 장애 자녀 양육에 ZERO TOLERANCE
언론의 자유는 소중히 사용하고 보호하는 것입니다. 언론의 자유를 잘못 사용하면 종료 할
것입니다. 종종 정부는 brain-하는 언론의 자유를 사용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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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해, 선전, 거짓말을 encite을 씻는다. 그런 식으로 행동 정부의 구성원은 정부에서
제거됩니다. 그들은 다시 입후보 할 수 없다. 그들은 재선되는 것은 아니다. 그들은
기피한다.
자유 (유토피아, 환상) 언론의 자유를 남용 무책임한입니다.
당신이 죄의 속박에서 자유 의지, 정부의 강제로부터의 자유, 자유를 원하는대로이
자유는해야 할 일. 자유의이 유형은 이기적이며 지역 사회의 안전과 생존을
위태롭게합니다.
인간은 너무 많은 자유를 처리 할 수 없습니다. 너무 많은 자유는 무정부 상태에 이르게,
지루함, 부도덕, ... 인간은 규칙 및 규정을 시행 할 필요 (도덕 기준) , 가이드로 LGM를
사용!
도덕적 구속과 책임 사용 언론의 자유는 함께 커뮤니티를 보유하고있는 접착제이다. 지역
사회의이 유형은있다 (1) 하나님 의 지원. 이것은 보관 수호 커뮤니티입니다.

도덕과 언론의 자유가 억제 (1) 하나님 주어진 특권!
권한 8 :
메이트, 가족을 시작합니다!

(1) 하나님 ' 에스 디자인은 인간을 원한다 (1 HE 1 SHE) 짝과 종의
생존을 위해 곱합니다. 최고의 생존을위한 커뮤니티 디자인은, 그와
그녀는 성령 - 결혼 계약을 입력하고 가족을 시작합니다. 이 새로운
제품군은 지역 사회 지원과 자녀를 발생시킵니다.

(1) 하나님 ' 에스 종의 생존을 보장하기 위해 디자인 짝 충동을 inbuild있다.

원시적 인 정화를 위해 그것은 cer- 주석 박 구애 의식을 전달 된 oposite 남녀
짝짓기됩니다. 인간은 고급, 속임수! 그들은 정욕과 구애 배출 circum-!

짝을 찾기. 이교도 (기독교,...) 사랑을 찾다. 정욕에 거는 짝을 찾을 수 없을 쓰레기의
많은되기위한 메이트.
자본주의의 동료는 부와 영향력을 증가 때로는 쓰레기와 수 있습니다. 많은 문화
부모가 결정해야합니다. 이들의 비는 지역 사회의 최선의 이익에 있습니다.

후견인의 보호자는 '지방 정부는 동안 결정이 CE ' ( 지역 사회 응급 서비스) 사람들은
'성령-결혼'를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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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H-MC) . 모든 십칠년 그녀와 그가 참석 모든 십팔년.
CE 동안 모든 사람들은 그들이 부족에 가장 도움이 될 수있는 방법으로 평가된다. CE는
파트너 선택에 도움이됩니다.
그녀와 물리적으로 '양육 부모가 번식 할 수 없습니다 HE. 그들은
'Holy- 결혼'계약을 입력합니다. 'CE'는 '어린이'를 제공합니다.

거룩한 결혼 아미 LY ingofaf 윈하는 Begi.
제발 (1) 하나님 , 메이트, 곱하기 및 가족을 시작 : 종의 생존을 위해, 인간 - 종류 '불멸을
하나의 운명을 성취하기! 어린이와 환경을 배려, 사랑, 도덕적으로 성장 필요 HE SHE 롤
- 모델. A ' 거룩한 - 결혼 ' 계약이 도덕적, 법적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같은 성별, 혼란
성별이나 아동 성추행 범이 계약에 입력 할 수 없습니다.

성적 장애 (동일 성별, 혼란 성별이나 아동 성추행 범) , 당신은이 계약에 입력 할 수
없습니다. 는 '현대 자동차'를 입력 한 모든는 취소했습니다. 심지어 부도덕 한 안티에
의해 합법화 된 그 (1) 하나님
정부. 성적 장애, 당신은 동일한 결코 없다. 다음은 검역을 필요로하는 사람들이다.
아이들을 보호합니다.
' 거룩한 결혼 계약 '은 시작과 끝이있다. 이 서명에 의해 결혼식 일에 시작됩니다. 막내
아이가 SHE, HE 연령 18 세 (17)을 완료 할 때 종료됩니다.

P 재 - 우리 dd는 보내고 - 다 yre 한때 IR EME 국세청

'CE'는 모든 주요 사전 weddingday 요구 사항을 처리합니다. 'CE'는, 전 결혼식 날
요구 사항을 처리하지 않는 경우가있을 수 있습니다.
그와 SHE '는 그들의'참여 '를 발표 모임 '. 그들은으로 이동 ' 샤이어 ' 사무실은 '시작 가족'의
코스에 등록. 과정에서 그들은 또한 아이들을 높이기 위해 정신적, 정서적 능력을
보여주는 필요한 프로파일을 임신 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의료를 얻을. 약혼을 취소에서,
하나의 결과를 실패하고
" 아니" HM 계약.
몇 ', 최신 필요 AVL & E ( 부채 및 Enti 대 자산
- tlement) 문 '. 모든 자산, 타이틀먼트는 부채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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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ddingday에 발생한는 'AVL & E'statement에 추가됩니다.
노트! 싱글 부모 않은 결혼 부모, sexual- 장애를 가진 사람들 (같은 성별, 혼동 성,
아동 성추행 범) 아이를 올릴 수 없습니다.

우리는 보내고 DD - 다 yre 한때 IR EME 국세청.

결혼식은 보안관의 샤이어 사무실에서 사제에 의해 6 일에
개최됩니다. 신랑 신부 공급 핑거 링 (*) '예약과, 프로필 및
AVL & E의.
They bring Parents brothers and sisters. Nobody else is
allowed to attend (no children) .
NOTE ! SHE keeps her family-name. * SHE finger-ring, 9 carat plain rose-gold, engraved:
date, bride and groom 1 st names.
HE finger-ring, 9 carat plain yellow-gold, engraved: date, groom and bride 1 st names.

1 GOD is waiting to hear from you !

Multiplication Prayer Celebrate Multiplication Day 3.1.7
Dear 1GOD , Creator of the most beautiful Universe Your most humble
faithful custodian-guardian (1 st name)
Thanks' You for the enjoyment of mating Asks for
fertility & healthy births Pledges to mate & multiply
So humankind can colonize the Physical Universe For the Glory of
1GOD and the Good of Humankind

This prayer is used on Wedding Day and Multiplication Day

ÿÿÿÿÿÿÿÿÿÿÿÿÿÿÿÿÿÿÿÿÿÿÿÿÿÿÿÿÿÿÿÿÿÿÿÿÿÿÿÿÿÿÿÿÿÿÿÿÿÿÿ
Pompous large wedding ceremonies
and extravagant receptions are
Anti-Social, Arrogant. They are
Shunned by the Community. Shun and
Sha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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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 C-G ' Holy-Matrimony' Contract
Purpose: Mate, Multiply & start family !
Time-span: Begins Wedding-Day. Ends when the youngest child
completes age 17 for SHE, age 18 for HE.

Children: 3 are mandatory, more are desirable.
Mating: Sole mating rights! Daily mating desirable to conceive 1sttime.

Conceiving: No pregnancy after 10 weeks, medical support is a
must. No pregnancy after 50 weeks, contract is cancelled.
Must Conceive yearly until quota of 3 children is reached.

Parenting: HE & SHE must take Parenting Course. HE & SHE
must attend Shire-SmeC & Province-PHeC as required.

Divorce: 1 party needs to be found guilty. * Guilty looses every
entitlement from the 'AvL&E' statement + any gains made during contract. Also
there is to be no more contact with the children.
* Both guilty, children go into foster care.

Reasons of Divorce : Addictions, adultery, caged rehabilitation, Mental incompetence, 7 weeks on life- support, 50% or
more physical-disability.

Signed by: Bride................................................................................
Groom.............................................................................

Witnessed by Celebrant: .............................................................
Date: ...................................................................................................

Attendees: ........................................................................................
.......................................................................................
.......................................................................................

En f o r c e d b y : Sh i r e Sh e r i f 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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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igious marriage rituals are to be performed on weekday 7. After the couple return
from their honeymoon. They can attend to their religious obligations. E.g. attend
Gathering.

After concluding the Holy-Matrimony Contract (H-MC) the couple have 2 choices. Enter
a Companion Contract (CC) , or separate.

Companion Contract
Title: ' Companion' Contract
Purpose: Companionship, sharing life !
Time-span: Until separating or death. Separating has to give
3month's notice at Shire-office.
Closing 'AvL&E' statement from 'H-M' contract or new 'AvL&E' statement becomes
part of contract. If separating each gets half of assets owned. At death of 1 the other
gets all. Any wills are ignored.

Signed by: SHE....................................................................................
HE.......................................................................................

Witnessed by Shire Officer: …...........................................................
Date: .....................................................................................

Companions’ may exchange rings after signing a ‘Companion
Contact’. SHE finger-ring, 9 carat plain white-gold, engraved
his and hers 1 st names.
HE finger-ring, 9 carat plain white-gold, engraved hers and his
1 st nam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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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GOD is waiting to hear from you !

Companionship Prayer
Dear 1 GOD , Creator of the most beautiful Universe Your most humble
faithful custodian-guardian (1 st name)
Thanks' You for the enjoyment of companionship Asks for long
lasting sharing companionship Pledges to harmonize & share
Socialize with other companionship couples For the Glory of 1
GOD and the Good of Humankind
Th i s p r a y e r i s u s e d wh e n e n t e r i n g c on t r a c t !

ÿÿÿÿÿÿÿÿÿÿÿÿÿÿÿÿÿÿÿÿÿÿÿÿÿÿÿÿÿÿÿÿÿÿÿÿÿÿÿÿÿÿÿÿÿÿÿÿÿÿÿ
I N F I D E L I T Y is breaking a promise to remain faithful ...
Infidelity is breaking a promise made between a HE and SHE to remain faithful to
each other. That promise may be a verbal agreement between lovers, mentioned in a
love-letter, or part of marriage vows. Breaking that promise is a breach of trust a
disloyal act an unfaithful transgression. Every breach is accountable!

Infidelity is a breach of promise. A moral wrong by either a HE or SHE or both. This
transgression entails shunning by family, friends, neighbors, community,...

ADULTERY
During the term of a 'Holy-Matrimony Contract' any sexual trans- gression is a moral
wrong that also is a community crime. Sexual transgression (anal, oral or vaginal) by
husband with another SHE, HE or Animal. Sexual transgression (anal, oral or vaginal) by
wife with another HE, SHE or Animal. These transgressions are, Adultery'. Adultery
results in mandatory canceling of a, ' Holy- Matrimony Contract ' ( divorce) .

If the wife is not pregnant and there are no children. The Adulterer
(HE or SHE) is prosecuted, MS R4 ! Everything owned by the Adul- terer goes to the
victim of this betrayal as compensation. Husband and wife are adulterers both are
prosecuted, MS R4 and everyth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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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y own goes to Treasury.

If the wife is pregnant and or there are children. The Adulterer (HE or SHE) is
prosecuted, MS R5 ! The Adulterer (husband or wife) is not allowed to see or be near the
children ever. Everything owned by the Adulterer goes to the victim of this betrayal as
compensation.
Husband and wife are adulterers both are prosecuted MS R5 and everything they own
goes to Treasury. Children go into Foster-care and are never to see their parents
again.

Divorce
Divorce becomes mandatory when 1 or both parties of a ' Holy- Matrimony
Contract ' breach it or become unable to fulfill their obligations.

Repeat offenders of Addictions (see Scroll 4) . Adultery .
If 1 or both parties of, H-MC enter Caged-Rehabilitation. If 1 or both parties of, H-MC
are 7 weeks on life-support. Certified Mental incompetence. Certified 50% or more
physical-disability.
Divorce 1 party needs to be found guilty. Guilty looses every entitle- ment from the
'AvL&E' statement plus any gains made during contract. Also there is to be no more
contact with the children. Both guilty, children go into foster care. Assets go to
treasury.

Separate
Separation after completing H-MC . Value of 'AvL&E' statement is divided equal. Both
parties are to stay in touch with children (grand- children) .

Separation of Companions after giving 3month's notice at Shire-office
. Value of 'AvL&E' statement is divided equal. Both parties are to stay in touch
with children (grandchildren) .

Parenting
Currently a majority of Parents are not capable to give their
children the opportunity to produce their best. This is due to
wealth-apartheid many children are denied the opportunity to
produce their best. Custodian Guardian have the answ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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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d wealth-apartheid asset-strip and cage ( MS R6 ) the criminals who are cause
and effect of wealth-apartheid.
Custodian Guardian use community parenting, Free education, Learn & Teach, Shire
SmeC and Province PHeC! Community paren- ting a collusion of scholars, educators,
medico’s and parents. Join us for good parenting.

SmeC ' Shire medical & education Complex'.
PHeC ' Provincial Hospital & education Complex'.
PDEc ' Provincial Defense & Emergency center'.
CE ' Community Emergency service'

Child naming
Custodian Guardian give their new-born 3 names. 1 st name (up to 10 letters) , 2 nd name (up
to 10 letters) , family name (up to 10 letters) . None of the names has more than 10
letters. C-G pick the new-born’s name before birth. A new-born’s name represent the
continuation of a mothers’ and fathers’ family heritage.

The 1 st name of a SHE new-born has a female 1 st name from the mothers family (alive or
deseased) . The 1 st name of a HE new-born has a male 1 st name from the fathers family (alive
or deseased) . At birth the parents are undecided on a name. The new-born is given the
default 1 st name. A SHE new-born gets the mothers’ 1 st name. A HE new-born gets the
fathers’ 1 st name. Names once given cannot be altered.

The 2 nd name of a SHE new-born has a female name from the fathers family (alive or
deseased) . The 2 nd name of a HE new-born has a male name from the mothers family (alive
or deseased) . At birth the parents are undecided on a name. The new-born is given the
default 2nd name. A SHE new-born gets the fathers’ mothers’ 1 st name. A HE new-born
gets the mothers fathers’ 1 st name. Names once given cannot be altered.

When entering a ' Holy-Matrimony Contract ' SHE keeps her family-name as does
HE. The Family-name of a SHE new-born is the mothers’ family-name (mandatory) .
The Family-name of a HE new-born is the fathers’ family-name (mandatory)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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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ivilege 9 :
Have a pet!

Part of a Custodian Guardian's duty is to live in harmony with animals. A 'Custodian
Guardian family' will incorporate animals into their family. These animals are known as
pets. They are trained, cared for and loved.

Pets are to be no danger to the community, the Habitat and it's wild life. Pets are
non-poisonous. Pets are not predators. Pets are not wildlife. Pets are no bigger then
a small dog. Pets can't fly.
Mammal pets are desexed. Only licenced breeders can breed.
Unlicenced breeding, MS R3 for each animal.
Mammals must not just be kept inside but get outside exposure.

Dogs and their carers have to complete obedience training. Failing to
do so, MS R1 . Large Dogs are not used as pets. Breach, large dogs
are taken from owner,
MS R1 . Only small dogs live in Cluster Homes.

Cats are predators and like to roam making them unsuitable as pets,
breach, MS R3. Flying birds need to be free to fly. Making them
unsuitable as pets, breach,
MS R2 .

Cluster Homes allow small: Aquarium, terrarium, small dogs. Don't
allow: Cats, Wildlife, domestic animals, any- thing that is larger
than a small dog, no breeding. Creatures that are a threat to
tenants and or habitat.

Aquarium
Aquarium part of the Custodian Guardian
Education system. Every SmeC, PHeC
have Aquarium. Children are taught
Aquarium maintenance. Cold water and
Tropical fish are most suited for
cluster-hom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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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rrarium
Terrarium are part of the C-G Education
system. Every SmeC and PHeC have
Terrarium. Children are taught Terrarium
maintenance.
Small Terrarium are most suited for
cluster-homes.
Pets are allowed to behave natural. Before getting a
new pet owners need to educate themselves about
how their pet behaves natural. Ignorant pet-owners
may force pets to behave unnatural. This becomes
cruelty to pets.

Cruelty to Pets
Mutilating: clipping ears, tail,... MS R2
Fashion fur trimming. Painting fur,
skin,... Dressing them up,...
Treating them as human, denying them to
be themselves. MS R2
Hurting: beating, kicking,... MS R2 for each animal!
Torturing: bait, lab animal,...
MS R3 for each animal!

Thrill-killing: hunting, poaching, roadkill, safari,... MS R4 for each animal!

Breeds: Pugs, English, French Bulldogs
are bred with evermore flat faces. Pet
owner are attracted to the flat face for its
childlike resem blance. The inbreeding
results in side-effects. Breath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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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blems have dogs collapsing: during hot weather, heart disease due to poor
breathing. Unfortunate that the dogs suffer their whole life, because of human cruelity. Pet
owner think the breathing difficulty are charming personality features. This type of
breeding ends, MS
R4 for each animal! Shun and Shame owners!
Keeping 1 pet without it socializing with it’s own kind is cruel. Animals are also part
of, 'C.G. Free-Education' and 'Teach & Learn'.
Some are domestic animals, others are pets. Not wildlife.
SmeC : New-born club, Basic-School, Girl's only School,
Family-College all have pets. Looked after by educators,
mothers, scholars. Smec also have farm animals and wildlife
studies.
PHeC : Boy's only school, Apprentice-College, Technical
College, Leadership-College, Leadership-Camp all have
pets. Looked after by scholars, educators and fathers. PHeC
also have farm animals and wildlife studies.

1 GOD is waiting to hear from you !

Pet Prayer

Celebrate Pet day 11.3.7.

Dear 1 GOD , Creator of the most beautiful Universe Your most humble
faithful custodian guardian (1 st name)
Thanks you, for the joy of Pets I shall train, care for and cherish all
pets I endeavor to be a responsible caring Pet keeper I shall
protect Pets from cruelty and mistreatment For the Glory of 1 GOD and
the Good of Humankind
This prayer is used on Pet Day or whenever needed.

ÿÿÿÿÿÿÿÿÿÿÿÿÿÿÿÿÿÿÿÿÿÿÿÿÿÿÿÿÿÿÿÿÿÿÿÿÿÿÿÿÿÿÿÿÿÿÿÿÿÿÿ

Pets are a responsibility
Neglecting pets anger 1 G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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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ivilege 10 :
Have violent free community!
People have a right to feel save in their home. They have a right to feel save at study and
work. That is why the 'Custodian Guardian Shun Violence' concept is made available (see
C.G. non violence concept)
for implementation in every Shire .

Shire provide Sentinel services. Sentinel handle low to middle risk guard and patrol
duties. On, or off duty a Sentinel will report anti- social behavior (vandalism, crimes,
pollution) and report any community health and safety issues. Sentinel will arrest for
perceived broken breaches and committed crimes. Then call his station for a patrol to
pick up the arrested.

Shire provide a mandatory 7 hour Night-Curfew from 14-21
hours (C.G. Klock) . For good health, reduction in energy
consumption, less pollution and protection of wildlife. Reduction
in crime, cost to government, encouraging multiplication.

Emergency-service workers are assisting Law-enforcement. By being vigilant of
breaches of Rules, Regulations on or off work. They may have to make civilian arrest's.
CE reservist may be called to help.

People help their neighbors when under attack.
Workers help fellow workers. Educators &
Scholars help each other.
Every Shire's aim is to be violent free.
Having a violent free community is a Right and Duty. Every
person has a right to feel save. Every person has a duty to help
people who have violence inflickted on them. Not doing so, MS R2

People who allow violence, watch violence,
MS R2 People who encourage (cheer on,
help) , incite, violence, protect violent
people from arrest, MS R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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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GOD is waiting to hear from you !

Victims of Crime Prayer

Memo r i a l - d a y 2 . 4 . 7 .

Dear 1 GOD , Creator of the most beautiful Universe Your most humble
faithful custodian-guardian (1 st name)
Asks to ease the anguish & pain of Victims of Crime Help Victims
of Crime get Justice and compensation I promise to help punish
crime unending Ask that Evil is punished in Life and Afterlife For
the Glory of 1 GOD and the Good of Humankind

Prayer is used on Victims of Crime Day (Fun-Day theme) !

ÿÿÿÿÿÿÿÿÿÿÿÿÿÿÿÿÿÿÿÿÿÿÿÿÿÿÿÿÿÿÿÿÿÿÿÿÿÿÿÿÿÿÿÿÿÿÿÿÿÿÿ
Violence starts with the unborn. Violent surroundings in-still the propensity to violence
for the rest of the life. The propensity to violence needs a trigger to turn violent. Triggers:
Alcohol, anger, fear, peer-pressure, contact-sport, fight-sport, ignorance, humiliation,
mind altering substance, lack of empathy, provocation, violent video, violent
video-games,...

An unborn exposed to mum and dad verbally abus- ing each
other. Learn that it is okay to verbally abuse and will do so later
in life. A unborn exposed to mum being physically hurt by dad. SHE
newborn will later in life endure physical abuse by HE. HE
newborn will think it's alright to hurt SHE.

Aggressively abusing, intimidating, dominating others is bullying.
Bullying starts with intimitation and can evolve into assault. Bully's usually surround
themselves with hapless cowardly individiduals.
Bully and gang become guilty by association. Indimidation, MS R1 .
Threats, MS R2 . Hurt or killing: individual, child, Juvenile, Adult, Senior or Gang
rules apply.

Violenceisthethreat
STOP V I OLENCE s t a r t a t h o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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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ivilege 11 :
Free treament when sick!

Free treatment when sick is a 1 GOD given right to good people. Free treatment is not
available to Rehabilitators. People with self-inflicted health-issues (Addictions,
cannibalism, elective surgery, mutilations, suicide,...) don't get free treatment.

1 GOD is waiting to hear from you !

Good-health Prayer

Celebrate Good-health Day 12.1.7

Dear 1 GOD , Creator of the most beautiful Universe Your most humble
faithful custodian-guardian (1 st name)
Apologize for my unhealthy lifestyle I
endeavor to make amends
Please support my efforts to make amends I support 'Free
treatment when sick' For the Glory of 1 GOD and the Good of
Humankind

This prayer is used on Good-health Day

ÿÿÿÿÿÿÿÿÿÿÿÿÿÿÿÿÿÿÿÿÿÿÿÿÿÿÿÿÿÿÿÿÿÿÿÿÿÿÿÿÿÿÿÿÿÿÿÿÿÿÿ
Private, paid (greed, profiteering, waste) for health care ends. Private health insurance is
obsolete its assets are confiscated without com- pensation. Private practises are
absorbed without compensation by the ' SmeC ( Shire medical & education Complex) '.
Private Hospitals are absorbed without compensation by the ' PHeC ( Provincial Hospital
education Complex) '.

Private, greedy profiteering healthcare in corrupt Wealth Apartheid countries have self
regulating bodies. They protect negligent criminal healthcare practioners from
prosecution. This body lobbies for injust Laws. It also helps their members to rip off
patients. Every selfregu- lating body (not just health) is shut, its administrators caged, MS
R6
University educated 'GP (General Practioner) ' are not real medics. They
are pill dispenser for Pharmaceuticals. The Pharmaceuticals reward these
fake medics with cash, gifts, trip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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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stodian Guardian medical training for 'GP' is via ' SmeC '. SmeC offer free-medical
care (preventive, continous and after-care) .

Custodian-Guardian medical training for 'Specialist' is via ' PHeC '.
PHeC offer free hospital care.
Custodian Guardian ambulance, emergency training is via ' PDEc
( Provincial Defence & Emergency center) '. PDEc offer free
ambulance and emergency services.

Many Pharmaceuticals' are poisonous and don't cure.
They ease (maybe) discomfort and need to be taken long term. They
'ALL' have side effects demanding more Pharmaceuticals' (poison) more
side effects.

A parasitic predatory profiteering marketing system.
Create demand> repeat (dependancy) > introduce new
(side effects) products (many victims end up taking 14 pills with side
effects a day) . Reward sales people
(Doctors) . This corrupt system is why health-care is so expences
and wasteful.
Pharmaceuticals' are primitive expensive treatment. Pharmaceuticals’ are a last resort
treatment. Shun Health-care practioners that only prescribe Pharmaceuticals'. They are
incompetent corrupt “Quacks”. Demand they be disqualified. Note! Adhering to
custodian guardian diet advice and following exercises, reduces ailments by 80 %+.

Rehabilitators that receive limited healthcare are billed. Rehabilitators
cannot go on life-support.
Rehabilitators don't receive cosmetic surgery.
People with self inflicted health issues pay for health- care: Alcoholics,
Dare-devils', Thrillseekers', Druggies', Fasters', Mutilators' (body
piercing, circumcision, cosmetic surgery, tattoos, transfusions,
transplants) , Smokers, ... People that don’t care about their health are
held accountable.

The Community owes GOOD people, FREE MEDICAL

39

1 FAITH 15.08.1.1 NAtm
Law-Giver Manifest As it is written it shall be !

1 GOD 1 FAITH 1 Church Universe Custodian Guardians
www.universecustodianguardians.org

Privilege 12 :
Free education!

Free Education is a 1 GOD given right to good people.

Free Education is the 1 st step of fulfilling Scroll 1 Belief 4, “Humankind is
to seek, gain knowledge then apply it”.
Custodian Guardian Free Education is available from cradle to

cremation. Children, juvenile with mental, physical, sexual disability don’t
attend Free education. They are looked after & live in specialized
provincial compounds.

SmeC ( Shire medical & education Complex) beginning and end of Free Education. HE
from age '0-9', SHE from age '0-16' & Seniors from age '63 onwards until end.
SmeC is a careerpath for only SHE (mothers) ! Every SmeC
has a 'Gathering'.

Free Education at SmeC : Children attend 6 days a week from 1 hour after Sunrise to 1
hour before Sunset. Children are provided with cover all, footwear, educational material,
food and drink. They rest, have a bath (New born club) , the rest have a shower.

Mothers attend 6 days a week from 1 hour after Sunrise to 1 hour before Sunset (they
get 3 hour break) . Mothers are provided with cover all, foot wear, food, drink and
get paid ( 1x wmw ) . Can shower. Note! When leaving, Mothers and Children change.
Everything provided stays. There is no home work.

Age 0–2: a newborn attends with his mother a ' SmeC: Newborn club ' 6 days a week. Newborn
on completing year 2 receive ' New- born club Diploma' Mothers completing 280 hours
club learning and teaching receive: ' Year 1 Apprenticeship 'SmeC' Certificate '

Age 3–9: boys & girls (Scholars) attend 6 days a week mixed classes
(co-ed) SmeC: Basic-School ' Scholars on completing year 9 receive
' Basic-School Diploma' . Mothers completing 140 hours Basic School learning & teaching
receive: ' Year 2 apprenticeship 'SmeC' Certificate '

Age 10–14: girls (Scholars) attend 6 days a week girls only classes at ' SmeC: Girl's only
School '. Scholars on completing year 14 recei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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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irl only School Diploma' Mothers completing 140 hours Girl only School learning &
teaching receive: ' Medical & Education Trade- Certificate' .

Age 15–16: girls (Scholars) attend 6 days a week paid (1x wmw)
classes at ' SmeC: Family-College '. Scholars on completing year 16 receive ' Family-College
Diploma'

62 year old SHE teach: SHE passes on Life Experiences to next generation (paid
3x wmw) at Family College .

Age 63 or over senior (co-ed) education is available at ' SmeC: Senior Activity
Club ' .

PHeC ( Provincial Hospital & education Complex)
provides continous Free Education. HE from age '10- 18' 'Boy's
only school', & 'Apprentice-College'.
HE & SHE further education: Technical-College,
Leadership-College, Leadership-Camp.
Age 10 – 14: boy's (Scholars) attend 6 days a week boys only classes at, ' PHeC Boy's
only school '. In groups of 14, they learn through watch, listen, try, understand & teach (wltut)
. After completing year 14 receive a ' Boy School Diploma '. Fathers on 1 day a week
roster- duty are trained and operate as teachers aid.

Age 15 – 18: boy's start a 3 year rewarded (1 wmw) apprenticeship at ' PHeC
Apprentice College '. In groups of 14, they learn through watch, listen, try, understand
& teach (wltut) .
Year 1 they attend College 3 days & work at a CROn 3 days.
Year 2 they attend College 2 days & work at a CROn 4 days.
Year 3 they attend College 1 day & work at a CROn 5 days.
After completion earned: ' Trade-Certificate '.

62 year old HE teach: HE passes on Life Experiences to next generation (paid
3x wmw) at Apprentice College .
Age 63 or over senior (co-ed) education is available at ' SmeC: Senior Activity
Club ' .
Further Education is available for HE, SHE at ' Technical-College' .
They hold 1 month fullday Supervisor courses. This is a 1 hour af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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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nrise to 1 hour before Sunset 6-days a week 4 week course. Daily- routine: prayers,
exercises, psychology, communication, delegation, ledership, com -mittees,.. After
successful completion earned ' Supervisor-Certificate '

' Leadership-College ' provides for HE, SHE 2, 1 month fullday courses 'Leader-Diploma'
& 'Manager-Diploma' . Leadership course daily-routine is similar to Supervisor course
+ emergency-service obligations. After completion receive ' Leader-Diploma '.

Manager course involves starting setting up a ' CROn ' + emergency- service
obligations. Completion earn’s ' Manager-Diploma '. ' Leadership-Camp' 2 month full
day administration course for HE, SHE. Course sets up a ' Cluster-CROn '
and deals with an emergency (PDEc training) .
Completion earn's ' Administrator-Degree '.

PDEc ( Provincial Defence & Emergency center) operates 'CE
(Community Emergency service) '. CE operates 1 year compulsive 'Community
Emergency ' service' training by 17 year old SHE & 18 year old HE. It retrains
reservist.

PHeC & PDEc share 'Leadership-Camp training. Everyone who received 'CE' training
becomes a reservist. Every HE that completed 'CE' becomes a reservist on standbye,
until age 49. SHE after completing 'H-MC (Holly-Matrimony Contract) ' becomes a
reservist on standbye, until age 49.

Provincial Government provides 'Free-Education' from unborn to including Seniors. Non
Government education is not supported and closed. Education (free, public) is
provided by the Province & Shire.
SmeC ' Shire medical & education Complex'.
PHeC ' Provincial Hospital & education Complex'.
PDEc ' Provincial Defense & Emergency center'.
CE ' Community Emergency service'
Education is a collaboration between Parents, Educators and medics.
It involves Free-education, Free-health and Apprenticeships.
No, homework! No, non government education! No, Universi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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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st Learn, when comprehending, start teaching. In free education fast learners teach
slow learners. At work the experienced worker trains new-comers. At home,
grandparents teach children, grand children. Parents teach children.

1 GOD is waiting to hear from you !

Eeducation Prayer

Celebrate Education Day 6.1.7 .

Dear 1 GOD , Creator of the most beautiful Universe Your most humble
faithful custodian-guardian (1 st name)
Promises to seek, gain, apply Knowledge all life long To Learn &
Teach via Free Education To support public Free-education Pass
on Life Experiences to next generation For the Glory of 1 GOD and
the Good of Humankind

This prayer is used in class and on Education Day

ÿÿÿÿÿÿÿÿÿÿÿÿÿÿÿÿÿÿÿÿÿÿÿÿÿÿÿÿÿÿÿÿÿÿÿÿÿÿÿÿÿÿÿÿÿÿÿÿÿÿÿ
Plagiarize to build on and advance new ideas. Why rewrite some- thing that is well
written. A good piece of writing should be cherished not be mutilated by rewriting. Plagiarize
a good piece of writing and then expand on it . Evolution (good enough for 1 GOD) progresses
by building on existing and then creating new. Reading a good piece of writing
encourages the mind to lift one's intellect to the high standard of the original. Stopping
this thinking to concentrate on rewriting is mediocre time-wasting education. Be smart,
'Plagiarize'.

Plagiarism does not only apply to writing. Plagarism applies to all 'IP' (Intellectual
Property) . The Community gives people the means and opportunity to
develop Intellectual Property. Therefore all 'IP' is community property to
be used by all! Profiteering from 'IP' is plundering the Community a
Crime: ' MS R6 '

All 'Intellectual Property' belongs to the community for the benefit of all. In corrupt,
greed, profit driven Anti-1 GOD countries, plagiariz- ing may infringe copyright. Claiming
Copyright is stealing from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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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unity, criminal behavior: ' MS R6 '
Homework is the most dishonest and useless form of learning or teaching. A Scholar
is under pressure from distractions, ignorance, friends, parents, timeline... Most
homework is not done by the scholar who is being assessed and graded. Homework
because of its dishonest nature is useless and misleading for assessment. Parents
and Educators supporting homework, support cheating, dishonesty.

Educators have moral issues when marking. They suspect
that the scholar didn’t do the assignment. Because of this
uncertainty any marks given are useless. Homework as tool
of

assessment of comprehension is mislea- ding. Therefore Homework is fake, a waste of
time and resources. NO HOMEWORK

Assessment : Is needed to make Teach & Learn useful and effective.
Note ! There is: 'NO Homework' !!!
Scholars are assessed for comprehension assignments completed in class. Whenever
a study-module is completed, Scholars get assign- ments to assess comprehension. The
comprehension assignments are completed in class. Note ! There is: ' NO Homework '
!!!

There are 2 assessment: Pass or Fail.

70
%

Pass rate is 70% comprehension. A fail and the scholar has to repeat the
study-module until a pass. Note ! Only the module needs repeating not the
whole year.

There is no final year Assessment or final examinations (useless activity) . Assessment
is only for each module, not for accumulated modules. When a Scholar has passed all
set modules a Course Certi- ficate is issued.

Educators are assessed for work competence, dedication to 'Learn & Teach'
and pupil comprehension. A teacher needs to be able to 'self assess' their
teaching performance. A class pupil comprehension-rate of 90% plus is
acceptable.
Anything less, educator (Teacher) is removed, retrained.

90
%

Before each teaching term all study-module comprehension assig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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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nts for the term must be 'successfully' completed by the relevant educator. The
Educator needs a Pass rate of at least 90%. Failure, the educator does not teach this
subject that term. An assessment is made if that person is suitable to be involved with
Education. Note:
C-G do not support multi skilling. Knowing a little bit of everything and nothing well.
Makes a person mediochre, not suitable for education. Educators are to be
knowledgeable specialists'.

80
%

A School pupil comprehension rate of 80% plus is accep- table. Less,
Principal-Educator is removed. Returns to teaching.

A school year is divided into 3 terms. Term 1, the 1 st, 5 months. Term
2, the next 4 months. Term 3, the last 5 months of the Custodian Guardian Kalender. There
are no school holidays. Educators, scholars are entitled to 2, 1 week holidays. Taken
separate, 1 week at a time. At least 3 months’ apart. Must apply at least 4 weeks in
advance. Parents apply for scholars.
Note: Free education providers have field trips (day or longer) in every term. Field
trips are free, mandatory. Educaters, sholars and some parents (as needed) participate.

Exercise
Scholars, Educators daily (mandatory) participate in indoor exerci- ces (use LGM as
guide) . Gym’s, Oval’s are closed (mandatory) . Con- tact sport, fight-sport, elite-sport (1
winner, many loosers) are banned
Any headmaster, educator deviating is removed from Education.

Sexual-Disability
Scholars that show signs of, ‘Sexual-Disability’ (child-molesting, same gender, confused
gender) . Are evaluated by a committee (educators, medics, parents) . If found afflicted are
transferred to, ‘SDQC’ (Sexual- Disability Quarantine Compound) . For their own
protection and protect the other children.

Mental-Disability
Scholars that show signs of, ‘Mental-Disability’ . Are evaluated by a committee (educators,
medics, parents) . If found afflicted are trans- ferred to, ‘MDQC’ (Mental-Disability
Quarantine Compound) . For

45

1 FAITH 15.08.1.1 NAtm
Law-Giver Manifest As it is written it shall be !

1 GOD 1 FAITH 1 Church Universe Custodian Guardians
www.universecustodianguardians.org

their own protection and protect the other children.

Physical-Disability
Scholars that show signs of, ‘Physical-Disability’ . Are evaluated by a committee (educators,
medics, parents) . If found afflicted are trans- ferred to, ‘PDQC’ (Physical-Disability
Quarantine Compound) . For their own protection and protect the other children.

Seek > gain > apply knowledge via
Free Education <Learn & Teach
Privilege 13 :
Rewarded work !
Every person has a 1 GOD given right to be useful and have rewarded work. Unemployment
is not acceptable. A burden to the community. A useless life.

Rewarded work is divided into wage earner and volunteer. Wage earner looks after
the needs for the physical side of life, receiving monetary reward. Volunteering is
good for the Soul. 1 GOD loves volunteers! 1 GOD is watching!

For economic management, wages and conditions (wmw) are set by Provincial
Government. ' wmw ' are set annually. wmw may stay the same, or go up, or go down as
economic conditions require.
To set wages and conditions they are standardized. For best economic management
everyone's a wage earner. Private, State ownership are abolished and replaced by CROn .
Unions are deregistered. Govern- ment sets wages and conditions. There are 7 pay
grades.

Pay is based on a 'weekly minimum wage ' (wmw) and a multiplier.
Payscale starts wmw x1 (minimum) to wmw x7 (maximum) :

wmw x 1
wmw x 2
wmw x 3
wmw x 4

unskilled, apprentice
skilled, Trady
Master-Trady
Supervisor

wmw x 5
wmw x 6
wmw x 7

Leader Manager
Administrator

(maximum)

wmw 6 days, 7 * hours a day, 42 hour workweek, no work on day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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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un-Day) . Daily work-hour span (Time-Triangle) : 1 hour after Sunrise to 1 hour
before Sunset. Outside this time only emergency services work (Night-Curfew) .
Weekly no more then 18 hours (3 hours a day) of part-time work. No casual work.

* C.G. Klock, New-Age time-management is used

Conditions for all 7 pay grades:
Expecting SHE' s receive 7 weeks paternity leave,
wmw 1 then SmeC rules apply ~
HE' s receive 1 week maternity leave, wmw 1 ~

Sick-pay for all pay-grades, wmw 1 ~
There is 3 day grievance leave, wmw 1 ~
There are 2, 1 week (14 days)

annual-leave pay-grade, wmw 1
~ There is no annual-leave loading, nor
long-service leave ~
Work gear, Food, Drink, hygiene are
provided.
Work conditions: A workplace is to be healthy, safe, with protective gear
and footwear worn as needed. Push- ing people to do more work in less
time is unsafe, unheal- thy and decreases quality. There are breaks every
3 hours. Total hours worked (includes overtime, 10% loading) a day must
not exceed 10 hours .

Career path! Apprenticeship, when there is an opening, promoted by work
experience, seniority. Further study after qualifying ( HE, SHE) . When there is an
opening, promoted by work experience, seniority. Further study after qualifying.
When there is an opening, promoted by work experience, seniority. ...

Tax for income up to wmw7 : 0% ~ Tax for income above wmw7 :
100% ~ Tax for fringe benefits : 100% !

Workers who cannot find full or part-time work.
Are usefully employed (Good-doers') by the ' Shire ' on
wmw x1 . Having Good-doers eliminates unemploy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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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GOD is waiting to hear from you !

Workers Prayer

Celebrate Workers Day 5.1.7 .

Dear 1 GOD , Creator of the most beautiful Universe Your most humble
faithful custodian-guardian (1 st name)
Asks for help so I may be a useful worker May my efforts be
appreciated & rewarded fairly I endeavour to do my best at all
times I will make my community proud of me For the Glory of 1
GOD & the Good of Humankind

This prayer is used on Workers Day

ÿÿÿÿÿÿÿÿÿÿÿÿÿÿÿÿÿÿÿÿÿÿÿÿÿÿÿÿÿÿÿÿÿÿÿÿÿÿÿÿÿÿÿÿÿÿÿÿÿÿÿ
Privilege 14 :
Receive respect !

Custodian Guardian give 'Respect' they in return want to be respected
Receiving respect is part of a harmonies family, workplace, communi- ty. Receiving
respect is a privlege. C.G. show respect to other C.G., to Elders and members of the 1
Church ( UCG1) . They also show respect to other deserving people.

Receiving Respect is showing admiration for virtue or achievement .
It may take time and effort to become aware of good qualities. When aware and where
appropriate, honor those qualities with Respect.
Parents receive respect from their children. In return parents respect their children's
growing pains. Elderly receiving respect from younger show respect via
knowledge-continuity. People show respect to elect- ed leaders. Workers show respect
to CROn committee members.
Respect is not a Freebie. Respect is earned! People who have not earned respect.
Do not receive respect. They need to improve.

Are you receiving respect, 'Yes, Good'! Not receiving respect, 'Why Not'! Self evaluate,
ask others. You may need to change. Others may need reprimanding.

Respect ! A worthwhile Goa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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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ivilege 15 :
Receive justice !

Receiving Justice is a 1 GOD given human right! The greatest threats
to Justice are Hereditary-Tyrants, Political-Tyrants and Wealth
apartheid. Denying this 1 GOD given privilege is insulting 1 GOD and a
commu- nity crime MS R6-7

A threat to Justice is In-justice, Elitism, Corruption,..
(Chain of Evil) . Injustices are the result of estate and arrogant,
selfish and power addicted Hereditary and Political Tyrants.
Hereditary-Tyrant’s abdicate or are caged, MS R7 . Political-Tyrant’s
are caged, MS R7 .
Wealth-Apartheid, estate, ends. Corrupt, Parasitic, Predatory,
Profiteer’s are asset stripped, caged, MS
R6 . Replaced by CROn and wmw.
Custodian-Guardian support a just, democratic society.
That is based on, or behaving to what is moraly right, fair and written in
the, Law-Giver Manifest .
To receive justice. There are enforced Laws. Upheld by a
non-combatting Judiciary (Sheriff Lawyer Pool, Marshall Barrister
Pool) . Who collaborate to find, ’Truth’. Proclaim, ‘Guilty’ or ‘not
Guilty’. Hand out, accumulated ‘Mandatory Sentence’,
Rehabilitation’
and compensation as warranted. Note! There are no juries. There is no civil litigation.

1 GOD's
Justice

Judgment-Day > Purity-Scales
(Scroll 7) Relive Prayers

JUST I CE a HUMAN–R I G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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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ivilege 16 :
End with dignity !
Custodian Guardian believe 1 GOD has the right to decide who lives or dies. People
have a 1 GOD given right to end their life with as much dignity as events allow. That
entails ending an unlivable life by putting the life and death decision in 1 GOD's hands.

A Person on life-support have it turned of (by medical staff) after 3
day's (mandatory) . 1 GOD then decides if that person lives or dies. Leaving
a person longer on life-support is torture, a crime, MS R7 .

A Person is told they have a life threatening illness. 1 st their body is butchered (surgery) .
Still alive the person is burned (screaming in agony) with radiation. Still alive the person
is now poisened (Pharm- aceuticals) . Still alive you may be cured for now. Or you are
not cured, after the torture you are left to die a slow and agonizing death. It is cruel
inhuman. Not an end with dignity.

Custodian-Guardian support preventive health consisting of diet, exe- rcise and
immunization. Surgery is a last resort medical procedure. Radiation treatment is torture
not to be administered. Pharmaceuti- cals' are to be avoided, they are an unhealthy
ripp-off. They all have side effects and are a great health risk to be avoided.

A Person unable to make a sandwich and eat it now or in the foresee- able future. May
want to envoke the 1 GOD decision making process
(live or die) . Every person has the right to deny: treatment, food and drink (no liqued
intake your dead in 2 day’s) . Denying a person this right is torture, a crime, MS R7 .

1 GOD's design is that everything in the Physical Universe has a beginning and end,
including the human-body. Human compassion demands putting an end to suffering. Not
'artificially prolong' life. Artificially prolonging life is interfering with 1 GOD ’s design (the
Soul’s mission) .

To avoid being buried alive, cremation is a must. Cremation
also frees the Soul. Note!
Graveyards are a health-risk, a waste of l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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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lf inflicted killing (euthanasia, suicide) is a sign of a weak mind, a weak spirit. It is a
Life-experience for the Soul. Other humans should not interfere unless there is a
danger to others. 1 GOD will handle this on Judgment-Day. Helping a person to a
self-inflicted killing is acceptable as long as the relevant court accepts that there is a
death-wish. Severe suffering is torture. End it!! Note! Humans end it (compassion) for
suffering animals. However they lack the same compassion for their own kind.

Ending life with dignity is a human right.
1 GOD is waiting to hear from you !

Soul Prayer
Dear 1 GOD , Creator of the most beautiful Universe Please Welcome
a member of our community A humble custodian guardian who
struggled to be good A much loved person who fulfilled their mission
Fire frees this Soul for Judgment-Day A unique Soul missed For the
Glory of 1 GOD and the Good of Humankind

This prayer is used after a person died or any time. Is used at a End-Portal
Ceromony of a Crematorium.

ÿÿÿÿÿÿÿÿÿÿÿÿÿÿÿÿÿÿÿÿÿÿÿÿÿÿÿÿÿÿÿÿÿÿÿÿÿÿÿÿÿÿÿÿÿÿÿÿÿÿÿ
Privilege 17 :
Have freely elected government !
Humans are social creatures. They like to belong.
Freely elected committees fulfill this need. Leadership by 1 is
Tyranny. Leadership by committee is fair.

Hereditary and Political-Tyranny are replaced with multi
choice freely elected (1 st past the post) governance. Governance
represents HE, SHE with equal representation. Elected
officials use the ' Law-Giver Manifest' as gui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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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ople are supporting freely elected Government by voting in elect- ions. Not voting
may result in radicals taking over Government and establishing a Tyranny (hereditary or
political) . Tyrants are removed caged, MS R7 . ' Universe Custodian Guardians' support
only 2 types of government, 'Province' (provincial) and 'Shire' (local) .

After establishing a Province it is divided into 35 politi- cal districts. Each
district elect 1 HE, 1 SHE to Parlia- ment for a term of 4 years (Quattro
years) . The candi- date (HE, SHE) with the most votes is elected. The
70 elected are known as Rulers. Custodian Guardian sup- port
independent’s not parties.

The 7 Provinces are governed by Central Committee (Parliament) .
This Parliament is made up of 70 Rulers. 36 Rulers form a Govern- ment. The
Government Rulers are known as Legislators and non- Government Rulers are
called Checkers. Checkers supply a Ruler- Umpire who Chairs' Parliament.

Rulers elect by secret vote a committee of 7 Legislators and 1 Ruler- Umpire. The Rulers
1 st elect 1 HE, 1 SHE. Betwen them the 1 with the higher vote becomes 'Chief'Legislator.
The other 'Checker Ruler- Umpire' (E.g. SHE is Chief, HE is Ruler-Umpire) . Same amount
of votes the more senior becomes Chief.

Next the Rulers elect 3 HE, 3 SHE Legislators. Same amount of votes the more senior
become Legislators. The Chief disburses the 5 Com- mander's (Environment, Exterior,
Interior, Knowledge, Shires) and 1 Auditor portfolios. The Province is now governed.

Note! Parliament's Ruler-Umpire is also auditing the Auditor. Parliament
Accountability is paramount !
The Province creates a 'Shire'. The Province offers 3 'Advisers' to the 'Shire'. The 'Shire'
council is made up of 3 'Advisers' and 2 'Kalifs' (1 HE, 1 SHE) 'Kalifs' are elected every 4
years on the 1st Day of Passover-Month, Quattro-Year * by the 1st past the post system.

* New-Age time-management, C-G Kalender

52

1 FAITH 15.08.1.1 NAtm
Law-Giver Manifest As it is written it shall be !

1 GOD 1 FAITH 1 Church Universe Custodian Guardians
www.universecustodianguardians.org

Custodian Guardian vote in all elections that they are eligible for.

HOW to VOTE
The candidate to vote for:
A HE or SHE no younger then 28 or older then 70. Is or has
been a parent.

Is an employee or volunteer or retired. Is
mentally and physically fit. Has no University
education.

Has not completed any caged Rehabilitation. Has no sexual disability (same gender,
confused gender, child molesting) . Uses the ‘Law-Giver Manifest’ as their guide. Is a

Custodian Guardian

NOTE !
Custodian Guardian Supporters and Klan Elders may nominate, sup- port, endorse and
SHUN candidates in elections. Custodian Guardian Members (Zenturion, Praytorian,
Proclaimer) cannot support, nomi- nate or endorse candidates outside the 1Church
administration.

Voting is a civil-duty.
Freely elected Government is a human-right.
After receiving earned ‘Privileges’. It is time to learn about ‘Failings’.

For the Glory of 1 GOD and the Good of Humankind!
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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