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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umankinds
운명
우주 탐사는 식민지 운명을 humankinds

1GOD 우주 생성 및되기 위해 인류를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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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하나님의 율법 수 여자 매니페스트 기록 된대로가한다! 지방 14.12.3.1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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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리적 우주의 후견인 (1 스크롤 믿음 2) . 1GOD 물리적 우주의 보호 관리자를 곱 및
공간을 식민지화 &되기 위해 인간을 원한다. 우주 후견인 보호자 공급 안내 및
법 우주 탐사에 대한.
노트! 지구의 달은 성역이다. 어떤 식민지 없습니다! 어떤 군사 없습니다! 아니 광산
없습니다! 영구적 계 화합물 없다! 각 지방은 달에 데이터 수집 모듈을 설치합니다. 7 개
스페이스 포트는 달 궤도. 레인저스 모듈을 유지하기 위해 아래로 비행. visiters에 공간
포트 숙박 및 달 표면에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그대로 달을 떠난다. 인간 생존의
기술입니다.

우주 이민 전에 우주 탐사 온다.
각 지방 구축 및 궤도는 'S-XP를 넣어 (공간 - 탐사 포트) '. . 모든
탐사가에서 시작됩니다 SX 피 ' 에스.

우주 탐사 및 식민지는 우주 탐사 코트를 운영하는 7 개
지방에서 공급 및 구현 규칙이 필요 (S-XC) .

SX- 타임 라인은 지식 연속성이다.
후견인 가디언 Funday-테마 공간 탐사 및 식민지을 축하합니다. 우리와 함께 축하!

8.1.7. 우주 일 축하

새로운 시대의 시간 관리

1GOD는 여러분의 의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Y

Y

YYY

우주 기도 우주를 축하 일 8.1.7.
소중한 (1) 하나님 , 가장 아름다운 우주의 가장 겸손하고 충실한 보호자 보호자의 창조주 (1 성 인류를 선택하는 이름) 감사합니다 당신은 물리적
우주의 후견인이 될 수 있습니다
될 것을 약속 인류 및 지구의 후견인은 우주 식민지 및 그 후견인의
영광을 위해 인류의 운명을 성취에 도움을 요청 될 것을 약속 1 하나님 및
인류의 좋은
이기도는 우주의 날에 사용된다 & 필요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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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간 탐사 및 폭력의 여지가 없다
공간 식민지

욕실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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