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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공산주의를없애겠다

5대공약의실현은
전지전능한구세주임을증거한다

●❶●. 세계 공산주의를 없애겠다.
●❷●. 대한민국에 여름 장마를 못 지게하겠다.
●❸●. 대한민국으로 태풍을 못 불어오게 하겠다.
●❹●. 대한민국에 계속 풍년들게 하겠다.
●❺●. 대한민국에 전쟁이 못 일어나게 하겠다.

이긴자께서는 공산주의 사
상이 만연해 있던 1981년
도에“세계 공산주의를 없
애겠다.”고 선포하셨던 것
이다. 
사람의마음을조종하는능
력을가지신이긴자께서당
신과 동갑인 고르바초프를
앞장세워 소련의 실권자로
세우시고, 그를 통하여 소
련국민의 마음을 조정하게
하시고, 세계공산주의국가
들의마음을조종하게하시
어공약을이루신것이다.

공산주의붕괴일지

8855..33..1111......‘‘고고르르바바초초프프’’당당서서기기장장
피피선선.. 공공산산당당개개혁혁노노선선채채택택..
8866..77..2288........불불라라디디보보스스톡톡선선언언.. 아아
태태지지역역에에해해빙빙무무드드조조성성..
8877..66.. ..........개개인인 이이윤윤추추구구허허용용.. 경경

제제개개혁혁..
8888..33..1199.. ....신신 베베오오그그라라드드 선선
언언..소소련련 본본격격적적으으로로 탈탈 이이념념
화화..
8899..88,,1122....동동유유럽럽 공공산산정정권권 소소
련련의의불불개개입입으으로로속속속속붕붕괴괴..
9900..99..2255......포포괄괄적적 시시장장경경제제 개개
혁혁..
9911..66..1166........옐옐친친 공공산산주주의의 끝끝장장
선선언언..
9911..66..2288....코코메메콘콘해해체체.. 바바르르샤샤
바바조조약약기기구구,, 군군사사기기구구해해체체..
9911..88..1122........옐옐친친 공공산산당당배배제제 조조
직직개개편편..
9911..88..2200........쿠쿠데데타타‘‘고고르르바바초초
프프’’실실각각..
9911..88..2222........‘‘옐옐친친’’쿠쿠데데타타 주주역역
체체포포..
9911..88..2233....고고르르비비 지지도도부부 개개편편..
쿠쿠데데타타실실패패는는개개혁혁의의승승리리..
9911..88..2266........ 공공산산당당해해체체..

기존공산당핵심인물들이1991.8.20. 공산당해체

반대를 위한 쿠데타를 일으켜서 주역인 고르바초프

를연금시켰다. 이때세계는공산당해체가실패로끝

나는것으로생각했다. 이때구세주께서는단상에서

“고르바초프는곧석방된다”고발표하셨다. 

1991년 8월 22일 옐친이 쿠데타주역들을 체포하

고, 1991년8월23일지도부개편하여 개혁이승리

로되어질때에, 1991년8월23일오후5시경에구

름한점없는맑은하늘백주대낮에승리제단상공에

쌍무지개를띄워서증거하셨다.

구세주의공산당해체
는무슨뜻인가

마귀는육천년에인간하나님의씨를

멸할것을계획하고있었다. 그것을감

지하신하나님은그안에구세주를출

현시켜야하는엄청난일을하셔야만

했다. 그하나님의계획이눈물과고통

속에성공을거두었다. 그분이조희성

구세주 하나님이시다. 조희성 구세주

님은제일처음으로하실일이마귀의

계획을 무산시키시는 것이다. 인간들

의생명이되는피가더이상썩지않

게하시려고마귀의독소물질로충만

한공기를정화시키기시작을하시고,

아울러인간을멸하게될세계3차대전

을못일어나게막아야만하셨다. 공산

주의해체는인류를멸하려는마귀의

계획을뿌리째뽑아버린것이다. 이긴

자구세주로출현하시자첫번째로공

약을하신것이세계공산주의를없애

겠다는것이다. 공약을하신지십년

만에 공산주의를 완전히 지구상에서

사라져버렸고인류를공포로몰아넣

었던3차대전이란말도완전히사라져

버렸다.

전전세세기기에에제제일일유유명명하하다다는는예예언언가가인인불불란란서서의의노노스스트트라라다다므므스스는는 <<
모모든든 세세기기>>라라는는 예예언언서서 속속에에 11999999년년 77월월에에 지지구구는는 멸멸망망당당한한다다고고 해해
놓놓았았다다..

노스트라다므스의 어떤‘다른 존재’가 지구를 구
한 것이다

소련쿠데타실패의날승리제단상공위에뜬쌍무지개
구세주께서1981년부터구원

의역사를처음시작하셨다. 

그리고제일처음으로공약을

하신것이‘세계공산주의를없

애겠다.’는공약이었다. 

그런데소련대변인인‘케라디

게라시모프’는소련공산주의

가1981년부터변화의조짐이

보 다고하 다.

고고르르바바초초프프““공공산산당당

해해체체는는비비통통한한실실책책””

미미하하일일 고고르르바바초초프프 전전

소소련련대대통통령령은은 페페레레스스

트트로로이이카카 개개혁혁과과 라라

스스노노스스트트 개개방방을을 적적극극

추추구구하하여여 옛옛 소소련련 공공산산

체체제제를를 종종식식시시키키고고 미미

소소 군군비비경경쟁쟁을을 완완화화시시

킴킴으으로로써써 11999900년년 노노

벨벨 평평화화상상을을 수수상상했했다다.. 

그그런런데데 그그 고고르르바바초초프프가가 22000066년년 66월월 22

일일에에 중중국국공공산산당당 기기관관지지 인인민민일일보보와와의의

인인터터뷰뷰에에서서 소소련련공공산산당당 와와해해에에 대대해해 그그

는는‘‘비비통통한한 실실책책’’이이라라고고 술술회회했했다다..

고고르르바바초초프프의의 이이러러한한 술술회회는는 공공산산주주의의

해해체체가가 자자기기의의 생생각각으으로로 된된 것것이이 아아니니고고

가가다다보보니니 자자기기가가 생생각각지지도도 않않은은 공공산산당당

해해체체 쪽쪽으으로로 갔갔다다는는 뜻뜻임임을을 알알 수수 있있다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