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1년 4월 20일 수요일
유니티에서 행복의 5천명의 큐리스트. 그리고 너!

2021년 4월 21일 수요일
5천명의 큐리스트와 당신은 평화를 위해 일하는 10명 또는 100명의 사람들과 그 

행사를 공유하고 있다. 단숨에!

2021년 4월 22일 목요일
10명 또는 100명의 사람들과 이 행사를 공유하는 500,000 또는 5,000,000, 그것

은 5천만의 영혼과 심장이 그들의 의사를 표현하고 지구상에 
사랑과 빛을 창조하는 것입니다.

3  개의 기적적인 저녁
20, 21 및 22 4 월 2021 년 4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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넬리 그로진과 함께

지구상의 평화를 만들기 위한 3분
간의 호흡, 당신과 함께!

사랑, 평화와 빛  
하나의 진동, 
 하나의 파장

* 평화, 사랑과 빛의 거품을 단합으로 전파!
* 우리를 먹이주는 땅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우리를 안내하는 하늘. 
* 자유와 일관성을 강화하고 감사와 주권을 확대하기 위해...
* 3 일 만에 5 천에서 500 만 명의 영혼 도달십시오!

기념일을 축하하기 위해 위대한 생각이 탄생했다. 순식간에 행성
상 사건이 된 아이디어기념일 행사에 가입하십시오 ! 

유니티에서 5천에서 5백만의 심장을 위한 3x3분의 호흡... 지구를 
위한 평화, 사랑 그리고 빛을 창조하는 마음들
         
다 같이
*  자연의 생명, 건강, 친절, 기쁨의 세계, 행복의 큐리스트, 친구, 
팬, 자연스런 삶의 방식에 대한 열정과 함께 나누는 자연 생활의 
장엄함을 축하하자. 네, 3분 3초 동안 숨을 쉴 때 유니티에서, 함
께, 유니티에서, 유니언에서, 우리는 내일의 세계, 사랑과 평화의 
세계, 빛의 세계, 5D로, 우리의 심장이 꿈꾸는 이 세계를 창조합
니다!

* 건강과 치유를위한 전체 론적 방법, 기쁨과 무조건적인 사랑을 
찾아 봅시다!

*  사랑, 평화, 빛의 거대한 거품을 만들어 봅시다.
생명의 숨결, 5천명의 영혼, 5천명의 마음, 행복의 큐리스트, 친
구, 팬, 모두가 삶의 자연스러운 방식에 대해 열정적으로... 5차원 
생활

* 새로운 건강에서 진동합시다, 밝게 빛나는

* 우리의 주권과 자유로움을 표현하자.

 

평화
네, 우리는 지구를 평화,사랑, 빛으로 넘치게 할 수 있습니다,
우린 뭉쳐서 함께 호흡하며 평화를 이룰 수 있습니다. 그레그 
브래든의 비율에 따른 응용 양자물리 실험이다. 인구의 1%
의 제곱근은 ...의 메시지를 퍼뜨리기에 충분하다. 세상에 평
화를... 지구상의 80억 인구의 경우, 세계에 평화를 창조하는 
9000명의 사람들, 즉 그들 스스로 평화를 창조하는 9000명의 
의식 있는 호흡, 한 번에 한 번의 생명의 호흡이 3분 밖에 걸
리지 않는다.

엄마, 아빠, 아이의 마음
전쟁이 아닌 평화를 기원하다
사랑이 충돌하지 않기를 바라며
어둠이나 구속이 아닌 희망.

«평화가 있는 곳에서 얻을 수 
있는 모든 것은 평화이다.»

그레그 브레이든 

평화의 거품
* 우리는 지구상에 사랑과 빛의 거품을 만들고 퍼뜨린다.

* 우리가 만들어내는 사랑의 거품은 지구상에서 평화, 사랑, 
빛의 은총을 증가시키고, 조립하고, 상승시키고, 증가시킨다.

히말라야 등반
* 우리의 의식적인 호흡, 의도, 생각 그리고 행동은 지구상에 
사랑, 평화 그리고 빛을 창조한다.

* 당신의 내산인 히말라야나 몽블랑의 정상에서, 당신의 중심
에서, 통일된 들판 한가운데에서, 자신과 우주, 그리고 다중우
주와의 결합으로 만나자.

* 사랑의 세계를 만들자, 평화의 은둔자
오후 9시(프랑스 시간)에 3 x 3분의 호흡으로

당신은 은하계의 도달에 대한 이 즐거운 축하를 위한 준비가 
되었나요?
네, 그것은 여러분의 장소, 여러분 자신 안에서, 여러분의 심
장과 영혼 안에서, 온라인에 연결되거나, 여러분이 어디에 있
든지, 생각 속에 연결되어 있습니다.

생명의 숨결, 프리냐, 그리고 우리의 사랑, 빛, 평화의 의도에 
의해 결합됩니다. 그것은 효과가 있습니다. 그것은 마술입니
다!

의도와 생각의 힘은 우리의 현실을 변화시킵니다!
삶의 힘 그것은 호흡입니다 !

우주 덕분에
다중우주, 생명까지!
훌륭하다.
그것은 마술이다.
정말 대단해, 고마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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