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상파 세계에
영원하신
아버지로부터
텔레파시 메시지

천상의 과학은

알파와 오메가

이 텔레파시 롤, 그것은 페루에서 스페인어로
작성되었다; (1,975에서 1,978 사이)

지상파 세계에 영원하신
아버지로부터 텔레파시 메시지; 두
번째 메시지; 첫 번째 메시지는 종교
지락에 의해 세상으로부터 숨겨져.어린이 예; 하나는 진실을 찾고 탄생;

그것은 지식, 세기와 세기 동안 기다려온
요한 계시록의 세계를 위해 시작된다;

창조주는 세계가 발전하게 생활 교리를

사용한다; 과거에 그는 당신에게 모세의
율법을 보내; 다음 기독교 교리를왔다;

개시되는 세번째는 신의 램 교리이고; 이
교리는 하늘 과학 호출됩니다; 그 기원은

자연의 동일한 요소에있다; 텔레파시 성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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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주의 크리에이터 이용한다 통신 수단;
항상 그런 식이었다; 과거에 선지자의
교리는 텔레파시로 받았습니다; 모든

것이 기원과 존재의 원인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어린 양의 교리는

끝이 없다. 우주가 없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은 전 세계에 확산 될 것 같은 이유;
그것은 세상의 모든 언어로 번역 될

것이다; 그 영향력은 착취 적 물질주의
가을을 만들도록 할 것이다; 새로운

도덕 세계에오고 있기 때문에, 평화의

밀레니엄에 관한 도덕; 영원하신 아버지의
교리는 항상 세계를 변환; 그것은 지구의

과거에 일어난 것처럼; 새로운 요한 계시록
본 인간의 영혼에 의해 요청 된; 그것은
당신에게 수여되었다; 매 순간, 당신의

실존에 살고요청 된 당신에게 수여되었다;
새로운 계시록은 신성한 성경의

연장입니다. 한 가지 성경의 신중한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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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으며, 다른 종교되고; 당신의 정신은

항상 자신의 기원을 검색하기 때문에 첫
번째는 영원하다; 두 번째 것은 신앙의
상거래입니다. 종교는 세계에서 전에

비난하는 최초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의 교리; 자신의 인간 도덕의 소위
종교는 믿음의 세계를 분할했다; 그들은
그런 일을 할 권리가 없습니다; 그들은

단지 한 하나님이 있다는 것을 잊어 버린;
단지 하나의 진리; 사단 만이 분열하고

자신을 분열시킵니다. 종교 정신은 로마
시대의 같은 바리새인이다; 그들은

과거로부터의 실수를 바로 잡기 위해

하나님 께서 거듭나라고 요청하셨습니다.

재판은 그들에게 양보되었다. 모든 영혼은
자신이 선택한 운명에 재판에 회부되어,

세계의 모든 종교의 사람들을 잊지 마세요;
바위의 영혼들은 멀리 떨어진 세계에서

똑같은 짓을했습니다. 너는 다른 양떼를
3

나눴다. 너는 다른 피조물에 영적 혼란을
남겼다. 당신은 물질적 인 성전으로 많은

행성을 채웠습니다. 당신은 지구에서 다시
그것을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심판받는
첫 번째 사람들이되는 이유입니다.
너는 율법을 어김으로써 똑같은 적

그리스도가된다. 그리고 모든 계명

위반자는 사실상 그렇게합니다. 당신은
성모 교회를 말한다. 나는이 세상에서
아무도 성자도 거룩하지도 않다라고

말한다. 진정한 겸손은 천국에서 알려지지
않은 칭호를 필요로하지 않습니다. 당신의
미세한 행성조차도 그렇습니다. 오직

아버지와 선지자들만 지구라고 불리는

행성 먼지를 압니다. 그 원인은 여호와의

살아 계시는 우주는 끝이 없다는 것입니다.
큰 사람이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누구도

아닙니다. 너는 창녀라는 말을 썼다. 너는

나의 신성한 율법과 교역하기 때문에; 다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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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라인드를 선도하는 블라인드; 누가 다른

블라인드로 오류를 전송합니까? 새 교리가
퍼지면 영적 이기심의 바위가 나뉘게 될

것입니다. 단어 바위 아무것도의 영원을
상징하지 않는다; 지구는 상대적이며

영원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당신의 교회는
영원한이라고 생각; 이 오류에서 당신을
얻을 것이다 올 것이다 이벤트; 단지

마음의 겸손은 영원을 달성했다; 하지

부도덕 내에서 도덕을 가르치는 사람들;

내 맏아들은 지구의 과거에 말할 때; 내가
내 교회를 수립하여야한다이 반석 위에,

그는 인류의 미래를 확인하여 그렇게하는
단계; 태양 삼위 일체가 도처에있다.

그것은 살아있는 시대도 : 과거, 현재,

미래; 그리고 그는 무엇을 보았는가? 그는
모든 위반을 보았다; 그는 당신이 무고한
생물을 박해 한 것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당신의 아이디어를 공유하지 않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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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문에; 당신이 줄기로 전송하는 방법을

그는 보았다; 그는 당신이 훌륭한 면학 및
작가를 박해하는 방법을 보았다 그들이

당신에게 오류를 보게 만들었 기 때문에.
그는 당신이 지상파 왕 즉위 방법을 살펴
보았다; 왕의 한 왕이 당신의 이기적인

바위를 알고; 하나님 아버지, 인생을주고

주시는 분. 왕의 제목은 천상의 세계이다;
악마는 정신 왕이라고; 계명은 왕이되기

위해 가르쳐주지 않는다; 그들은 모든 것
위에 겸손 해 지도록 가르친다. 당신이

아버지의 자녀들이 서로를 죽일 수있는
무기를 축복하는 방법을 그는 보았다;

당신이 악마를 아는 것은 하나님의 계명은

말한다 : 너는 살인하지 말라; 그는 믿음의
상거래를 보았다 그는 당신의 영혼의

모든 부도덕을 보았다; 그것은 다시는
위반으로 떨어지는 전에 다시 태어나

요청했습니다 더 잘했을 것이다; 당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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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는 하늘의 왕국에 알 수없는; 아버지의
자녀들의 신앙을 나누는 척 모든 도덕를
알 수 없습니다; 왕국에 알려진 유일한

성전은 작품의 사원입니다 일은 존재하는
가장 오래된 명령이다. 당신의 미세한

행성이 태어나 기 전에, 작업이었고 거대한
세계에서 실행된다; 일의 성전은 절대로
먼지로 줄어들지 않는다. 당신의 물자

사원 먼지로 감소합니까; 그리고이 행성의
물질적 인 숭배가 사라집니다. 배운 적이

했어야 숭배; 때문에 위선에있다이 숭배,

당신은 이십 세기 세계의 전진을 지연 한;
자신의 도덕적, 영적 비행기가 있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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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은 아들 예; 이 하늘의 그림은 모든
정의는 존재가 재현과 같은 방식으로

나오는 것을 보여준다; 모든 인간의 영혼은
하늘의 왕국이 정의를 보았다 모두에게

주어진 자신의 정의를보고 있기 때문에,
모든 하늘의 왕국에 존재; 아무도까지
영성에 관한 한이 세상을 장님 온다;

정의는 당신의 행동에 맞게 조정됩니다.

각각의 하나는 자신의 천국을 약속 때문에;
정의는 살아 계신 계명에서의 법이있다;
만약 측정 될와 같은로드는이고;

아이디어의 각각은 의사가; 모든 의도는

물리적 왕국에 거주된다; 정신이 그것으로
위반을 범한 때 의도는 판단; 인체는 자기
법칙의 산물이다. 대우주에서 산출하고,
하나님의 법이라고; 누구든지 하나를

나타내는 현미경 신성한되는 부정 아버지

거부; 누가 그분의 자녀를위한 최고의 원;
아버지를 거부 누구든지 자신의 영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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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부; 무한한 하늘에서 그들의 마음을 읽을
수 있기 때문에, 그 하늘의 생물이 영혼을

읽을 때, 그들은 판단하여 그렇게; 누구든지
아버지, 살아 계신 하늘은 또한 그들에게

입학을 거부를 거부; 당신이 무엇을 아래로
아래의 일은까지 위의 반향이있다; 당신의
영혼이가는 곳과 율법은 동일합니다; 나의
의무는 아래뿐만 아니라 위까지 아래와
같다; 무엇을 변경하는 것은 일순간
살고있는 철학; 당신의 정의이며,

영적한다; 어떤 물질이 삶의 소금에 남아
있지 않을 것입니다; 당신의 지식;
영마다의 고유 현실은 사는 영원;

육체를했다 때 느꼈던 임시 아니다; 이

요청 육체의 본체; 그리고 그것은 그에게

양보했다 / 그녀의; 육체를 양보하는 것은
아무것도 양보처럼되지 않습니다; 몸은

순간적으로 너무 물리적 구조를 요청하는

생활이다; 그것은 인정되었다; 상속은 모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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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에게 동일합니다. 물질과 정신은

동일한 권리를 가지고; 두 요청; 영적 및
재료 법률 병합; 성약의 방주와 같은

하늘의 왕국에 알려진; 무작위로 수행하지
않는 정신의 구체화를위한; 그것은 책임을
수행; 반대가 자신을 경멸하는 말을;

누구든지는, 자신을 경멸 아버지를 경멸;
누가 그를에서 발견된다; 당신은 당신의

창조주 사방 것을 가르쳐되지 않았다? 에서
상상할 수와 상상할 수없는 무엇인가?
진실로 당신은 입으로 그것을 압니다.

하지만, 아니 자신의 지식에 의해; 자신의

노력에 의해; 네 얼굴의 땀에. 너의 자신의
공로로. 그는 찾을 것이다 추구하는

사람들; 그는 자신이 가장 큰 검색에

사용되는 정도 수여 때문에; 당신이 당신의
실존에있는 많은 것들에 대한 검색 할 수

있기 때문에, 당신에게 생명을 준 아버지를
검색하지 않는 경우, 당신은 하늘 나라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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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어갈 수 없다; 은혜를 모르는 입력 적이
없다; 오직 겸손한 사람; 인생에서 그들
자신의 시련을 겪은 사람들; 그들은

왕국에서 스스로 겸손에 의해 요구 된 시험
이었기 때문에; 하나 그 모든 시험은 각

초에서 요청한 및 부여 된 각각의 순간에

삶을 통해 간다; 심지어 길과 사망의 특성,
당신은 요청을했다; 당신의 시험에서
당신은 가장 높은 도덕성, 단 하나를

수행하도록 요청; 그것없이 당신이 하늘의
왕국을 입력하지 않습니다 때문에; 당신은
도덕 지구에서 배운 것을 요청; 신성한

계명이 당신에게 양보되었습니다. 그들은
막대기입니다. 그들로 인해 심판을받을
것입니다. 그리고이 행성의 완성까지

그렇게 될 것입니다. 인간의 영혼도 절대로
나를 배울 수 없었다. 그러나 나의 계명의
도덕 안에 사는 것이 어둠이 아닙니다.

너희는 아버지가있는 곳에 결코 들어 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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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을 것이다. 빛으로부터 멀리 떨어져있을
때가 너무나 전례가 없으므로 그 숫자를

읽으려면 거듭나 야합니다. 당신의 미시적

진화에 있지 않은 것은 무엇입니까? 당신이
요청한 정의는 당신의 마음이 상상할

수있는 가장 미세한 것으로 시작합니다;
가장 겸손한 사람들이 모든 것에

우선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늘의
왕국과 신성한 정의의 첫 번째; 그리고

신성한 아버지 여호와 전에 첫째; 그리고

당신의 마음이 상상할 수있는 가장 미세한
것; 당신의 아이디어가 있습니다; 매일

당신이 생성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같은
당신은 왕국에서 요청; 기분이 있지만

표시되지 않습니다 같은; 모든 아이디어는
물리적으로 우주로 여행합니다. 당신이

그들이 같은 권한을 가지고; 당신은 문제에
태어나 요청; 그들도 그렇게; 당신은
시간과 공간에 살고 요청; 당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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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디어는, 너무 그렇게; 무엇 위의 최대

것은 같은 아래로 아래 동일합니다; 요청의
상속 모두에서 동일; 거대한 존재의 요청
및 미세한 존재 요청; 생활 문제 요청과

살아 무 요청; 아버지 께서 모든 것을 허락
하신다. 그는 무한하기 때문에; 당신의

아이디어 공간, 전례없는 거리 여행; 당신은
계산하지 않습니다 거리를; 오직 아버지 만
아신다. 당신의 아이디어는 은하 씨로,
나라에 알려져있다; 그들로부터 너희

세계는 너희 천국에서났다. 그것은 내 자유

의지에 기록 된 각 사람이 자신의 하늘을 수
있습니다; 당신의 모든 때문에 미세한 형태
아버지의 상속에있다; 아버지의 모든 것,
자녀들은 가지고있다. 그것은 지상파

부모와 함께 발생하는 것처럼; 그들의 유전
특성은 자손에게 전염된다. 무엇 위의 최대

것은 같은 아래로 아래 동일합니다; 당신의
아버지는 준 상속은 순결과 철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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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족이었다; 그것을 선택 당신의 자유 의지
때문에; 당신이 된 것을 모두 자신의

장점이다; 모든 것이 하나의 얼굴의 땀을

달성되어 있기 때문에, 영적 노력; 비용이
들지 않는 아버지의 창조에서 아무것도

없다; 및 비용 모든 비용; 각 사람의 영적

가치가 없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으므로;
세상의 안락 천국의 가치가 아무것도; 이미
세계에서 즐길 모든 편의 이미 즐길
상이다; 그것 때문에 기록 된 것을

이것이다 : 그리고 그들은 그들의 보상을
얻을; 모든 물질적 인 즐거움은 천국에서
아무런 가치가 없다. 모든 적어도 그러한

즐거움은 계정에 아버지의 계명을하지 않은
철학의 산물이다 때 이러한 철학은 일 번호
갖는다; 창조주가 제공하고 없애 때문에;
당신의 유물론 철학의 확장으로

절단됩니다; 모든 그것의 시간이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은 아버지의 계명과 관련이
14

있기 때문에; 상대성 인생의 시련에

요청하면 자신; 자신의 생명 시스템의

몰락은 자신의 멍에의 가을입니다 그것은

겸손한 사람들에게 가장 위대한 행사가 될
것입니다. 착취와 멸시; 모든 때문에

하나님 앞에 평등; 아무도 풍부한 탄생되지
않았으며 아무도 가난한 탄생하지 않았다;
이러한 상황은 야심 찬 영혼에 의해

만들어졌습니다; 현재에만 사는 사람들;
진화에서 가장 뒤로 영혼; 그들은 아무

짓도하지만 세계를 정복되지 않은 영원
전에 생각이 임시 방법과; 이러한 모든
악마는 세계 자체에 의해 심판을받을

것입니다; 아무도 자기 영혼의 정죄를
원하지 않기 때문에; 세상을 변화시킬

하나님의 어린 양의 교리의 빛; 그것이

천국에 기록 된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세계
지구는 말을 들었다 것과 반대로을했다;
수세기에 걸쳐 내 하느님의 계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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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하고있다 : 겸손은 처음이다; 모든

것들을 위해; 그리고 무엇 당신은 하늘의

계명으로 짓을 한거야? 그들은 모든 일에
처음이기 때문에 내 겸손이 세상을 지배
하는가? 진실로하지; 나는 모든 겸손이
멸시받는 것을 보았 기 때문에; 그들은

당신이 높은 사회를 부르는 그 부도덕의
일부가 될 수 없습니다; 누가 당신에게

그런 사회를 만들 수있는 권한을 준? 제
성서에있는 기회입니까? 진실로 내가
창조주 식물하지 않았다 모든 철학적

나무가 그 뿌리에서 뽑아됩니다 허영의

당신이 악마에게 이르 노니; 모든 생물의

진화가 얼마나 즉, 누가 너를 창조하고 너를
왕으로 만들었 니? 당신은 단지 아버지가
왕의 왕임을 몰라? 그리고 제목 왕이

세상에서 아니다; 그것은 하늘의 세계에
속한다; 사탄은 영 - 왕이라고 불린다.
신성한 계명은 모든 것 위에 겸손하게
16

가르친다. 그들은 스스로 왕이되도록

가르치지 않는다. 나는 귀족 귀족들의

귀신들에게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그

누구도 천국에 들어 가지 못할 것입니다.

너희와 함께 너희 자녀는 3 대까지 안간다.
왜냐하면 여호와의 살아 계신 우주에서
모든 기업이 전파 되었기 때문입니다.

아무도 미시적 인 시간조차도 헛되게해서는
안됩니다. 위반도 1 초 이하이고 천국에

들어 가지 않을 것입니다. 세계의 저주받은
왕, 당신의 후손의 무죄가 당신을 저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천국에 들어

가지 않을 것입니다. 그들과 함께 저주받은
철학에서 당신을 섬기는 모든 남자 또는

여자; 귀족이라고 불리는 유일한 악마가
왕국에 들어갈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왕국에서만 일의 공로가 알려지기

때문입니다. 유니버설 철학; 왜냐하면

여호와의 살아 계신 우주에서 모든 기업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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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파 되었기 때문입니다. 아무도

시간조차하지 않는 미세한 초 헛된

없었다한다 심지어 1 초 위반 덜하고

하늘의 왕국 입력하지 않기 때문에; 세계의
저주받은 왕, 당신의 후손의 무죄가 당신을
저주 할 것입니다; 당신 때문에 이후

그들은 천국에 들어 가지 못한다 그들 각

사람 또는 저주 철학을 제공 여자와 함께;
하지 단일 악마 왕국을 입력합니다

귀족이라고; 왕국에 작품의 장점을 알고

있기 때문에, 유니버설 철학; 모든 겸손하고
정직 요청한 하나; 이었고, 사람들은 지구에
왕이다, 이었고, 허영의 망상에 빠진

영혼이다; 그들은 그들의 영혼 다른 실존의
은하 영향에있다; 모든 재료의 밝기 지성

아무것도이었다 실재; 어둠의 적절한 소금;
일부 세계에서 왕이되지 않았습니다 어떤
악마가 없다; 이 철학은 자신의 사탄에
의해 이끌립니다. 그가 반역있는 권리
18

순간에서; 그와 함께 모반 한 모든 군대.
무리, 지도자로서 왕과 국가가 요청하는
모든 인간의 영혼; 사단의 군단에

속해있다. 너희 모두는 하늘에서 나왔다.
심지어 악마가 나왔다; 그 영은 다른

피조물의 관습을 얻는다. 그냥 너희 가운데
공교롭게도; 무엇 위까지 인 것이 아니라
아래로 아래 동일에 대한; 사탄의 모방은
종교, 부자, 왕과 힘의 철학을 만들

저주들에 분산되어있다; 그러나 악마는
남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 아버지의

살아있는 말씀은 모든 것을 정화; 모든

것을 변형시킨다. 마찬가지로 그는 모세의
율법과 옛 세상을 변화; 그리고 이후에

기독교 교리와; 이제 그는 하나님의 어린

양의 교리와 함께하지; 그의 생활 말씀으로
육신의 세계를 변화보다는 우주의 창조주
쉽게 아무것도; 같은 단어는 그냥 하늘의

순간 전에 말했다 : 빛이 있고 빛이 있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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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성서를 창조 한 동일한 말씀; 계명을
준 같은 말씀; 먼저 지식에 의해 당신을

심판하는 동일한 말씀, 그리고 나서 육체적
인 법률에 의해; 모든 영은 그것을 그렇게
요구했기 때문에; 그들은 최종 심판

자체에서 재판을 요청했다. 그들이 인생의

모든 순간에 재판을 받기를 요구함에 따라;
성경을 해석하는 데 어려움이 있기

시작합니다. 모든 것이 절대적으로 모든
것이 당신으로부터 요청 받았습니다.

하느님의 어린 양의 과학에 대한 최소한의

세부 사항조차도. 이것은 당신에게 보이지
않는 것조차도 천국으로부터 통제된다는

생각을줍니다. 당신의 알려지지 않은 감각;
정의는 당신의 생각입니다; 당신의

아이디어; 당신의 의도; 당신은 왕국에서

그렇게 요구했습니다. 당신은 또한 당신의
기원이 망각을 요청; 당신이 어떻게

창조되었는지에 대한 길과 세부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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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당신은 모든 것을 알고한다 당신은
지구 하나님의 어린 양의 빛에 알고

요구하기 때문에; 당신은 지식에 위로를 할
것을 요청; 당신은 새로운 교리를

요청했습니다; 당신은이 교리의 도착에
놀라움을 물었다; 하나님의 어린 양의
교리; 그것은 이미 오래 전에

알려져있다한다 불신과 종교 바위의

물질주의는 당신에게서 진실을 숨겨;

그들은 어린 양의 롤스있다; 첫 번째 롤은

손에 넣었습니다. 그들이 상용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었다 때문에; 모든 영혼을

시험합니다. 이 악마들은 믿지 않는 것을

믿는 사람들을 믿는다. 진실에 대한 지식을

가진 첫 번째 자라는 요청을 받았다. 그것은
그들에게 부여되었다. 왜 그들이 진리를
감추었 는가하는 것은 그들의 마음에

이기적인 암석을 심어 놓은 것입니다.

그들은 최소한의 신자이다. 그들은 물질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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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숭배의 법칙의 영향을받습니다. 파라오
유산; 그 사람을 높이기 위해 인도하는;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 하노니, 맹세의

마귀들이 내 말의 한 거짓말이 하늘 나라에
들어 가지 않을 것이라. 이기적인 하나의
돌이 들어 가지 않을 것입니다. 당신은이
세대와 오는 사람들에 의해 저주받을

것입니다. 너 때문에 귀신 들아이 인류는
왕국에 들어갈 수 없다. 모든 초 위반

시간을 살고 있었다 지나간 때문에; 단 1

초 위반의 모든 종류의 이하 하늘의 왕국을
입력하지 충분하다; 당신이 세상에서

진실을 숨겨 때, 당신은 더 떨어져 영국이
인류를 표류; 오류 더 영속하기 때문에,

오류에 살고 초는 훨씬 더 크다; 위반의 각
초는 창조물에 닫히는 천국이다; 여러분

모두는 분, 시간, 일, 주, 년, 당신이 살아온
세월의 시간 (초)을 가지고있는 초를
추가해야합니다; 모든 계산 12 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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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이에서 수행해야합니다; 그 나이 전에;

모든 영은 하나님 앞에 무죄입니다. 그리고
1 초 내 무고한 덜 하나 행동이나 말씀으로
학대 한 사람, 그 하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그들은 무고한되고, 학대했을 때

그들은 다른 실존의 왕국에 불평 때문에;
그것은 기록 된 그 때문에이다 : 당신이

당신을 어떻게 그들을 좋아하지 않을 것을
다른 사람에게하지 말라; 그 이유도 나쁜

아버지 나 어머니 또는 계부 또는 계모 또는
내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아동을 담당했던
남자 또는 여자를 위해; 그들의 운명은

나의 무죄 한 정의에 복종한다. 모든 작은
사람이 천국에서 큰 때문입니다; 당신은
모든 겸손 아버지 전에 먼저 것을

가르쳐되지 않았다? 이것은 미세한 모든
것이 먼저 여호와의 법의 아버지 안에

있음을 의미합니다. 그 이유로 정신은
영국의 첫 번째 아니다; 먼저 정신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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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에서 멸시하는 사람은; 당신의 영혼은

먼저 요청할 수 없습니다 네가 모든 일에서
겸손 해 지도록 명령 받았기 때문에.

마지막은 항상 겸손; 그는 그 자신에게
어떤 중요성도 무시한다.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 노니 그 하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생활에서 자신에 중요성을 인정

하나, 그 부적절한 중요성은 1 초 1 초 미만
지속 한 경우에도, 그리고 같은 시간에 일을
했었던 모든 불쾌한 생각을 가진; 하늘의
왕국을 입력하지 않습니다 이 인류의

가을은 종교 바위의 거짓 도덕에 의해
당신에 주입 된 거짓과 일상적인 개념
때문이다; 세기와 세기의 신앙과

거래하고있다이 창녀; 그녀의 일시적인
이익에 따라 일을했다. 그녀는 계정에
겸손을하지 않았다; 겸손은 사치에
둘러싸이지 않습니다. 그는 자신을

위조하지 않는다; 모든 겸손은 악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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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직자가 전달하는 것을 통과하기 때문에;
모든 유물은 후방 영이고; 누가 미세한

존재를 향한 자신의 희망을 축적; 더욱 더
그들은 영의 법칙을 모르고있다. 이러한
소위 교황의 특성이며; 기생의 헤드; 이
생물은 영국의 알 수없는; 아무도 들어

가지 않았기 때문에; 오직 겸손하고 겸손한
입력; 모든 종교는 알 수없는 것입니다;

너의 행성 먼지조차이다; 이 무한 법률에
의한 것입니다; 그 중 하나는 우주가
무한대이다; 무한한 모든 환상이

현실이된다. 다른 법률은 각자가 자신의

하늘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소위
교황과 물질적 숭배의 철학을 소중히

자신의 추종자들이, 이러한 철학 자신의

세계를 만들어 어떻게 방법입니다; 모든

세상이 천국에 둘러싸여 있기 때문에, 각

사람은 자신의 하늘을 수 있습니다; 물질적
경배는 신성한 아버지에 심은 나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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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국에서는 알려지지 않았다. 그것은 내가

진실로이 행성은 겸손에 의해 지배 한 것을

너희에게 이르 노니 때문에, 고려에 내 겸손
촬영하지 않은 어떤 교리 나 과학이나

종파를 알 수없는 것처럼, 그들이 왕국에서

첫 번째이기 때문에; 그들은 위까지 최초로
그래서 아래로 아래에 있어야합니다; 모든
반대가 완료되었습니다; 이 세상은

왕국에서 요구하지 않은 사람들에 의해
지배된다; 어둠의 영들이 당신을

지배합니다. 때문에 자신의 위치에 그들은

빛의 이름으로 그것을하지 않는다; 그들이
나를 자신의 연설에서 언급하지 않는다;

그들의 목표는 창조주가 아닙니다. 그것은
일시적인 것이다. 영원 전에 한숨을 쉬는

것; 나는 그들의 마음을 읽을; 나는 그들의
계산을 참조; 내가 도처에 있기 때문에.
나는 그들이 자신들의 어둠의 세계를

건설한다는 것을 알았다. 나는 자랑스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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헛된 지도자들에게 진실로 너희 중 누구도
남지 않을 것이라고 말한다. 내 임무를

고려하지 않은 사람은 남을 것이다. 겸손이
처음부터 세상을 다스리면 나는이 세상이
판단 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확신합니다.
심판을 만드는 것은 위반자입니다. 단 한

명의 위반자도 아버지의 왕국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율법은 당신 안에 있습니다.
그것은 항상 그렇게했습니다. 당신은

생각할 필요가 있고 당신의 판단을 내리고

있습니다. 물질과 정신은 각각의 법칙에서
생각합니다. 아무도 disinherited되지 않기
때문에; 모두가 같은 권리를 가진다;

아무도 아버지보다 적습니다. 이러한
권리는 모든 상상할 수있는 형태로

나타납니다. 당신이 바라는 세계에서

당신이 보는 모든 형태는, 당신은 그들의

요구를 목격했습니다; 행성 주거지에 오기

전에, 미래의 성질 요소와의 성약이 이전에
27

행해졌 기 때문에; 당신의 눈에는 당신의
존재 동안 보았던 모든 것이 신성한

성약에서 당신에게 요구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호와의 살아 계신 우주에서
물질과 영은 심판을 요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사정과 정신에는 자유 의지가

있습니다. 서로 독립적이다; 그렇지 않다면
공의에 완벽하지 않을 것입니다; 각각의

권리의 모든 평형이되지 않을 것; 아버지의
정의는 하나의 존재, 무한한 형태로

드러난다; 그분의 아무 제한이 없기 때문에,
모든 정의는 생물에 의해 수행 동일한
행위에서 태어난; 그것의 정의에

양식을주는 생명의 소금이다; 생명의

소금은 하나 개의 존재에서 배운 같은

지식; 그 자유 의지를 고려; 지식의 성취와

동일한 속도로 진행되지 않는 영혼; 일부는
먼저 다음 다른 사람이다; 이 법은 사이의
물리적 불평등을 설명; 삶의 각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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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이나 인수 염이 당신을 영속한다;
하지만 모든 무한 정도에 상대적이다;
당신은 특성과 생활 상대성의 자신의

품질을 만들; 속성은 당신의 생각의 철학,
그리고 하늘의 왕국의 영적 계층 구조에

의해 품질에 의해 주어진다; 최고의 품질은
겸손으로 얻어진다. 뒤에 기쁨과 일;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늘 공산주의의 보수를
보라 아이의 철학과 하늘 공산주의; 그는

누가 하늘의 왕국을 입력하지 않고, 자신의
삶 동안 기쁨을 육성하지 않았다; 을

발생한다 성격이 아니라 하나의 바보; 이
멍청이 또는 분노가 1 초 이하

지속되었을지라도; 하늘의 왕국에 약속
여러분은 인생에서 기뻐하는; 천국 그

자체를 모방. 당신은 어떤 상황에서도 기뻐
약속; 당신은 캐릭터의 바보로 요구하지

않았다 당신이이 나라에서 알 수없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당신은 바보 됨으로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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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가 입력하지 않을 것을 알고 있었다;
당신의 실존에 반복적으로 화가 있다면,
그것은 때문에 사람들이 선택한 불공정
생명 시스템이다; 이러한 시스템의
제작자는이 판단에 그들을 위해

지불해야합니다; 그들은 그것을 그렇게

요청했기 때문에; 따라서 그것은 그들에게
인정되어야한다 착취 자본주의, 그들에

떨어질한다 하나님의 공의 무게를 만든
악마에 관한; 야망과 우위의 이러한

악마는이 세상에서 그분의 신성한 법을

영화 롭게하는 영원하신 아버지를 약속;

자신의 폭군이 될하지; 누구의 제품 좋은과

편안함의 과학이다,이 세상의 멍에입니다이
세상의 시스템 때문에; 그 끝에 도달되는

요크; 도착했습니다 새로운 시대의 시작을
위해; 새로운 시간을 가진 새로운 세상;
새로운 운명과 새로운 도덕; 당신은
창조주가 모든 것을 새롭게 것을
30

가르쳐되지 않았다? 최후의 심판은

하나님의 어린 양의 교리와 함께 시작된다;
아픈 결말; 아버지의 법의 모든 위반은

통증을 유발하기 때문에; 네가 네 인생에서
불의를 경험 한 것처럼. 신성한 아버지에
의해 생성되지 않은 생활 시스템에서

태어난 불의하늘.-의 왕국에서 알 수.알파와 오메가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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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세대에 하나님의 지적 심판.-

무엇 다가올.무엇, 다가올 각에 의존한다; IT가 작성된 경우,
각 ONE은 그들의 행위로 판단 될 것이라고;

하나님의 신성한 심판은 12 년 전부터 IDEA에

의해 IDEA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오직 어린이는
신성한 판단을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GOD의

DIVINE 판정 시험 LIFE IN 소위 성인 우려; 무엇
1 초 생각되었다 실존에 해당됩니다; 이는, IT
가 생각했던 방법에 의하면, 빛의 존재가 구입
한 또는 LIGHT 존재가 손실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제한된 것들을위한 것입니다.
영원은 미세한 정신 노력 전체가 실존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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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파와 오메가

얼마나 오랫동안 기다려온 요한 계시록이
시작 되었나요?

-알파와 오메가: 나는 사람 같았다 봐;

나는 항상 누군가와 같았습니다. 여기에서
나는 명령을 이행 것만; 아버지는 한 번
그는 나를 아직도 계속 메모장에 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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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들어, 나에게 말했다; 그분은 나를

쓰기 만들어, 나에게 메시지를 주었다;

아들이 선택 하나님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일상 생활을 계속 하시겠습니까 : 나는
내용이 말했다, 기억?; 다른 사람처럼

인생에서 자유 의지를 요구했기 때문에

이것은 선택입니다. 그는 생각하기 위해
3 분을 주었다. 그는 지적해야한다 ...

그는 선택권을 내게 주었다. 나는 그에게
달려 들었다 ... 나는 그에게 텔레파시로

대답하려고했다. 모든 감각은, 그때 그에게

넣어 하나님 께 요청 : 아버지 여호와, 나는
어떤 사람이다하는 것은 영원하지 않기

때문에, 나는 영원한 사람을 따라하는 것을
선호, 당신을 따를.

-형제 : 그러나 약간은, 그 시간에 당신이
어렸을?

- 저자 : 네,했습니다.

- 형제 : 일곱 살, 당신은 이미 식별 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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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을까?

-저자: 그래, 그래, 다음, 나는 아직도
유지하는 것이 메모장과 그 시트
때문에 년의 노란색, 황색; 나는

가방에 넣어해야합니다, 그것은 주위

어딘가에; 그 아버지는 나에게 말했다 :
네 아들, 내가 그것을 알았지 만, 당신이
테스트를 통과했다; 영원이 그것을
알고있다하더라도, 당신은 시험을

통과해야한다; 당신이 그것을 통과하지

못한 경우에 대해 당신은 어떤 경험을하지
않습니다.

-자매 : 그러나 그는 단지 그런 놀라움

당신을 잡을 않았다; 예기치 않게 그는

당신을 선택한 단지처럼 ...의 말을하자?

-저자: 예, 당신이 말할거야, 상상할 수있는
모든 것은 내가 공개 요청, 발명하는 다른

모든 하나 개의 요청처럼, 하나님 께 요청,

그 법의 각각의 하나는 하나님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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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님의 일들이, 사람에게 독점되지 않습니다.
• 과학 • 도덕적 • 심리학 • 은하 철학 •
하나님의 공
여호와 께 기쁨을 위해 찬양, 온 땅.
시편 100
우주의 창조주에 대한 모든 직접 통신 할
것이다; 텔레파시 성경을 통해.
인간의 번역 프로젝트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우리는 알파 단계 또는 초기의 텔레파시 메시지의
번역을 제시한다.
이 메시지는 스페인어로 작성되었습니다.
행성 커뮤니티, 이러한 번역을 한정해야합니다.
가장 좋은 번역이 방법의 제안에하십시오.
당신은 클릭으로 책을 다운로드 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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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습니다.
천상의 과학은 텔레파시 성경이다; 그 기호는
하나님의 어린 양입니다.
알파와 오메가는 거대한 텔레파시 성경의
저자이다. 그는 칠레와 페루에서 1978 년까지
4.000 스크롤까지 작성했습니다.
이 천상의 과학은 모든 사물의 기원을 설명하고
와서 무엇을 발표했다.
계시록은 수 세기 동안 기다려온.
계시록은 세상의 모든 언어로 번역 될 모든
지구에 걸쳐 될 것이다; 과에 참여하지 않는
어떤 통역이 없을 것; 때문에 번역 각 문자에
대한 수상하는 빛의 핀 포인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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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스탬프의 계시이고; 그리고 아버지가
보낸 단 하나, 당신은 하나님의 어린 양의 롤을
쓸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하나님의 어린 양의 모든 계시, 얇은 종이 및
판지의 롤에있을 것입니다; 성경이 충족 될
수 있음을 세계에 주어진; 롤은 경전 환상 중
하나에 포함된다; 그리고 그들의 지식은 끝이
없다.
이 하나님의 계시가 롤과 어린 양 (제 5 장)로
요한 계시록에 예언되어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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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상의 과학은

https://www.alfayomega.com/을
방문하여 무엇이 오게 될 것인가와 사회
과학을 읽으십시오..

스크롤입니다; 책과 어린 양
(종말 5)
https://www; facebook; com/RevelacionAlfayOmega/

TELEPATHIC MESSAGE FROM THE ETERNAL
FATHER TO THE TERRESTRIAL WORLD; SECOND
MESSAGE; THE FIRST MESSAGE WAS HIDDEN
FROM THE WORLD BY THE RELIGIOUS ROCK.Yes children; one is born searching for the truth;
it is initiated for the world of knowledge, the
Revelation awaited for centuries and centuries;
your Creator makes use of Living Doctrines to
make the worlds advance; in the past He sent
you the Mosaic Law; then came the Christian
Doctrine; the third one, which is being initiated,
is the Doctrine of the Lamb of God; this Doctrine
will also be called Celestial Science; its origin lies
on the same elements of nature; the Telepathic
Scripture is the means of communication which
the Creator of the Universe makes use of; it has
always been like that; in the Past the doctrines of
the prophets were received by telepathy; because
everything has an origin and a cause of being;
the Doctrine of the Lamb of God has no end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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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cause the universe does not have it; and for
the same reason it will be spread all over the
world; it will be translated to all the languages of
the world; its influence will be such that it will
make the exploitative materialism fall; because a
new morality is coming to the world; the morality pertaining to the Millennium of Peace; The
Doctrines of the Eternal Father always transform
the worlds; just as it happened in the Past of the
Earth; The New Revelation was requested by
the present human spirits; and it was granted
to you; every instant lived in your existences,
was requested and was granted to you; the New
Revelation is the continuation of the Holy Scriptures; one thing is being studious of the Scriptures and another being religious; the first one
is eternal because your spirit always searches for
its own origin; the second one is the commerce
of the faith; the religions are the first ones to
be accused before the world; in the Doctrine of
the Lamb of God; the so called religions in their
human morality have divided the world of faith;
they have no right to do such a thing; they have
forgotten that there is only one God; only one
truth; only Satan divides and he divides himsel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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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religious spirits are the same Pharisees of
the Roman era; they requested God to be born
again to mend errors from the Past; and the trial
was conceded to them; do not forget all religious
people of the world, that every spirit is put on
trial in the destiny that he chose; you spirits of
the rock did the same thing in remote worlds;
you divided other flocks; you left spiritual confusion in other creatures; you filled many planets
with material temples; and you did it again on
the Earth; that is why you will be the first ones
to be judged; you by violating the law become
the same antichrist; and every violator of the
Commandments, in fact is so; you say the holy
mother church; I say to you that nobody in this
world is saint or holy; the real humility does not
need titles which are unknown in the Kingdom
of Heavens; even your microscopic planet is so;
only the Father and certain prophets know the
planet-dust called Earth; the cause of it is that
the Living Universe of Father Jehovah has no
end; and whosoever thinks of being big is not;
for you was written the word prostitute; because
you trade with my divine Law; blinds leading
other blinds; who transmit your errors to oth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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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linds; when the New Doctrine spreads, your
rock of spiritual selfishness will be divided; the
word rock does not symbolize the eternity of
anything; the Earth is relative and not eternal;
you think that your church is eternal; the events
that will come will get you out of this error; only
the humble at heart, have eternity achieved; not
those who teach morality within immorality;
when my First-Born Son said in the past of the
Earth; upon this rock i shall build my church, he
said so by seeing the Future of humanity; for the
Solar Trinity is everywhere; it is also in the living
times: Past, present, and future; And what did he
see? He saw all your violations; he saw how you
persecuted innocent creatures; because they did
not share your ideas; he saw how you sent them
to the stalks; he saw how you persecuted great
studious and writers; just because they made you
see the error; he saw how you crowned terrestrial kings; knowing your selfish rock that there
is only one King of kings; the divine Father; the
One Who gives and takes life away; the title of
King is of the celestial world; the demon is called
spirit-king; the Commandments do not teach to
become Kings; they teach to be humble abo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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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verything; he saw how you blessed the arms
with which the Father’s children kill each other;
knowing you demons that the divine Commandment says: Thou shalt not kill; he saw the commerce of faith; and he saw every immorality in
your spirits; it would have been better not to
have requested to be born again before falling
into violation again; your religions are unknown
in the Kingdom of Heavens; and every morality
that pretends to divide the faith of the Father’s
children is unknown; the only temple known
in the Kingdom is the temple of work; work
is the oldest mandate that exists; before your
microscopic planet was born, work was and is
practiced in colossal worlds; the temple of work
is never reduced to dust; your material temples
do get reduced to dust; and with it the material
adoration on this planet disappears; an adoration
which should have never been taught; because of
this adoration which lies in hypocrisy, you have
delayed the world’s advance in twenty centuries;
in their moral and spiritual pla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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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es little son; this heavenly drawing shows that
every justice comes out in the same way as the
beings are reproduced; all the human spirits saw
this justice in the Kingdom of Heavens; because
seeing their own justice was given to everybody;
everything exists in the Kingdom of Heavens;
nobody comes blind to this world as far as spirituality is concerned; justice adjusts to your
actions; because each one promised to make their
own heaven; justice has its law in the Living
Commandments; which is the same rod with
which you will be measured; each of your ideas
has an intention; and every intention becomes
physical and living in the Kingdom; the intention
is judged when the spirit has committed violation
with it; the human body is a product of magnet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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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s; yielded from the macrocosm, and called
divine laws; Whosoever denies being divine in
the microscopic which one represents, denies the
Father; Who wants the best for His children; and
whosoever denies the Father, denies his own
eternity; because in infinite heavens they read
their minds; and when those heavenly creatures
read in the spirits, they do so by judging; whosoever denies the Father, the Living Heavens also
deny them the entrance; whatever you do down
below has a repercussion up above; and wherever
your spirit goes, the Law is the same; my mandates are the same down below as well as up
above; what changes is the philosophy which is
lived for an instant; your justice is and shall be
spiritual; what is material does not remain in
your salt of life; in your knowledge; the unique
reality for every spirit is the eternity which it
lives; it is not the ephemeral that it felt when it
had a physical body; a body of flesh which it
requested; and it was conceded to him/ her; conceding a physical body is not like conceding anything; the body is living which momentarily
requested such physical geometry too; and it was
conceded; the inheritance is the same f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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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veryone; matter and spirit have the same rights;
both request; spiritual and material laws are
merged; known in the Kingdom of Heavens as
the Ark of Covenants; for the materialization of
a spirit is not done at random; it is done with
responsibility; to say the opposite is to despise
oneself; and whosoever despises himself, despises
the Father; Who is found in him; were you not
taught that your Creator is everywhere? In what
is imaginable and unimaginable? Verily you know
it by mouth; but, not by your own knowledge;
by your own effort; in the sweat of your face; by
your own merit; he who seeks shall find; because
he is awarded to the degree he used in the greatest search; because you can search for many
things in your existences; and if you do not search
for the Father Who gave life to you, you shall not
enter the Kingdom of Heavens; the ungrateful
have never entered; only the humble; those who
went through their own trials in life; because
they were the trials requested by the humble
themselves in the Kingdom; every trial that one
goes through in life at each instant, at each second, was requested and was granted; even the
way and characteristics of your deaths, you d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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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quest; and within your trials you requested to
fulfill the highest morality, the only one; because
without it you will never enter the Kingdom of
Heavens; and you requested that such morality
were taught on Earth; and the divine commandments were conceded to you; they are the rod;
for by them you shall be judged; and so shall it
be up to the consummation of this planet; the
human spirits could never study me as well; but,
not living in the morality of my Commandments
is darkness; because you will never enter where
the Father is; it is so unprecedented the time you
will be away from the light, that you will have to
be born again to read the number; what is not in
your microscopic evolution; the justice you
requested starts with the most microscopic thing
that your mind can conceive; so it is, because the
tiniest, the humble, are first in everything; first
in the Kingdom of Heavens and its Divine Justice;
and first before the Divine Father Jehovah; and
the most microscopic thing that your mind can
conceive; are your ideas; the same that you generate daily; the same you requested in the Kingdom; the same you feel but do not see; all your
ideas travel physically to the space; they have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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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e rights as you do; you requested to be born
in the matter; they did so too; you requested to
live in a time and space; your ideas, did so too;
what is up above is the same as down below; the
inheritance of requests are the same in everybody; gigantic beings request and microscopic
beings request; the living matter requests and
the living nothingness requests; and everything
is granted by the Father; because He is infinite;
your ideas travel in space, unprecedented distances; distances you will never calculate; only
the Father knows; your ideas are known in the
Kingdom, as Galactic Seed; for from them your
worlds are born from your own heaven; it was
written in my free will: Each one makes his own
heaven; because all of you have in a microscopic
form the Father’s inheritance; whatsoever the
Father has, the children have; just as it happens
with the terrestrial parents; their hereditary characteristics are transmitted to the offspring; what
is up above is the same as down below; the inheritance your Father gave you was of innocence and
lacking of philosophy; because it is your free will
which chooses; and all what you have been is
your own merit; because everything is attain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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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the sweat of one’s face; with spiritual effort;
there is nothing in the Father’s Creation that
does not cost; everything costs and will cost;
since without each one’s spiritual merit one cannot enter the Kingdom of Heavens; the comforts
of your world are worth nothing in Heaven; every
comfort already enjoyed in the world is an award
already enjoyed; and it is because of this that was
written: And they obtained their reward; all
material enjoyment is of no merit in Heaven; and
least of all when such enjoyments are the product
of a philosophy which did not take the Father’s
Commandments into account; such philosophy
has its days numbered; because the Creator gives
and takes away; your materialistic philosophy
will be cut in its expansion; since everything has
its time; because everything is relative to the
Father’s Commandments; a relativity that you
yourselves requested in your trials of life; the fall
of your own life system is the fall of your own
yoke; it will be the greatest event for the humble;
the exploited and the despised; since all are equal
before God; nobody was born rich and nobody
was born poor; such situation was created by the
ambitious spirits; those who only live a pres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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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most backward spirits in their evolution; with
this ephemeral way of thinking before eternity
they have not done anything but subjugate the
world; all these demons will be judged by the
world itself; because nobody wants the condemnation of his soul; the Light of the Doctrine of
the Lamb of God will transform the world;
because that is how it is written in the Kingdom
of Heavens; the world Earth has done the contrary to what it was told; throughout the centuries my Divine Commandment has been telling
it: The humble are the first; in all order of things;
And what have you done with the Heavenly Commandment? Do my humble govern the world,
since they are the first in everything? Verily not;
because I see that every humble is despised; they
cannot be part of that immorality that you call
high society; and who gave you the right to create
such society? Is it by any chance in my Scriptures? Verily I say unto you demons of vanity that
every philosophical tree that the Creator did not
plant will be pulled out from its roots; that is
how every living evolution is; And who created
you and made you kings? Do you not know that
only the Father is King of kings? And the 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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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ng is not from this world; it belongs to the
Heavenly world; Satan is called spirit-king; the
Divine Commandments teach to be humble
above everything; they do no teach to make oneself king; I verily say unto you demons of the
damned aristocracy; that none of you shall enter
the Kingdom of Heavens; and along with you
neither will your children up to the third generation; because in the Living Universe of Father
Jehovah every inheritance is transmitted; nobody
should have been vain not even a microscopic
second of time; because even one second or less
of violation and you will not enter the Kingdom
of Heavens; damned kings of the world, the innocence of your offspring shall curse you; for
because of you they shall not enter the Kingdom
of Heaven; and along with them every man or
woman who served you in your damned philosophy; not a single demon called aristocrat will
enter the Kingdom; because in the Kingdom only
the merit of Work is known; the Universal Philosophy; because in the Living Universe of Father
Jehovah every inheritance is transmitted; nobody
should have been vain not even a microscopic
second of time; because even one second or l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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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violation and you will not enter the Kingdom
of Heavens; damned kings of the world, the innocence of your offspring shall curse you; since
because of you they shall not enter the Kingdom
of Heaven; and along with them every man or
woman who served you in your damned philosophy; not a single demon called aristocrat will
enter the Kingdom; because in the Kingdom only
the merit of Work is known; the Universal Philosophy; the one that every humble and honest
being requested; those who were and are kings
on the Earth, were and are deluded spirits in
vanity; they have in their spirits the galactic influence of other existences; existences where everything was material brightness and nothing of
intellectuality; a salt of life proper of darkness;
and there is no demon that has not been a king
in some world; this philosophy is led by the own
Satan; from the right instant in which he rebelled;
and all the legion which rebelled along with him;
all the human spirits who requested to have a
flock, a nation with a king as a leader; belong to
the legion of Satan; for all of you came out of
heaven; and even the demon came out of there;
being in heaven, the spirits acquire customs of
53

other creatures; just as it happens among you;
for what is up above is the same as down below;
Satan’s imitators are distributed among the religious, rich, kings and the damned ones who create philosophies of force; but, no demon shall
remain; the living Word of the divine Father purifies everything; transforms everything; just as He
transformed the old world with the Mosaic Law;
and afterwards with the Christian Doctrine; now
He does it with the Doctrine of the Lamb of God;
and nothing easier for the Creator of the Universe than transforming the world of flesh with
his Living Word; the same Word that just some
heavenly instants ago said: Let there be light and
there was light; the same Word that created every
Holy Scripture; the same Word that gave you the
Commandments; and the same Word that judges
you by intellectuality first, and then by physical
laws; because every spirit requested it that way;
they requested to be on trial in the Final Judgment itself; as they requested to be trialed in
every instant of life; beginning with the difficulties in interpreting my Scriptures; everything
absolutely everything was requested by you; even
the most minimal details of the Science of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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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mb of God; this gives you an idea that even
the invisible to you is controlled from the Kingdom of Heavens; your unknown sensations; justice is for your thinking; your ideas; your
intentions; you yourselves requested it that way
in the Kingdom; and you also requested the
oblivion you have of your origin; the way and the
details of how you were created; but, you shall
know everything; because you asked to know on
Earth the Light of the Lamb of God; you requested
to be consoled in the knowledge; you requested
a New Doctrine; and you asked the surprise in
the arrival of this Doctrine; the Doctrine of the
Lamb of God; it should have already been known
a long time ago; the incredulity and the materialism of the religious rock hid the truth from you;
they have Rolls of the Lamb; the first Rolls were
put in their hands; because they were trialed;
every spirit is trialed; these demons who teach a
faith which not even them believe; requested to
be the first ones to have the knowledge of the
truth; and it was granted to them; why they hid
the truth is due to having cultivated a selfish rock
in their hearts; they are the least believers; they
are influenced by the laws of material ado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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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pharaonic inheritance; which leads to exalt the
person; verily I say unto you demons of adoration
that not a single false being of my word shall
enter the Kingdom of Heavens; not a single selfish rock shall enter; you shall be damned by this
generation and the ones to come; because of you
demons this humanity shall not enter the Kingdom; because all the seconds gone by were living
time in violation; just one second or less of any
type of violation is enough for not entering the
Kingdom of Heavens; and when you hid the truth
from the world, you drifted this humanity more
apart from the Kingdom; because you perpetuated the error more, the number of seconds lived
in error is much bigger; each second of violation
is a heaven which is closed to the creature; all of
you must add up the seconds which a minute
has, an hour, a day, a week, a year, and the number of seconds of the years you have lived; and
every calculation must be done from the age of
twelve years; before that age; every spirit is innocent before God; and anyone who has mistreated
by act or word for one second or less one of my
innocents, those shall not enter the Kingdom of
Heavens; because they in other existen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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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plained in the Kingdom when they, being
innocent, were mistreated; it is because of it that
was written: Do not do to others what you would
not like them to do to you; For that reason neither a bad father nor a mother or stepfather or
stepmother or a man or woman who was in
charge of children shall not enter my Kingdom;
their destinies are subjected to the justice of my
innocent; because every little one is big in the
Kingdom of Heavens; Were you not taught that
every humble is first before the Father? This
means that everything microscopic is first in
Father Jehovah’s Justice; for that reason your
spirit is not first in the Kingdom; first are the
ones your spirit despised on Earth; your spirits
cannot ask to be first; because you were ordered
to be humble above all things; the last one is
always humble; he disregards any importance to
himself; verily I say unto you that the one who
regarded importance to oneself in life shall not
enter the Kingdom of Heavens; even if that
improper importance had lasted one second or
less than one second; and every nasty-minded
who had done it in the same amount of time;
does not enter the Kingdom of Heavens; the fa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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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this humanity is due to the false and mundane
concept, which was instilled in you by the false
morality of the religious rock; this prostitute who
for centuries and centuries has traded with the
faith; has done things according to her temporary
interests; she did not take the humble into
account; the humble does not surround himself
with luxury; he does not falsify himself; because
every humble has passed through what the seekers of notoriety are passing; every materialist is
a backward spirit; who builds up his hopes
towards a microscopic present; even more, they
are ignorant of the laws of the spirit; such is the
characteristic of the so called popes; heads of the
prostitute; these creatures are unknown in the
Kingdom; because no one has entered; only the
humble and the modest enter; and every religion
is also unknown; and even your planet-dust is;
this is due to infinite laws; one of them is that
the Universe is infinite; so infinite that every
fantasy becomes a reality; the other law is that
each one makes his own heaven; and it is that
way how the so called popes and their followers,
who cherished a philosophy of materialistic adoration, created their own worlds with su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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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ilosophy; because every world is surrounded
by a heaven; and each one makes his own heaven;
the materialistic adoration is not a tree planted
by the Divine Father; and it is not known in the
Kingdom; as it is not known any doctrine or science or sect that has not taken my humble into
consideration, because I verily say unto you that
this planet should have been governed by the
humble; because they are the first in the Kingdom; they are first up above and must be so down
below; and all the contrary has been done; this
world is governed by those who did not ask for
it in the Kingdom; the spirits of darkness govern
you; because in their positions they do not do it
in the name of the Light; they do not mention
me in their speeches; their aim is not the Creator;
it is the ephemeral; that which only lasts a sigh
before eternity; I read their minds; I see their
calculations; because I am everywhere; I see that
they build up their own worlds of darkness; I
verily say unto you proud and vain leaders that
none of you shall remain; and nobody who did
not take my mandates into consideration shall
remain; if the humble had governed the world
from the beginning, I assure you that this worl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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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ould not have had any need of judgment; it is
the violators who create the judgments; not a
single violator shall enter the Father’s Kingdom;
the law is in you yourselves; it has always been
like that; you just need to think and you are creating your judgment; matter and spirit think in
their respective laws; because nobody is disinherited; everybody has the same rights; nobody
is less before the Father; these rights are manifested in all imaginable forms; every form you
see in the world that you asked for, you witnessed
the request of them; because before coming to
the planetary dwellings, covenants with the elements of the future nature are previously done;
and everything that your eyes have seen during
your existence was requested by you in Divine
Covenants; that is why in the Living Universe of
Father Jehovah matter and spirit have the right
to ask for judgment; matter and spirit have free
will; being independent one from another; if it
was not like that, there would not be perfection
in justice; there would not be any equilibrium in
each one’s rights; the Father’s Justice being only
one, is manifested in infinite forms; because
nothing in Him has a limitation; every justice 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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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rn from the same acts done by the creature; it
is the salt of life, which gives form to its justice;
the salt of life is the same knowledge learnt in
one existence; considering its free will; the spirits
do not advance with the same pace in the achievement of knowledge; some are first and then others; this law explains the physical inequality
among you; each knowledge or acquired salt of
life is perpetuated in you; but everything is relative in an infinite degree; you create the attribute
and the quality of your living relativities yourselves; the attribute is given by the philosophy
of your thinking, and the quality by your spiritual
hierarchy in the Kingdom of Heavens; the best
quality is attained with humility; followed by joy
and work; behold the complement of Heavenly
Communism in the Kingdom of God; a Heavenly
Communism with the philosophy of a child; he
who did not cultivate joy during his life, does not
enter the Kingdom of Heavens; not a single idiotic in character shall enter; even if this idiocy or
anger might have lasted one second or less; all
of you promised in the Kingdom of Heavens to
be joyful in life; imitating Heaven itself; you
promised to be joyful under any circumstan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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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ou did not ask to be idiotic of character; because
you knew that it was unknown in the Kingdom;
and you knew that by being idiotic, you would
not enter; if in your existences you got angry
repeatedly, it is because of the unfair life system
that men chose; and the creators of such system
must pay for them in this judgment; because they
requested it so; and thus shall it be conceded to
them; regarding the demons who created the
exploitative capitalism, the full weight of the
Divine Justice shall fall on them; these demons
of ambition and predominance promised the
Eternal Father to glorify His Divine Law in this
world; not to become their own tyrants; because
this life system whose product is the science of
good and comfort, is the yoke of this world; a
yoke which is arriving to its end; for the beginning of the new times has arrived; New World
with New Time; New Morality with New Destiny; were you not taught that the Creator renews
everything? The Final Judgment is initiated with
the Doctrine of the Lamb of God; a painful ending; because every violation of the Father’s Law
only causes pain; just as you have experienced
injustice in your lives; injustice which was bor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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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om a life system which was not created by the
Divine Father and which is unknown in the Kingdom of Heavens.ALPHA AND OMEG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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