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홈 메드베드

     Judy Byington‘S INTEL   - 마이클 우

2023년, 새 1,000년의 평화가 활짝 열립니다.

       모든 날짜는 미국 기준입니다.ㅡ

날짜 링크 2003년 1월 – 주요 내용

 Zim 도표 Zim 갯수에 따른 총 수령액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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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텔을 보시려면

클릭하세요.

세세세기의 폭풍 속에서기의 폭풍 속에서기의 폭풍 속에서

모든 것이 모든 것이 모든 것이 충돌의 길충돌의 길충돌의 길을 걷고 있다.을 걷고 있다.을 걷고 있다.

안전벨트 매안전벨트 매안전벨트 매, , , 버터컵버터컵버터컵...

………QQQ

"우리 모두 "우리 모두 "우리 모두 주주주님의 일을 밀고 나가자“님의 일을 밀고 나가자“님의 일을 밀고 나가자“

주디 노트주디 노트주디 노트: 동맹의 세 가지 주요 목적은 수십 명의 : 동맹의 세 가지 주요 목적은 수십 명의 : 동맹의 세 가지 주요 목적은 수십 명의 

고문당하고 고통받는 아이들을 사탄 의식의 악으로부터고문당하고 고통받는 아이들을 사탄 의식의 악으로부터고문당하고 고통받는 아이들을 사탄 의식의 악으로부터   

구출하는 것구출하는 것구출하는 것이다; 그들의 동료 세계 시민들의 신뢰를 저버린 이다; 그들의 동료 세계 시민들의 신뢰를 저버린 이다; 그들의 동료 세계 시민들의 신뢰를 저버린 

책임이 있는 사람들을 처벌하고책임이 있는 사람들을 처벌하고책임이 있는 사람들을 처벌하고, , , 노예와 파괴의 어둠을 노예와 파괴의 어둠을 노예와 파괴의 어둠을 

추구하는 병들고, 가학적이고, 뒤틀린 추구하는 병들고, 가학적이고, 뒤틀린 추구하는 병들고, 가학적이고, 뒤틀린 엘리트들엘리트들엘리트들로 부터 로 부터 로 부터 

인류를 해방시키는 것인류를 해방시키는 것인류를 해방시키는 것이다. 자유와 신성한 사랑의 빛 위의 이다. 자유와 신성한 사랑의 빛 위의 이다. 자유와 신성한 사랑의 빛 위의 

경매.경매.경매.

† † † 새로운 글로벌 금융 시스템의 새로운 글로벌 금융 시스템의 새로운 글로벌 금융 시스템의 찰리 워드찰리 워드찰리 워드: ": ": "모든 것이모든 것이모든 것이   

2023년 1월에 끝날 것2023년 1월에 끝날 것2023년 1월에 끝날 것입니다."입니다."입니다."

† † † 2023년 1월 29일 일요일 2023년 1월 29일 일요일 2023년 1월 29일 일요일 "디나르 요금이 29일에 생방송될 "디나르 요금이 29일에 생방송될 "디나르 요금이 29일에 생방송될 

것것것이라고 들었다." … 이라고 들었다." … 이라고 들었다." … 쉴라쉴라쉴라

† † † GESARAGESARAGESARA와 와 와 NESARANESARANESARA(((채무 탕감 및 보편적 기본 소득채무 탕감 및 보편적 기본 소득채무 탕감 및 보편적 기본 소득   

포함포함포함)는 1월 19일 목요일에 시작되어 )는 1월 19일 목요일에 시작되어 )는 1월 19일 목요일에 시작되어 2월 1일 수요일까지 2월 1일 수요일까지 2월 1일 수요일까지 

완료될 것완료될 것완료될 것이다 … 이다 … 이다 … BruceBruceBruce

http://irckorea.us/
http://irckorea.us/MedBed.pdf
http://irckorea.us/Zim.pdf
http://irckorea.us/0125.pdf


† † † 2023년 4월 5일 수요일 큰 사건. 다시 돌아오다. 아메리카 2023년 4월 5일 수요일 큰 사건. 다시 돌아오다. 아메리카 2023년 4월 5일 수요일 큰 사건. 다시 돌아오다. 아메리카 

세이브드. NCSWIC! …세이브드. NCSWIC! …세이브드. NCSWIC! …도널드 트럼프도널드 트럼프도널드 트럼프, , , 텔레그램으로 생중계텔레그램으로 생중계텔레그램으로 생중계

† † † 그들은 우리가 그들은 우리가 그들은 우리가 약속 시간에 약속 시간에 약속 시간에 6,500달러 이상의 현금6,500달러 이상의 현금6,500달러 이상의 현금을을을   갖는 갖는 갖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것을 원하지 않는다것을 원하지 않는다...

† † † Tier 1Tier 1Tier 1 은행들은 앞으로  은행들은 앞으로  은행들은 앞으로 며칠 안에 새로운 미국 채권을 며칠 안에 새로운 미국 채권을 며칠 안에 새로운 미국 채권을 

선보일 것선보일 것선보일 것이다.이다.이다.

† † † 바젤 4를 준수하는 국가들은 그들의 통화바젤 4를 준수하는 국가들은 그들의 통화바젤 4를 준수하는 국가들은 그들의 통화   

RV를 갖게 될 것RV를 갖게 될 것RV를 갖게 될 것이다. 그것을 하기 위한 마감일은 1월 이다. 그것을 하기 위한 마감일은 1월 이다. 그것을 하기 위한 마감일은 1월 

31일 화요일이었다.31일 화요일이었다.31일 화요일이었다.

† † † Tier 4bTier 4bTier 4b(우리, 인터넷 그룹)는 Bond Holders로부터 최대 (우리, 인터넷 그룹)는 Bond Holders로부터 최대 (우리, 인터넷 그룹)는 Bond Holders로부터 최대 

12시간 후에 통지를 받을 수 있습니다.12시간 후에 통지를 받을 수 있습니다.12시간 후에 통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즉,  즉,  즉, 1월 25일 1월 25일 1월 25일 

수요일에 통지를 받을 수 있습니다수요일에 통지를 받을 수 있습니다수요일에 통지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 약속은 1월 26일 목요일에 시작해야 한다.약속은 1월 26일 목요일에 시작해야 한다.약속은 1월 26일 목요일에 시작해야 한다.

† † † 두 번째는 집으로 가져갈 돈을 받고 두 번째는 집으로 가져갈 돈을 받고 두 번째는 집으로 가져갈 돈을 받고 사전 승인된 사전 승인된 사전 승인된 

자선단체에서 프로젝트를 고를 수 있다는 것자선단체에서 프로젝트를 고를 수 있다는 것자선단체에서 프로젝트를 고를 수 있다는 것이다. 이다. 이다. 당신이 당신이 당신이 

받는 받는 받는 전체 증가된 금액은 오직 프로젝트를 위한 것전체 증가된 금액은 오직 프로젝트를 위한 것전체 증가된 금액은 오직 프로젝트를 위한 것입니다.입니다.입니다.

† † † 세 번째는 자신의 프로젝트를 발표하는 것세 번째는 자신의 프로젝트를 발표하는 것세 번째는 자신의 프로젝트를 발표하는 것입니다. 입니다. 입니다. 

개인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 이상의 것개인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 이상의 것개인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 이상의 것은 은 은 프로젝트에 프로젝트에 프로젝트에 

사용됩니다.사용됩니다.사용됩니다. 우리는  우리는  우리는 당신의 당신의 당신의 프로젝트를 위해프로젝트를 위해프로젝트를 위해 자금이 당신에게  자금이 당신에게  자금이 당신에게 

전달될 것전달될 것전달될 것이라고 들었습니다. 이라고 들었습니다. 이라고 들었습니다. 당신은 교환 약속 당일에 당신은 교환 약속 당일에 당신은 교환 약속 당일에 

그것을 받을 수 없습니다그것을 받을 수 없습니다그것을 받을 수 없습니다. . . 그들은 당신을 조사하고그들은 당신을 조사하고그들은 당신을 조사하고   당신이 당신이 당신이 

당신의 프로젝트를 실행할 수 있는지 확인할 필요가당신의 프로젝트를 실행할 수 있는지 확인할 필요가당신의 프로젝트를 실행할 수 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있다.있다.   이 이 이 

옵션은 많은 조건이 붙어 있을 것이다.옵션은 많은 조건이 붙어 있을 것이다.옵션은 많은 조건이 붙어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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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텔을 보시려면

클릭하세요.

델델델타 포스타 포스타 포스 vs. 2023년 1월 12일 목요일부터 1월 21일  vs. 2023년 1월 12일 목요일부터 1월 21일  vs. 2023년 1월 12일 목요일부터 1월 21일 

토요일까지 유타주에서 있었던 토요일까지 유타주에서 있었던 토요일까지 유타주에서 있었던 블랙워터 군블랙워터 군블랙워터 군의 대치로 의 대치로 의 대치로 

259명의 블랙워터 사망자가 발생했다.259명의 블랙워터 사망자가 발생했다.259명의 블랙워터 사망자가 발생했다.

빅 이벤트빅 이벤트빅 이벤트

2023년 4월 5일 수요일2023년 4월 5일 수요일2023년 4월 5일 수요일

다시.다시.다시.

아메리카 세이브드.아메리카 세이브드.아메리카 세이브드.

http://irckorea.us/0124.pdf


NCSWIC!NCSWIC!NCSWIC!

………도널드 트럼프 도널드 트럼프 도널드 트럼프 라이브라이브라이브

"""나나나는 그들의 첫 번째 목표이다. 하지만 나는 당신을 는 그들의 첫 번째 목표이다. 하지만 나는 당신을 는 그들의 첫 번째 목표이다. 하지만 나는 당신을 

위해 싸우는 것이 자랑스럽고, 오랫동안 당신을 위해 위해 싸우는 것이 자랑스럽고, 오랫동안 당신을 위해 위해 싸우는 것이 자랑스럽고, 오랫동안 당신을 위해 

싸울 것이다!" … 싸울 것이다!" … 싸울 것이다!" … 트럼프 대통령트럼프 대통령트럼프 대통령

주디 노트주디 노트주디 노트: : : 딥스테이트 중앙은행들딥스테이트 중앙은행들딥스테이트 중앙은행들은 은 은 파산파산파산했고 언제든 했고 언제든 했고 언제든 

뱅크런뱅크런뱅크런을 기대했다. 한편, 을 기대했다. 한편, 을 기대했다. 한편, 연합군의 군사 작전연합군의 군사 작전연합군의 군사 작전이 계속 이 계속 이 계속 

되면서 되면서 되면서 어린이들은 여전히 구조되고 있었고어린이들은 여전히 구조되고 있었고어린이들은 여전히 구조되고 있었고, , , DUMBSDUMBSDUMBS는 는 는 

파괴되었고, 카발 정부는 붕괴되었다파괴되었고, 카발 정부는 붕괴되었다파괴되었고, 카발 정부는 붕괴되었다. 최근 유타주의 . 최근 유타주의 . 최근 유타주의 

외딴 지역에서 그러한 사례가 발생했다. 델타 포스 대. 외딴 지역에서 그러한 사례가 발생했다. 델타 포스 대. 외딴 지역에서 그러한 사례가 발생했다. 델타 포스 대. 

2023년 2023년 2023년 

1월 12일 목요일부터 1월 21일 토요일까지1월 12일 목요일부터 1월 21일 토요일까지1월 12일 목요일부터 1월 21일 토요일까지   Blackwater Blackwater Blackwater 

MilitaryMilitaryMilitary의 대립은 의 대립은 의 대립은 259명의 Blackwater 사망259명의 Blackwater 사망259명의 Blackwater 사망으로 절정에 으로 절정에 으로 절정에 

달했다. (아래 #D 참조).달했다. (아래 #D 참조).달했다. (아래 #D 참조).

✪ ✪ ✪ 두 개의 주요 미디어 단체의 전 보스는두 개의 주요 미디어 단체의 전 보스는두 개의 주요 미디어 단체의 전 보스는 자신들의  자신들의  자신들의 

의제를 추진하기 위해 공개적으로 거짓말을 한다고 의제를 추진하기 위해 공개적으로 거짓말을 한다고 의제를 추진하기 위해 공개적으로 거짓말을 한다고 

인정한다.인정한다.인정한다.

✪ ✪ ✪ 버거 장군버거 장군버거 장군은 부상을 입었지만 회복 중이다은 부상을 입었지만 회복 중이다은 부상을 입었지만 회복 중이다: : : 

https://www.rumormillnews.com/cgi-bin/forum.cgi?readhttps://www.rumormillnews.com/cgi-bin/forum.cgi?readhttps://www.rumormillnews.com/cgi-bin/forum.cgi?read

=215883=215883=2158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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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텔을 보시려면

클릭하세요.

주주주디 노트:디 노트:디 노트:

✪ ✪ ✪ 전 세계의 정부들이 무너지고 있었다전 세계의 정부들이 무너지고 있었다전 세계의 정부들이 무너지고 있었다

✪ ✪ ✪ 은행들은 은행들은 은행들은 전 세계적으로 부실을 보이고 있었다전 세계적으로 부실을 보이고 있었다전 세계적으로 부실을 보이고 있었다

✪ ✪ ✪ """미국은 1월 31일부로미국은 1월 31일부로미국은 1월 31일부로 이전 달러에서  이전 달러에서  이전 달러에서 새로운 달러로 새로운 달러로 새로운 달러로 

전환할 것전환할 것전환할 것이다." …이다." …이다." …찰리 워드찰리 워드찰리 워드

✪ ✪ ✪ 테슬라테슬라테슬라의 의 의 지구로부터 전기 에너지를 이용하는 지구로부터 전기 에너지를 이용하는 지구로부터 전기 에너지를 이용하는 

능력능력능력은 1896년에 알려졌다은 1896년에 알려졌다은 1896년에 알려졌다

✪ ✪ ✪ 마크 Z마크 Z마크 Z: 저기 있는 제 연락처는 여전히 31일까지 갈 : 저기 있는 제 연락처는 여전히 31일까지 갈 : 저기 있는 제 연락처는 여전히 31일까지 갈 

http://irckorea.us/0123.pdf


것이라고 합니다.것이라고 합니다.것이라고 합니다.

✪ ✪ ✪ 찰리 워드찰리 워드찰리 워드: "모든 것이 1월에 끝날 것입니다.": "모든 것이 1월에 끝날 것입니다.": "모든 것이 1월에 끝날 것입니다."

✪ ✪ ✪ 쉴라쉴라쉴라: 일본 사람들은 일본과 다른 나라들에서 1월에 : 일본 사람들은 일본과 다른 나라들에서 1월에 : 일본 사람들은 일본과 다른 나라들에서 1월에 

끝나는 금리와 새로운 통화로의 전환에 대해 한동안 글을 끝나는 금리와 새로운 통화로의 전환에 대해 한동안 글을 끝나는 금리와 새로운 통화로의 전환에 대해 한동안 글을 

올려왔습니다. 나는 각 나라마다 그들만의 전환이 있을 올려왔습니다. 나는 각 나라마다 그들만의 전환이 있을 올려왔습니다. 나는 각 나라마다 그들만의 전환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안다… 것이라는 것을 안다… 것이라는 것을 안다… 나는 필리핀이 새로운 통화 정책을 나는 필리핀이 새로운 통화 정책을 나는 필리핀이 새로운 통화 정책을 

가지고 있다고 발표했다는 것을 안다.가지고 있다고 발표했다는 것을 안다.가지고 있다고 발표했다는 것을 안다. 각 나라는  각 나라는  각 나라는 

과도기를 겪고 있고 새로운 돈을 갖게 될 것이다. 새로운 과도기를 겪고 있고 새로운 돈을 갖게 될 것이다. 새로운 과도기를 겪고 있고 새로운 돈을 갖게 될 것이다. 새로운 

요금. 외국 뉴스를 보면 공개적으로 이런 논의를 하고 요금. 외국 뉴스를 보면 공개적으로 이런 논의를 하고 요금. 외국 뉴스를 보면 공개적으로 이런 논의를 하고 

있는데……있는데……있는데……그들은 새로운 자산 지원 통화로 새로운 통화 그들은 새로운 자산 지원 통화로 새로운 통화 그들은 새로운 자산 지원 통화로 새로운 통화 

정책으로 전환하고 있다는 것을 매우 분명히 합니다!정책으로 전환하고 있다는 것을 매우 분명히 합니다!정책으로 전환하고 있다는 것을 매우 분명히 합니다!

외화 환전과 짐본드 상환 약속을 정하기 위한 외화 환전과 짐본드 상환 약속을 정하기 위한 외화 환전과 짐본드 상환 약속을 정하기 위한 Tier Tier Tier 

4b4b4b(우리, 인터넷 그룹) 알림 창은 앞으로 며칠 내에 (우리, 인터넷 그룹) 알림 창은 앞으로 며칠 내에 (우리, 인터넷 그룹) 알림 창은 앞으로 며칠 내에 

일어날 것이라는 일부 의견이 있지만 지금부터 1월 31일 일어날 것이라는 일부 의견이 있지만 지금부터 1월 31일 일어날 것이라는 일부 의견이 있지만 지금부터 1월 31일 

화요일까지 아무 때나 있었다.화요일까지 아무 때나 있었다.화요일까지 아무 때나 있었다.

✪ ✪ ✪ 8개의 미국 지역 콜센터와 7,000개의 리뎀션 센터가 8개의 미국 지역 콜센터와 7,000개의 리뎀션 센터가 8개의 미국 지역 콜센터와 7,000개의 리뎀션 센터가 

대기 중이었다.대기 중이었다.대기 중이었다.

✪ ✪ ✪ 2023년 2월 1일 수요일부터, 2021년 이전에 인쇄된 2023년 2월 1일 수요일부터, 2021년 이전에 인쇄된 2023년 2월 1일 수요일부터, 2021년 이전에 인쇄된 

고정 미국 달러는 미국 재무부 서한에 따르면 더 이상 고정 미국 달러는 미국 재무부 서한에 따르면 더 이상 고정 미국 달러는 미국 재무부 서한에 따르면 더 이상 

세계 어느 곳에서도 법정 통화로 받아들여지지 않을 세계 어느 곳에서도 법정 통화로 받아들여지지 않을 세계 어느 곳에서도 법정 통화로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이다. 비록 이 날짜는 며칠 더 늦춰질 수도 있다. 것이다. 비록 이 날짜는 며칠 더 늦춰질 수도 있다. 것이다. 비록 이 날짜는 며칠 더 늦춰질 수도 있다. 

브루스브루스브루스, , , 마크 Z마크 Z마크 Z

✪ ✪ ✪ 2월 2일까지, 3개의 법정 통화가 은행과 상점에서 2월 2일까지, 3개의 법정 통화가 은행과 상점에서 2월 2일까지, 3개의 법정 통화가 은행과 상점에서 

인출될 예정이었다. …인출될 예정이었다. …인출될 예정이었다. …브루스브루스브루스

✪ ✪ ✪ GESARAGESARAGESARA와 와 와 NESARANESARANESARA(((채무 탕감채무 탕감채무 탕감 및  및  및 보편적 기본 소득보편적 기본 소득보편적 기본 소득   

포함)는 1월 19일 목요일에 시작되어 포함)는 1월 19일 목요일에 시작되어 포함)는 1월 19일 목요일에 시작되어 2월 1일 2월 1일 2월 1일 

수요일까지수요일까지수요일까지   완료될 것완료될 것완료될 것이다 … 이다 … 이다 … BruceBruceBruce

✪ ✪ ✪ 현재 현재 현재 미국 미국 미국 민간 시민 은행 계좌민간 시민 은행 계좌민간 시민 은행 계좌의 돈의 돈의 돈은 자동으로 은 자동으로 은 자동으로 

금/자산 지원으로 전환금/자산 지원으로 전환금/자산 지원으로 전환되고 있었다.되고 있었다.되고 있었다.

✪ ✪ ✪ 2023년 3월은 전 세계 209개 주요 국가의 통화를 2023년 3월은 전 세계 209개 주요 국가의 통화를 2023년 3월은 전 세계 209개 주요 국가의 통화를 

금/자산 기반 기준으로 하여 1:1로 교환하는 마감일로, 금/자산 기반 기준으로 하여 1:1로 교환하는 마감일로, 금/자산 기반 기준으로 하여 1:1로 교환하는 마감일로, 



이는 최대 5년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이는 최대 5년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이는 최대 5년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 ✪ ✪ 달 착륙 사기달 착륙 사기달 착륙 사기: 2009년에 우주비행사들과 미국 : 2009년에 우주비행사들과 미국 : 2009년에 우주비행사들과 미국 

대사관이 암스테르담에 있는 박물관에 기증한 소위 대사관이 암스테르담에 있는 박물관에 기증한 소위 대사관이 암스테르담에 있는 박물관에 기증한 소위 

"""달에서 온 바위달에서 온 바위달에서 온 바위"가 가짜로 밝혀졌다."가 가짜로 밝혀졌다."가 가짜로 밝혀졌다. 2009년에 이  2009년에 이  2009년에 이 

나무가 땅에서 떨어진 돌멩이인 나무가 땅에서 떨어진 돌멩이인 나무가 땅에서 떨어진 돌멩이인 석화된 나무라는 것이 석화된 나무라는 것이 석화된 나무라는 것이 

확인확인확인되었습니다. NASA는 "최초"와 "다른" 임무의 달 되었습니다. NASA는 "최초"와 "다른" 임무의 달 되었습니다. NASA는 "최초"와 "다른" 임무의 달 

암석을 100개국에 배포했다.암석을 100개국에 배포했다.암석을 100개국에 배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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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텔을 보시려면

클릭하세요.

누누누군가가 친절의 손으로 손을 내밀 때, 그것을군가가 친절의 손으로 손을 내밀 때, 그것을군가가 친절의 손으로 손을 내밀 때, 그것을   

하나님의 손하나님의 손하나님의 손이라고 생각하세요.이라고 생각하세요.이라고 생각하세요.

누누누군가가 도움이 되고 희망이 되고 동정심이 많은 말을 군가가 도움이 되고 희망이 되고 동정심이 많은 말을 군가가 도움이 되고 희망이 되고 동정심이 많은 말을 

나눌 때, 그것을 하나님의 목소리라고 생각하세요. 나눌 때, 그것을 하나님의 목소리라고 생각하세요. 나눌 때, 그것을 하나님의 목소리라고 생각하세요. 

누누누군가가 진정한 사랑을 표현할 때, 그것을 군가가 진정한 사랑을 표현할 때, 그것을 군가가 진정한 사랑을 표현할 때, 그것을 하나님의 하나님의 하나님의 

사랑사랑사랑이라고 생각하세요.이라고 생각하세요.이라고 생각하세요. 무엇보다도, 여러분이 다른  무엇보다도, 여러분이 다른  무엇보다도, 여러분이 다른 

사람들 에게 손을 내밀고 싶은 영감을 느낄 때, 사람들 에게 손을 내밀고 싶은 영감을 느낄 때, 사람들 에게 손을 내밀고 싶은 영감을 느낄 때, 그들의 그들의 그들의 

삶에서 삶에서 삶에서 하하하나님의 손나님의 손나님의 손이 될 수 있는 기회를 받아들이세요.이 될 수 있는 기회를 받아들이세요.이 될 수 있는 기회를 받아들이세요.

주디 노트주디 노트주디 노트:::

† † † 외화 환전과 짐본드 상환 약속을 정하기 위한 외화 환전과 짐본드 상환 약속을 정하기 위한 외화 환전과 짐본드 상환 약속을 정하기 위한 Tier 4b Tier 4b Tier 4b 

(우리, 인터넷 그룹) (우리, 인터넷 그룹) (우리, 인터넷 그룹) 알림 창은 앞으로 며칠 내에 일어날 알림 창은 앞으로 며칠 내에 일어날 알림 창은 앞으로 며칠 내에 일어날 

것것것이라는 일부 의견이 있지만 이라는 일부 의견이 있지만 이라는 일부 의견이 있지만 지금부터 1월 31일 화요일 지금부터 1월 31일 화요일 지금부터 1월 31일 화요일 

까지 아무 때나까지 아무 때나까지 아무 때나 있을 것이다. 있을 것이다. 있을 것이다.

† † † 8개의 미국 지역 콜센터8개의 미국 지역 콜센터8개의 미국 지역 콜센터와 와 와 7,000개의 리뎀션 센터7,000개의 리뎀션 센터7,000개의 리뎀션 센터가 가 가 

대기 중이었다.대기 중이었다.대기 중이었다.

† † † 1월 22일1월 22일1월 22일, 미국 정부의 한 고위 관리가 곧 , 미국 정부의 한 고위 관리가 곧 , 미국 정부의 한 고위 관리가 곧 

전세계적으로 시행될 새로운 은행 규제에 관한 발표전세계적으로 시행될 새로운 은행 규제에 관한 발표전세계적으로 시행될 새로운 은행 규제에 관한 발표를 할 를 할 를 할 

예정이었다. 예정이었다. 예정이었다. 다음 주에 현금을 투기하는 사람들다음 주에 현금을 투기하는 사람들다음 주에 현금을 투기하는 사람들은 그들이 은 그들이 은 그들이 

알고 있는 것보다 더 정확할 수도 있다. …Okie (Okie 알고 있는 것보다 더 정확할 수도 있다. …Okie (Okie 알고 있는 것보다 더 정확할 수도 있다. …Okie (Okie 

Oilman이 아닌) 1월 20일 금요일 트위터.Oilman이 아닌) 1월 20일 금요일 트위터.Oilman이 아닌) 1월 20일 금요일 트위터.

† † † 공식적인 미국 달러는 더 이상 인쇄되지 않았다. 세 공식적인 미국 달러는 더 이상 인쇄되지 않았다. 세 공식적인 미국 달러는 더 이상 인쇄되지 않았다. 세 

개의 새로운 인쇄기가 새로운 개의 새로운 인쇄기가 새로운 개의 새로운 인쇄기가 새로운 금/자산으로 뒷받침되는 금/자산으로 뒷받침되는 금/자산으로 뒷받침되는 

US 노트를 인쇄US 노트를 인쇄US 노트를 인쇄하고 있었다. …하고 있었다. …하고 있었다. …브루스브루스브루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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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1월 20일 금요일부터1월 20일 금요일부터1월 20일 금요일부터 미국의 고정 달러는  미국의 고정 달러는  미국의 고정 달러는 

금/자산이 뒷받침되는 US 노트로 이전금/자산이 뒷받침되는 US 노트로 이전금/자산이 뒷받침되는 US 노트로 이전되었다.되었다.되었다.

† † † 2023년 2월 1일 수요일부터2023년 2월 1일 수요일부터2023년 2월 1일 수요일부터, 2021년 이전에 , 2021년 이전에 , 2021년 이전에 

인쇄된 고정 인쇄된 고정 인쇄된 고정 미국 달러는미국 달러는미국 달러는 미국 재무부 서한에 따르면  미국 재무부 서한에 따르면  미국 재무부 서한에 따르면 더 더 더 

이상 세계 어느 곳에서도 법정 통화로 받아들여지지 않을 이상 세계 어느 곳에서도 법정 통화로 받아들여지지 않을 이상 세계 어느 곳에서도 법정 통화로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것것이다. 비록 이 날짜는 며칠 더 늦춰질 수도 있다. 이다. 비록 이 날짜는 며칠 더 늦춰질 수도 있다. 이다. 비록 이 날짜는 며칠 더 늦춰질 수도 있다. 

………브루스브루스브루스,,, 마크 Z 마크 Z 마크 Z

† † † GGGESARAESARAESARA와와와 NESARA NESARA NESARA(((채무 탕감 및 보편적 기본 소득채무 탕감 및 보편적 기본 소득채무 탕감 및 보편적 기본 소득   

포함포함포함)는 )는 )는 1월 19일 목요일에 시작되어 2월 1일 1월 19일 목요일에 시작되어 2월 1일 1월 19일 목요일에 시작되어 2월 1일 

수요일까지 완료될 것수요일까지 완료될 것수요일까지 완료될 것이다 … 이다 … 이다 … BruceBruceBruce

† † † 현재 현재 현재 미국 민간 시민 은행 계좌의 돈미국 민간 시민 은행 계좌의 돈미국 민간 시민 은행 계좌의 돈은 은 은 자동으로 자동으로 자동으로 

금/자산금/자산금/자산   지원으로 전환지원으로 전환지원으로 전환되고 있었다.되고 있었다.되고 있었다.

† † † 사람들은사람들은사람들은 그들의  그들의  그들의 은행 계좌에서 많은 양의 현금을 인출은행 계좌에서 많은 양의 현금을 인출은행 계좌에서 많은 양의 현금을 인출   

할 수 없다할 수 없다할 수 없다고 보고한다 – 고 보고한다 – 고 보고한다 – 은행들은 그들이 단지 현금을은행들은 그들이 단지 현금을은행들은 그들이 단지 현금을   

가지고 있지 않다가지고 있지 않다가지고 있지 않다고 말한다.고 말한다.고 말한다.

† † † 일부 은행은 부실일부 은행은 부실일부 은행은 부실을 보이고 있었고, 을 보이고 있었고, 을 보이고 있었고, 다른 은행들은 다른 은행들은 다른 은행들은 

문을 닫고 있었다문을 닫고 있었다문을 닫고 있었다...

† † † 2023년 3월은 전 세계 209개 주요 국가의 통화를 2023년 3월은 전 세계 209개 주요 국가의 통화를 2023년 3월은 전 세계 209개 주요 국가의 통화를 

금/자산 기반 기준으로 하여 1:1로 교환하는 마감일로, 금/자산 기반 기준으로 하여 1:1로 교환하는 마감일로, 금/자산 기반 기준으로 하여 1:1로 교환하는 마감일로, 

이는 최대 5년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이는 최대 5년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이는 최대 5년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 † † 2023년 5월에서 7월 1일2023년 5월에서 7월 1일2023년 5월에서 7월 1일 사이에  사이에  사이에 FedNowFedNowFedNow로의 통로의 통로의 통합이합이합이   

시작시작시작되고 되고 되고 전 세계의 모든 은행, 시장 및 기업이 새로운전 세계의 모든 은행, 시장 및 기업이 새로운전 세계의 모든 은행, 시장 및 기업이 새로운   

디지털 자산 기반 경제로의 통합을 완료할 것디지털 자산 기반 경제로의 통합을 완료할 것디지털 자산 기반 경제로의 통합을 완료할 것이다.이다.이다.

† † † 뉴뉴뉴욕증권거래소욕증권거래소욕증권거래소는 아동매매와 관련된 기업들을 는 아동매매와 관련된 기업들을 는 아동매매와 관련된 기업들을 

보유하고 있었는데, 보유하고 있었는데, 보유하고 있었는데, 이 기업들은 이름을 바꾸고 이 기업들은 이름을 바꾸고 이 기업들은 이름을 바꾸고 양자 양자 양자 

금융 시스템에 통합되면서 거래소에서 퇴출될 것금융 시스템에 통합되면서 거래소에서 퇴출될 것금융 시스템에 통합되면서 거래소에서 퇴출될 것이다.이다.이다.

† † † 골드만 삭스는 거래소 전체를 정리했다.골드만 삭스는 거래소 전체를 정리했다.골드만 삭스는 거래소 전체를 정리했다.

† † † 일자리를 잃고 있는 구글 직원일자리를 잃고 있는 구글 직원일자리를 잃고 있는 구글 직원은 은 은 1만2000명1만2000명1만2000명이었다.이었다.이었다.

† † † 아마존아마존아마존은 은 은 전 세계적으로 수천 명의 노동자들을 해고할전 세계적으로 수천 명의 노동자들을 해고할전 세계적으로 수천 명의 노동자들을 해고할   



것것것이다.이다.이다.

† † † 브런슨 사건브런슨 사건브런슨 사건으로 미국 대법원은 미국인들이 그들만의 으로 미국 대법원은 미국인들이 그들만의 으로 미국 대법원은 미국인들이 그들만의 

법원 시스템에 스탠딩을 가지고 있지 않다고 판결했는데, 법원 시스템에 스탠딩을 가지고 있지 않다고 판결했는데, 법원 시스템에 스탠딩을 가지고 있지 않다고 판결했는데, 

이는 이는 이는 우리 법원 시스템의 부패우리 법원 시스템의 부패우리 법원 시스템의 부패를 보여준다.를 보여준다.를 보여준다.

† † † 2022년 11월 이후 9건의 공격이 있었다.2022년 11월 이후 9건의 공격이 있었다.2022년 11월 이후 9건의 공격이 있었다.

† † † 베베베트남과 뉴질랜드 정부트남과 뉴질랜드 정부트남과 뉴질랜드 정부는 무너지고 있었다.는 무너지고 있었다.는 무너지고 있었다.

† † † 암호화폐 연쇄붕괴 파급효과, 텔레그램의 폭풍라이더암호화폐 연쇄붕괴 파급효과, 텔레그램의 폭풍라이더암호화폐 연쇄붕괴 파급효과, 텔레그램의 폭풍라이더

† † † 월가 투자회사들월가 투자회사들월가 투자회사들이 이 이 문을 닫고문을 닫고문을 닫고   무역회사들이 거래자들을 무역회사들이 거래자들을 무역회사들이 거래자들을 

해고하면서 강력한 붕괴해고하면서 강력한 붕괴해고하면서 강력한 붕괴가 일어나고 있다.가 일어나고 있다.가 일어나고 있다.

† † † 유럽 크립토스가 압박감을유럽 크립토스가 압박감을유럽 크립토스가 압박감을 느끼기 시작했고  느끼기 시작했고  느끼기 시작했고 매일 수억 매일 수억 매일 수억 

명이 손실을 보고명이 손실을 보고명이 손실을 보고 있는 가운데  있는 가운데  있는 가운데 그 파급효과가 전 세계를 그 파급효과가 전 세계를 그 파급효과가 전 세계를 

통해 감지통해 감지통해 감지되고 있다.되고 있다.되고 있다.

† † † QQQ 폭풍의 기수는  폭풍의 기수는  폭풍의 기수는 핵핵핵 사건으로 이어질 엄청난 규모의 사건으로 이어질 엄청난 규모의 사건으로 이어질 엄청난 규모의   

전쟁이 발발할 것이라고 예측전쟁이 발발할 것이라고 예측전쟁이 발발할 것이라고 예측하는 데 매우 직접적이었다. 하는 데 매우 직접적이었다. 하는 데 매우 직접적이었다. 

많은 사람들이 그것이 단지 공포에 사로잡힌 것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그것이 단지 공포에 사로잡힌 것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그것이 단지 공포에 사로잡힌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생각했지만, 생각했지만, 그 사건은 이제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있었다그 사건은 이제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있었다그 사건은 이제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있었다...

† † † 내부 붕괴: 내부 붕괴: 내부 붕괴: 중국, 러시아 및 그들이 인도, 파키스탄, 중국, 러시아 및 그들이 인도, 파키스탄, 중국, 러시아 및 그들이 인도, 파키스탄, 

중동 및 유럽을 통해 통제하는 여러 조직중동 및 유럽을 통해 통제하는 여러 조직중동 및 유럽을 통해 통제하는 여러 조직은 모두 은 모두 은 모두 유럽과 유럽과 유럽과 

미국의미국의미국의   피아트 시스템, NATO 군사 시스템 및 미군 피아트 시스템, NATO 군사 시스템 및 미군 피아트 시스템, NATO 군사 시스템 및 미군 

시스템에 대한시스템에 대한시스템에 대한   세기의 사이버 공격을 준비세기의 사이버 공격을 준비세기의 사이버 공격을 준비하고 있습니다.하고 있습니다.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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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텔을 보시려면

클릭하세요.

1월 19일 목요일. 1월 19일 목요일. 1월 19일 목요일. 팝콘의 날팝콘의 날팝콘의 날

미국 국채 한도에 도달했을 때였다미국 국채 한도에 도달했을 때였다미국 국채 한도에 도달했을 때였다

그리고 미국 달러는 금/자산으로 뒷받침되는 미국 그리고 미국 달러는 금/자산으로 뒷받침되는 미국 그리고 미국 달러는 금/자산으로 뒷받침되는 미국 

지폐로 전환되기 시작했다.지폐로 전환되기 시작했다.지폐로 전환되기 시작했다.

금본위제가 돌아왔다!!!금본위제가 돌아왔다!!!금본위제가 돌아왔다!!!

워워워싱턴 DC에서 열린 싱턴 DC에서 열린 싱턴 DC에서 열린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 

국제통화기금(IMF), 세계은행, 아프리카 최대 중앙은행 총재들국제통화기금(IMF), 세계은행, 아프리카 최대 중앙은행 총재들국제통화기금(IMF), 세계은행, 아프리카 최대 중앙은행 총재들   

간의 회의는 2021년 1월 31일 현재 세간의 회의는 2021년 1월 31일 현재 세간의 회의는 2021년 1월 31일 현재 세계 어느 곳에서도 계 어느 곳에서도 계 어느 곳에서도 

인쇄된 인쇄된 인쇄된 미국 달러 지폐미국 달러 지폐미국 달러 지폐가 더 이상 받아들여지지 않거나 법정 가 더 이상 받아들여지지 않거나 법정 가 더 이상 받아들여지지 않거나 법정 

http://irckorea.us/0120.pdf


통화가 될 수 없는 통화가 될 수 없는 통화가 될 수 없는 제한을 설정제한을 설정제한을 설정했다. 이 조치는 마약 관련 했다. 이 조치는 마약 관련 했다. 이 조치는 마약 관련 

활동, 테러, 인신매매, 납치, 부패한 정치인들로부터 발생하는 활동, 테러, 인신매매, 납치, 부패한 정치인들로부터 발생하는 활동, 테러, 인신매매, 납치, 부패한 정치인들로부터 발생하는 

불법적인 금전적 이득을 줄이기 위한 것이다. …불법적인 금전적 이득을 줄이기 위한 것이다. …불법적인 금전적 이득을 줄이기 위한 것이다. …미국 미국 미국 

재무부의 2022년 11월 2일 서신재무부의 2022년 11월 2일 서신재무부의 2022년 11월 2일 서신

여여여러분의 축복에 감사함으로써 여러분의 걱정을 러분의 축복에 감사함으로써 여러분의 걱정을 러분의 축복에 감사함으로써 여러분의 걱정을 

떨쳐버리세요.떨쳐버리세요.떨쳐버리세요.

✪ ✪ ✪ BruceBruceBruce에 따르면 에 따르면 에 따르면 Tier 4bTier 4bTier 4b(우리, 인터넷 그룹)는 1월 20일 (우리, 인터넷 그룹)는 1월 20일 (우리, 인터넷 그룹)는 1월 20일 

금요일이나 21일 토요일에 금요일이나 21일 토요일에 금요일이나 21일 토요일에 외화와 짐본드 교환 약속외화와 짐본드 교환 약속외화와 짐본드 교환 약속을 을 을 

정하도록 정하도록 정하도록 이메일로 통보될 것이메일로 통보될 것이메일로 통보될 것이며, 우리는 이며, 우리는 이며, 우리는 빠르면 1월빠르면 1월빠르면 1월   

20일이나 21일 토요일에 교환을 시작할 수 있을 것20일이나 21일 토요일에 교환을 시작할 수 있을 것20일이나 21일 토요일에 교환을 시작할 수 있을 것이다.이다.이다.

글로벌 글로벌 글로벌 통통통화 재설정화 재설정화 재설정:::

✪ ✪ ✪ 외화 환전과 짐본드 상환 약속을 정하기 위한 외화 환전과 짐본드 상환 약속을 정하기 위한 외화 환전과 짐본드 상환 약속을 정하기 위한 Tier 4bTier 4bTier 4b   

(우리, 인터넷 그룹) 알림 창은 (우리, 인터넷 그룹) 알림 창은 (우리, 인터넷 그룹) 알림 창은 앞으로 며칠 내에 일어날앞으로 며칠 내에 일어날앞으로 며칠 내에 일어날   

것것것이라는 일부 의견이 있지만 지금부터 1월 31일 화요일까지 이라는 일부 의견이 있지만 지금부터 1월 31일 화요일까지 이라는 일부 의견이 있지만 지금부터 1월 31일 화요일까지 

아무 때나 있었다.아무 때나 있었다.아무 때나 있었다.

✪ ✪ ✪ 1월 19일 목요일. 1월 19일 목요일. 1월 19일 목요일. 브루스브루스브루스: Tier 3과 : Tier 3과 : Tier 3과 Tier 4bTier 4bTier 4b(우리, 인터넷 (우리, 인터넷 (우리, 인터넷 

그룹)의 채권 보유자들은 그룹)의 채권 보유자들은 그룹)의 채권 보유자들은 1월 20일 금요일이나 21일에 1월 20일 금요일이나 21일에 1월 20일 금요일이나 21일에 

외화와 짐본드 교환 약속외화와 짐본드 교환 약속외화와 짐본드 교환 약속을 정하도록 이메일로 통지받을 을 정하도록 이메일로 통지받을 을 정하도록 이메일로 통지받을 

것것것이고, 빠르면 1월 20일이나 21일에 교환을 시작할 수 있을 이고, 빠르면 1월 20일이나 21일에 교환을 시작할 수 있을 이고, 빠르면 1월 20일이나 21일에 교환을 시작할 수 있을 

것이다.것이다.것이다.

✪ ✪ ✪ 1월 19일 목요일. 1월 19일 목요일. 1월 19일 목요일. 마크 Z마크 Z마크 Z: "어제(1월 18일 수요일) : "어제(1월 18일 수요일) : "어제(1월 18일 수요일) 

골골골드만 삭스는 거래소 드만 삭스는 거래소 드만 삭스는 거래소 전전전체를 정리했다. 체를 정리했다. 체를 정리했다. 

쾅쾅쾅………   

사라졌어요…설명이 없어요. 그들은 음악이 멈춘다는 것을 사라졌어요…설명이 없어요. 그들은 음악이 멈춘다는 것을 사라졌어요…설명이 없어요. 그들은 음악이 멈춘다는 것을 

안다. 사우디아라비아가 페트로 달러를 떠나고 있다. 그들은 안다. 사우디아라비아가 페트로 달러를 떠나고 있다. 그들은 안다. 사우디아라비아가 페트로 달러를 떠나고 있다. 그들은 

다른 모든 통화에 대한 문을 열고 있다. 몇 년 전 어느 다른 모든 통화에 대한 문을 열고 있다. 몇 년 전 어느 다른 모든 통화에 대한 문을 열고 있다. 몇 년 전 어느 

시점에서 모든 석유 판매의 80%가 미국 달러로 이루어졌다. 시점에서 모든 석유 판매의 80%가 미국 달러로 이루어졌다. 시점에서 모든 석유 판매의 80%가 미국 달러로 이루어졌다. 

내년까지 40%가 여전히 미국 달러로 이루어진다면 그들은 내년까지 40%가 여전히 미국 달러로 이루어진다면 그들은 내년까지 40%가 여전히 미국 달러로 이루어진다면 그들은 

운이 좋을 것이라고 믿는다. IMO 사우디아라비아가 운이 좋을 것이라고 믿는다. IMO 사우디아라비아가 운이 좋을 것이라고 믿는다. IMO 사우디아라비아가 

페트로달러를 죽이고 세계에 알렸다.페트로달러를 죽이고 세계에 알렸다.페트로달러를 죽이고 세계에 알렸다.



✪ ✪ ✪ 멤버멤버멤버: : : PPNPPNPPN에서 그의 여동생이 에서 그의 여동생이 에서 그의 여동생이 애리조나의 현금 자동 애리조나의 현금 자동 애리조나의 현금 자동 

인출기에서 레인보우 돈을 꺼내는 것인출기에서 레인보우 돈을 꺼내는 것인출기에서 레인보우 돈을 꺼내는 것을 보았습니다을 보았습니다을 보았습니다

✪ ✪ ✪ 8개의 미국 지역 콜센터와 7,000개의 리뎀션 센터8개의 미국 지역 콜센터와 7,000개의 리뎀션 센터8개의 미국 지역 콜센터와 7,000개의 리뎀션 센터가 문을 가 문을 가 문을 

열었고 이후 10일에서 12일 동안 오전 8시부터 오후 열었고 이후 10일에서 12일 동안 오전 8시부터 오후 열었고 이후 10일에서 12일 동안 오전 8시부터 오후 

10시까지 근무했다.10시까지 근무했다.10시까지 근무했다.

✪ ✪ ✪ 12-14시간 내에 완료되거나 1월 20일 금요일쯤 완료될 12-14시간 내에 완료되거나 1월 20일 금요일쯤 완료될 12-14시간 내에 완료되거나 1월 20일 금요일쯤 완료될 

예정인 예정인 예정인 UST 고정 달러가 UST 고정 달러가 UST 고정 달러가 금/자산 지원 US Note금/자산 지원 US Note금/자산 지원 US Note로 로 로 

이전이전이전되었습니다.되었습니다.되었습니다.

✪ ✪ ✪ 그들은 상점과 은행에서 2월 2일까지 완료될 예정 이었던 그들은 상점과 은행에서 2월 2일까지 완료될 예정 이었던 그들은 상점과 은행에서 2월 2일까지 완료될 예정 이었던 

법정 통화를 인출할 것이다.법정 통화를 인출할 것이다.법정 통화를 인출할 것이다.

✪ ✪ ✪ 현재 모든 은행 계좌가 US 노트로 전환 중현재 모든 은행 계좌가 US 노트로 전환 중현재 모든 은행 계좌가 US 노트로 전환 중입니다. 그 입니다. 그 입니다. 그 

계좌들은 계좌들은 계좌들은 양자 금융 시스템에 의해 보호된다양자 금융 시스템에 의해 보호된다양자 금융 시스템에 의해 보호된다...

✪ ✪ ✪ 그들은 더 이상 법정 화폐를 인쇄하지 않을 것이다. 세 그들은 더 이상 법정 화폐를 인쇄하지 않을 것이다. 세 그들은 더 이상 법정 화폐를 인쇄하지 않을 것이다. 세 

개의 새로운 인쇄기가 개의 새로운 인쇄기가 개의 새로운 인쇄기가 새로운 골드/자산 지원 US 노트를 새로운 골드/자산 지원 US 노트를 새로운 골드/자산 지원 US 노트를 

인쇄합니다인쇄합니다인쇄합니다...

✪ ✪ ✪ 뉴욕 증권 거래소뉴욕 증권 거래소뉴욕 증권 거래소는 이름을 바꿀 것이고 는 이름을 바꿀 것이고 는 이름을 바꿀 것이고 양자 금융양자 금융양자 금융   

시스템시스템시스템의 일부가 될 것의 일부가 될 것의 일부가 될 것이다.이다.이다.

✪ ✪ ✪ 뉴욕 증권 거래소는 뉴욕 증권 거래소는 뉴욕 증권 거래소는 아동 인신매매에 관련된 회사들아동 인신매매에 관련된 회사들아동 인신매매에 관련된 회사들을 을 을 

가지고 있었고 가지고 있었고 가지고 있었고 그 회사들은 뉴욕 증권 거래소에서 철수할 그 회사들은 뉴욕 증권 거래소에서 철수할 그 회사들은 뉴욕 증권 거래소에서 철수할 

것것것이다.이다.이다.

✪ ✪ ✪ 일부 채권 보유자들은일부 채권 보유자들은일부 채권 보유자들은 2단계와 3단계인 슈퍼 고래의  2단계와 3단계인 슈퍼 고래의  2단계와 3단계인 슈퍼 고래의 

중간에 있다. 그들은 지불되기 시작했고 1월 18일 수요일 중간에 있다. 그들은 지불되기 시작했고 1월 18일 수요일 중간에 있다. 그들은 지불되기 시작했고 1월 18일 수요일 

오후 2시에 자금에 접근할 수 있었다. 그것은 지금도 오후 2시에 자금에 접근할 수 있었다. 그것은 지금도 오후 2시에 자금에 접근할 수 있었다. 그것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계속되고 있다.계속되고 있다.

✪ ✪ ✪ Tier 3 Tier 3 Tier 3 및 및 및 Tier 4bTier 4bTier 4b(우리, 인터넷 그룹)의 채권 보유자는 (우리, 인터넷 그룹)의 채권 보유자는 (우리, 인터넷 그룹)의 채권 보유자는 

1월 20일 금요일 또는 21일 토요일에 외화 및 짐본드 교환 1월 20일 금요일 또는 21일 토요일에 외화 및 짐본드 교환 1월 20일 금요일 또는 21일 토요일에 외화 및 짐본드 교환 

약속을 정하도록 이메일로 통지되며 빠르면 1월 20일 금요일 약속을 정하도록 이메일로 통지되며 빠르면 1월 20일 금요일 약속을 정하도록 이메일로 통지되며 빠르면 1월 20일 금요일 

또는 21일 토요일에 교환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또는 21일 토요일에 교환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또는 21일 토요일에 교환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 ✪ ✪ GESARA와 NESARAGESARA와 NESARAGESARA와 NESARA(((부채 경감 및 보편적 기본 소득 부채 경감 및 보편적 기본 소득 부채 경감 및 보편적 기본 소득 

포함포함포함)는 1월 19일 목요일에 시작되어 2월 1일 수요일까지 )는 1월 19일 목요일에 시작되어 2월 1일 수요일까지 )는 1월 19일 목요일에 시작되어 2월 1일 수요일까지 

완료될 것이다.완료될 것이다.완료될 것이다.

✪ ✪ ✪ 우리가 진입하는 새로운 우리가 진입하는 새로운 우리가 진입하는 새로운 황금시대를 위한 부의 이전황금시대를 위한 부의 이전황금시대를 위한 부의 이전은 몇 은 몇 은 몇 



가지 방법으로 이루어질 것가지 방법으로 이루어질 것가지 방법으로 이루어질 것이다. 미국 ISO20022 코인은 이다. 미국 ISO20022 코인은 이다. 미국 ISO20022 코인은 

귀금속이 지원합니다. 레인보우 재무부 통화는 또한 더 이상 귀금속이 지원합니다. 레인보우 재무부 통화는 또한 더 이상 귀금속이 지원합니다. 레인보우 재무부 통화는 또한 더 이상 

석유가 아닌 귀금속에 의해 지원될 것이다. 그러므로, 유전이 석유가 아닌 귀금속에 의해 지원될 것이다. 그러므로, 유전이 석유가 아닌 귀금속에 의해 지원될 것이다. 그러므로, 유전이 

폭격을 받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우리는 오일앤가스 대신 폭격을 받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우리는 오일앤가스 대신 폭격을 받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우리는 오일앤가스 대신 

테슬라앤메탈스로 갈 예정입니다. 테슬라앤메탈스로 갈 예정입니다. 테슬라앤메탈스로 갈 예정입니다. 짐바브웨짐바브웨짐바브웨의 2008년 이전 의 2008년 이전 의 2008년 이전 

1조 달러 지폐인 모든 통화의 재평가는 1 대 1이 될 것이다. 1조 달러 지폐인 모든 통화의 재평가는 1 대 1이 될 것이다. 1조 달러 지폐인 모든 통화의 재평가는 1 대 1이 될 것이다. 

이것을 가진 사람들은 이것을 가진 사람들은 이것을 가진 사람들은 인도주의적 프로젝트를 완료할 것으로 인도주의적 프로젝트를 완료할 것으로 인도주의적 프로젝트를 완료할 것으로 

기대기대기대됩니다. 그리고 됩니다. 그리고 됩니다. 그리고 베트남 동과 이라크 디나르. 베트남 동과 이라크 디나르. 베트남 동과 이라크 디나르. 그리고 그리고 그리고 

마침내 마침내 마침내 U.B.iU.B.iU.B.i

글로벌 통화 재설정을 통해 우리는 1950년대 가격으로 글로벌 통화 재설정을 통해 우리는 1950년대 가격으로 글로벌 통화 재설정을 통해 우리는 1950년대 가격으로 

돌아갈 것이다.돌아갈 것이다.돌아갈 것이다.

✪ ✪ ✪ 1860년 4월 1일, 1860년 4월 1일, 1860년 4월 1일, 에이브러햄 링컨을 미국 대통령에이브러햄 링컨을 미국 대통령에이브러햄 링컨을 미국 대통령으로 으로 으로 

만들기 위해 조직된 만들기 위해 조직된 만들기 위해 조직된 20명의 20명의 20명의 미국 장군들미국 장군들미국 장군들에 의해 에 의해 에 의해 QQQ 운동이  운동이  운동이 

창설창설창설되었다. 그들은 링컨에게 노예 무역 시스템을 구축하고 되었다. 그들은 링컨에게 노예 무역 시스템을 구축하고 되었다. 그들은 링컨에게 노예 무역 시스템을 구축하고 

미국 노예의 99%를 소유한 하자리안 마피아를 물리칠 권한미국 노예의 99%를 소유한 하자리안 마피아를 물리칠 권한미국 노예의 99%를 소유한 하자리안 마피아를 물리칠 권한을 을 을 

주었다.주었다.주었다.

✪ ✪ ✪ 약 100년 후인 1963년 11월 22일, CIA를 통해 같은 약 100년 후인 1963년 11월 22일, CIA를 통해 같은 약 100년 후인 1963년 11월 22일, CIA를 통해 같은 

하자리안 마피아가 새로운 화폐 시스템을 만들고 연준을 하자리안 마피아가 새로운 화폐 시스템을 만들고 연준을 하자리안 마피아가 새로운 화폐 시스템을 만들고 연준을 

폐쇄하려는 시도로 폐쇄하려는 시도로 폐쇄하려는 시도로 존 F 케네디 대통령존 F 케네디 대통령존 F 케네디 대통령을 암살한 배후에 을 암살한 배후에 을 암살한 배후에 

있었다.있었다.있었다.

✪ ✪ ✪ 1963년 크리스마스 이브까지 1963년 크리스마스 이브까지 1963년 크리스마스 이브까지 현대 현대 현대 Q Q Q 운동은 77명의 운동은 77명의 운동은 77명의 

미국 장군들이 "미국 장군들이 "미국 장군들이 "세계를 구하기 위한 계획세계를 구하기 위한 계획세계를 구하기 위한 계획"을 탄생시키면서 "을 탄생시키면서 "을 탄생시키면서 

시작되었다시작되었다시작되었다

✪ ✪ ✪ 3개월 후, 맥아더 장군 휘하의 프리덤 이글스 35 작전을 3개월 후, 맥아더 장군 휘하의 프리덤 이글스 35 작전을 3개월 후, 맥아더 장군 휘하의 프리덤 이글스 35 작전을 

시작한 것시작한 것시작한 것은 은 은 133명으로 늘어난 장군들의 집단133명으로 늘어난 장군들의 집단133명으로 늘어난 장군들의 집단이 성장한 이 성장한 이 성장한 

후였다.후였다.후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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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텔을 보시려면

클릭하세요.

경고:경고:경고:

QQQ 폭풍 폭풍 폭풍이 1월 19일 목요일을 강타했다.이 1월 19일 목요일을 강타했다.이 1월 19일 목요일을 강타했다.

5년 델타5년 델타5년 델타

세계는 곤경에 처해 있다세계는 곤경에 처해 있다세계는 곤경에 처해 있다

신의 도움을 위해 기도해요신의 도움을 위해 기도해요신의 도움을 위해 기도해요

이 점에서.이 점에서.이 점에서.

선과 악의 대결선과 악의 대결선과 악의 대결

http://irckorea.us/0119.pdf


지구를 위한 전쟁지구를 위한 전쟁지구를 위한 전쟁

† † † 1월 19일 목요일 현재1월 19일 목요일 현재1월 19일 목요일 현재, 미국 주식회사의 공식 달러는 , 미국 주식회사의 공식 달러는 , 미국 주식회사의 공식 달러는 

피플이 소유한 피플이 소유한 피플이 소유한 금/자산 지원 US 지폐로 전환을 완료했다금/자산 지원 US 지폐로 전환을 완료했다금/자산 지원 US 지폐로 전환을 완료했다. . . 

† † † 한때 미국 주식회사였어요. 한때 미국 주식회사였어요. 한때 미국 주식회사였어요. 중앙은행 통화는 이제 하얀 중앙은행 통화는 이제 하얀 중앙은행 통화는 이제 하얀 

모자의 지배하에 있었다모자의 지배하에 있었다모자의 지배하에 있었다...

† † † 1월 19일 목요일 같은 시간에 1월 19일 목요일 같은 시간에 1월 19일 목요일 같은 시간에 카발의 미국 주식회사카발의 미국 주식회사카발의 미국 주식회사는 는 는 

채무 한도에 도달했고, 채무 한도에 도달했고, 채무 한도에 도달했고, 채무 불이행으로 청구서를 지불할 수 채무 불이행으로 청구서를 지불할 수 채무 불이행으로 청구서를 지불할 수 

없었고, 게다가 연방 준비 제도를 통해 개인 소유의 국세청 없었고, 게다가 연방 준비 제도를 통해 개인 소유의 국세청 없었고, 게다가 연방 준비 제도를 통해 개인 소유의 국세청 

소득세가 공식적으로 폐쇄되고 파산했다소득세가 공식적으로 폐쇄되고 파산했다소득세가 공식적으로 폐쇄되고 파산했다...

† † † 이와 같이 이와 같이 이와 같이 카발 중앙 은행 시스템 전체카발 중앙 은행 시스템 전체카발 중앙 은행 시스템 전체가 가 가 붕괴되어붕괴되어붕괴되어 그들이  그들이  그들이 

가지고 있던 부채가 사라졌고 가지고 있던 부채가 사라졌고 가지고 있던 부채가 사라졌고 디폴트로는 더 피플이 빚을 디폴트로는 더 피플이 빚을 디폴트로는 더 피플이 빚을 

지고 있지 않았다.지고 있지 않았다.지고 있지 않았다.

† † † 인민의 개인 은행 계좌인민의 개인 은행 계좌인민의 개인 은행 계좌는 이미 은행을 통해서가 아니라 는 이미 은행을 통해서가 아니라 는 이미 은행을 통해서가 아니라 

새로운 별빛 위성 시스템의 양자 컴퓨터에서 운영되는 새로운 별빛 위성 시스템의 양자 컴퓨터에서 운영되는 새로운 별빛 위성 시스템의 양자 컴퓨터에서 운영되는 새로운 새로운 새로운 

디지털 양자 금융 시스템에 반영되었기 때문에디지털 양자 금융 시스템에 반영되었기 때문에디지털 양자 금융 시스템에 반영되었기 때문에   영향을 받지 영향을 받지 영향을 받지 

않았다않았다않았다...

글글글로벌 로벌 로벌 통화 재설정통화 재설정통화 재설정:::

† † † MarkZMarkZMarkZ가 가 가 "언제든지" 통지가 일어날 수 있다"언제든지" 통지가 일어날 수 있다"언제든지" 통지가 일어날 수 있다고 말했고 고 말했고 고 말했고 

브루스브루스브루스는 는 는 통지가 앞으로 며칠 안에 있을 것통지가 앞으로 며칠 안에 있을 것통지가 앞으로 며칠 안에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이라고 주장했지만 이라고 주장했지만 

외화 환전과 짐 채권 상환 약속을 정하기 위한 외화 환전과 짐 채권 상환 약속을 정하기 위한 외화 환전과 짐 채권 상환 약속을 정하기 위한 Tier4bTier4bTier4b(우리, (우리, (우리, 

인터넷 그룹) 통지 창은 인터넷 그룹) 통지 창은 인터넷 그룹) 통지 창은 지금부터 1월 31일까지 아무 때나지금부터 1월 31일까지 아무 때나지금부터 1월 31일까지 아무 때나   

있었다.있었다.있었다.

† † † 1월 18일 수요일. 1월 18일 수요일. 1월 18일 수요일. MarkZMarkZMarkZ: 어제 본즈를 다시 팔려고 미친 : 어제 본즈를 다시 팔려고 미친 : 어제 본즈를 다시 팔려고 미친 

듯이 달려들었는데, 이는 듯이 달려들었는데, 이는 듯이 달려들었는데, 이는 RV가 가까워졌다는 신호RV가 가까워졌다는 신호RV가 가까워졌다는 신호입니다.입니다.입니다.

† † † 8개의 8개의 8개의 미국 지역 콜센터미국 지역 콜센터미국 지역 콜센터와와와   7,000개의 7,000개의 7,000개의 리뎀션 센터리뎀션 센터리뎀션 센터가 문을 가 문을 가 문을 

열었고 이후 10일에서 12일 동안 오전 8시부터 오후 열었고 이후 10일에서 12일 동안 오전 8시부터 오후 열었고 이후 10일에서 12일 동안 오전 8시부터 오후 

10시까지 근무했다.10시까지 근무했다.10시까지 근무했다.

† † † 1월 19일 목요일1월 19일 목요일1월 19일 목요일. Q Storm to Hit. . Q Storm to Hit. . Q Storm to Hit. 미국 달러미국 달러미국 달러가 가 가 

금/자산으로 뒷받침되는 미국 지폐로의 전환을 완료할 것금/자산으로 뒷받침되는 미국 지폐로의 전환을 완료할 것금/자산으로 뒷받침되는 미국 지폐로의 전환을 완료할 것   

처럼 처럼 처럼 부채 한도가 타격을 입힙니다부채 한도가 타격을 입힙니다부채 한도가 타격을 입힙니다...

† † † 1월 20일 금요일1월 20일 금요일1월 20일 금요일, , , 미국 연방 정부미국 연방 정부미국 연방 정부는 는 는 미국 은행 시스템의 미국 은행 시스템의 미국 은행 시스템의 

지불 능력에 대한 주요 발표를 할 것지불 능력에 대한 주요 발표를 할 것지불 능력에 대한 주요 발표를 할 것이다.이다.이다.



† † † 1월 23일 월요일에1월 23일 월요일에1월 23일 월요일에. . . 트럼프 트럼프 트럼프 벅스는 벅스는 벅스는 돈을 내기 시작할 돈을 내기 시작할 돈을 내기 시작할 

것것것이다.이다.이다.

† † † 2023년 3월은2023년 3월은2023년 3월은 전 세계 209개 주요 국가의 통화를  전 세계 209개 주요 국가의 통화를  전 세계 209개 주요 국가의 통화를 1:1로 1:1로 1:1로 

교환하는 마감일교환하는 마감일교환하는 마감일이었다.이었다.이었다.

† † † 2023년 5월에서 7월 1일 사이에2023년 5월에서 7월 1일 사이에2023년 5월에서 7월 1일 사이에   FedNowFedNowFedNow로의 통합이 로의 통합이 로의 통합이 

시작되고 시작되고 시작되고 전 세계의 모든 은행, 시장 및 기업이전 세계의 모든 은행, 시장 및 기업이전 세계의 모든 은행, 시장 및 기업이   새로운 새로운 새로운 

디지털 자산 기반 경제로의 통합디지털 자산 기반 경제로의 통합디지털 자산 기반 경제로의 통합을 완료할 것을 완료할 것을 완료할 것이다.이다.이다.

복복복원된 원된 원된 공화국공화국공화국:::

† † † 군사동맹 특수부대가군사동맹 특수부대가군사동맹 특수부대가 DUMBS에 들어가  DUMBS에 들어가  DUMBS에 들어가 인신매매된 인신매매된 인신매매된 

아이들을 구출하고아이들을 구출하고아이들을 구출하고, , , 자산을 탈취하고, 클론 팩토리와자산을 탈취하고, 클론 팩토리와자산을 탈취하고, 클론 팩토리와   끔찍한 끔찍한 끔찍한 

사이언스 랩을 파괴한 다음, DUMBS를 폭파하고사이언스 랩을 파괴한 다음, DUMBS를 폭파하고사이언스 랩을 파괴한 다음, DUMBS를 폭파하고   홍수를 홍수를 홍수를 

일으켜일으켜일으켜 그들의 대열 내에서  그들의 대열 내에서  그들의 대열 내에서 카발카발카발을 파괴한다을 파괴한다을 파괴한다...

† † † 지난 1월 10일 화요일지난 1월 10일 화요일지난 1월 10일 화요일, 월요일이 헌법의 '파격 지점'이고 , 월요일이 헌법의 '파격 지점'이고 , 월요일이 헌법의 '파격 지점'이고 

당시에는 아무 말도 하지 말라고 했지만 지금은당시에는 아무 말도 하지 말라고 했지만 지금은당시에는 아무 말도 하지 말라고 했지만 지금은   대규모대규모대규모   

군사행동이 진행 중이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군사행동이 진행 중이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군사행동이 진행 중이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때부터 . 그때부터 . 그때부터 군이 군이 군이 

개입할 기폭제개입할 기폭제개입할 기폭제를 기다리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나는 를 기다리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나는 를 기다리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나는 

이것이 지금 일어났다이것이 지금 일어났다이것이 지금 일어났다고 믿는다.고 믿는다.고 믿는다.

2023년 1월 18일 2023년 1월 18일 2023년 1월 18일 수요일의 수요일의 수요일의 진진진짜 뉴스짜 뉴스짜 뉴스:::

† † † 바이든이 기밀 문서를 소유한 것바이든이 기밀 문서를 소유한 것바이든이 기밀 문서를 소유한 것에 대한 에 대한 에 대한 민주당의민주당의민주당의   반응은 반응은 반응은 

쿠데타가 아니라 은폐쿠데타가 아니라 은폐쿠데타가 아니라 은폐입니다. 입니다. 입니다. https://www.zerohedge.com/political/not-coup-coverhttps://www.zerohedge.com/political/not-coup-coverhttps://www.zerohedge.com/political/not-coup-cover

† † † 트럼프트럼프트럼프는 이제 는 이제 는 이제 하원의장을 통제하원의장을 통제하원의장을 통제할 수 있다할 수 있다할 수 있다:::

† † † 우리를 아프게 하기 위해 우리를 아프게 하기 위해 우리를 아프게 하기 위해 나노입자들나노입자들나노입자들이 음식물에 놓여이 음식물에 놓여이 음식물에 놓여   

있다는 증거있다는 증거있다는 증거가 있었다.가 있었다.가 있었다.

글글글로벌 금융 위기:로벌 금융 위기:로벌 금융 위기:

† † † 사우디아라비아, 사우디아라비아, 사우디아라비아, 달러 지배달러 지배달러 지배 종식 선언 종식 선언 종식 선언: : : 
tttps://www.naturalnews.com/2023-01-18-operation-sandman-now-activated-saudi-arabia-announces-end-dollar-dominance-oil.htmltttps://www.naturalnews.com/2023-01-18-operation-sandman-now-activated-saudi-arabia-announces-end-dollar-dominance-oil.htmltttps://www.naturalnews.com/2023-01-18-operation-sandman-now-activated-saudi-arabia-announces-end-dollar-dominance-oil.html

† † † 은행 계좌를 확인하십시오. 은행 계좌를 확인하십시오. 은행 계좌를 확인하십시오. 

https://www.westernjournal.com/check-bank-account-money-may-missing-major-bank-suffers-problem/?utm_source=Email&utm_medium=WJBreaking&utm_campaign=breaking&utm_content=western-journalhttps://www.westernjournal.com/check-bank-account-money-may-missing-major-bank-suffers-problem/?utm_source=Email&utm_medium=WJBreaking&utm_campaign=breaking&utm_content=western-journalhttps://www.westernjournal.com/check-bank-account-money-may-missing-major-bank-suffers-problem/?utm_source=Email&utm_medium=WJBreaking&utm_campaign=breaking&utm_content=western-journal

† † † 2022년 11월 2일 워싱턴 D.C.에서 막 끝난 미국 2022년 11월 2일 워싱턴 D.C.에서 막 끝난 미국 2022년 11월 2일 워싱턴 D.C.에서 막 끝난 미국 

연방준비은행, 통화감사관실, IMF, 세계은행, 아프리카연방준비은행, 통화감사관실, IMF, 세계은행, 아프리카연방준비은행, 통화감사관실, IMF, 세계은행, 아프리카   최대 최대 최대 



중앙은행 총재들중앙은행 총재들중앙은행 총재들 간의 임시회의의 속편이다. 미국 정부는  간의 임시회의의 속편이다. 미국 정부는  간의 임시회의의 속편이다. 미국 정부는 

2023년 1월 31일 종료되는 미국 달러의 허용 가능한 법정 2023년 1월 31일 종료되는 미국 달러의 허용 가능한 법정 2023년 1월 31일 종료되는 미국 달러의 허용 가능한 법정 

입찰 제한의 입찰 제한의 입찰 제한의 최종 날짜최종 날짜최종 날짜를 정했다.를 정했다.를 정했다.

† † † 이 제한은 (이 제한은 (이 제한은 (2021년 이전에 인쇄된 모든 미국 달러2021년 이전에 인쇄된 모든 미국 달러2021년 이전에 인쇄된 모든 미국 달러   지폐는지폐는지폐는   

더 이상 세계 어느 곳에서도 허용되지 않거나 법정 통화가 될 더 이상 세계 어느 곳에서도 허용되지 않거나 법정 통화가 될 더 이상 세계 어느 곳에서도 허용되지 않거나 법정 통화가 될 

수 없음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노력은 수 없음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노력은 수 없음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노력은 전전전   세계에 보관되어 세계에 보관되어 세계에 보관되어 

있는 수십억 달러의 있는 수십억 달러의 있는 수십억 달러의 불법적인 미국 달러불법적인 미국 달러불법적인 미국 달러   지폐를 억제하기 지폐를 억제하기 지폐를 억제하기 

위한 것위한 것위한 것이다. 이 조치는 마약 관련 활동, 테러, 인신매매, 이다. 이 조치는 마약 관련 활동, 테러, 인신매매, 이다. 이 조치는 마약 관련 활동, 테러, 인신매매, 

납치, 부패한 정치인들로부터 발생하는 납치, 부패한 정치인들로부터 발생하는 납치, 부패한 정치인들로부터 발생하는 불법적인 금전적 불법적인 금전적 불법적인 금전적 

이득을 줄이기 위한 것이득을 줄이기 위한 것이득을 줄이기 위한 것이다.이다.이다.

† † † 엄격한 행동 계획의 시행의 일환으로 엄격한 행동 계획의 시행의 일환으로 엄격한 행동 계획의 시행의 일환으로 중앙은행들중앙은행들중앙은행들은 달러 은 달러 은 달러 

표시 거래의 모든 유입과 유출을 확인하기 위해 미국 표시 거래의 모든 유입과 유출을 확인하기 위해 미국 표시 거래의 모든 유입과 유출을 확인하기 위해 미국 

국립은행의 통화 감사관실국립은행의 통화 감사관실국립은행의 통화 감사관실로부터 로부터 로부터 특별 요원들특별 요원들특별 요원들을 배정받을 을 배정받을 을 배정받을 

것것것이다.이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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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텔을 보시려면

클릭하세요.

미국 부채 한도미국 부채 한도미국 부채 한도가 1월 19일 목요일에 강타했다가 1월 19일 목요일에 강타했다가 1월 19일 목요일에 강타했다

같은 목요일 같은 목요일 같은 목요일 1월 19일까지 세계의 법정 통화는 가치가 하락할 1월 19일까지 세계의 법정 통화는 가치가 하락할 1월 19일까지 세계의 법정 통화는 가치가 하락할 

것것것이다 – 그것은 이다 – 그것은 이다 – 그것은 법정 달러를 자산 금으로 지원되는법정 달러를 자산 금으로 지원되는법정 달러를 자산 금으로 지원되는   미국 달러로 미국 달러로 미국 달러로 

전환하는 것전환하는 것전환하는 것이다.이다.이다.

IRS, 소득세IRS, 소득세IRS, 소득세 또는  또는  또는 연방준비제도연방준비제도연방준비제도   더 이상 없음더 이상 없음더 이상 없음

대대대디폴트가 시작되었습니다. 디폴트가 시작되었습니다. 디폴트가 시작되었습니다. 은행들이 실패하면, 은행들이은행들이 실패하면, 은행들이은행들이 실패하면, 은행들이   가지고 가지고 가지고 

있는 부채는 사라지고 우리는 있는 부채는 사라지고 우리는 있는 부채는 사라지고 우리는 디폴트로 승리디폴트로 승리디폴트로 승리한다.한다.한다.   핏줄 은행들은 핏줄 은행들은 핏줄 은행들은 

무너지고 있고 완전히 무너질 것이지만, 무너지고 있고 완전히 무너질 것이지만, 무너지고 있고 완전히 무너질 것이지만, 금으로 구운 금으로 구운 금으로 구운 

화폐화폐화폐는 이미 세계의 절반 이상이 거래되고 있었고 는 이미 세계의 절반 이상이 거래되고 있었고 는 이미 세계의 절반 이상이 거래되고 있었고 

네사라네사라네사라///게사라게사라게사라에 서명한 에 서명한 에 서명한 모든 국가들에게 날개모든 국가들에게 날개모든 국가들에게 날개를를를 달았다. 달았다. 달았다.

우우우리는 리는 리는 전 세계에서 손을 잡고 있는 아이들전 세계에서 손을 잡고 있는 아이들전 세계에서 손을 잡고 있는 아이들입니다,입니다,입니다,

복음의 깃발을 든 군대처럼.복음의 깃발을 든 군대처럼.복음의 깃발을 든 군대처럼.

우리는 그의 빛에 이끌려,우리는 그의 빛에 이끌려,우리는 그의 빛에 이끌려,

그리고 우리는 진실과 옳음을 사랑한다그리고 우리는 진실과 옳음을 사랑한다그리고 우리는 진실과 옳음을 사랑한다

우리는 신의 왕국을 건설하고 있다우리는 신의 왕국을 건설하고 있다우리는 신의 왕국을 건설하고 있다

주디 노트주디 노트주디 노트: 미국 부채 한도가 1월 19일 목요일에 도래한다는 : 미국 부채 한도가 1월 19일 목요일에 도래한다는 : 미국 부채 한도가 1월 19일 목요일에 도래한다는 

것은 흥미로운 일인데, 이는 것은 흥미로운 일인데, 이는 것은 흥미로운 일인데, 이는 고정 미국 달러가고정 미국 달러가고정 미국 달러가   자산 금으로 자산 금으로 자산 금으로 

지원되는 지원되는 지원되는 USN으로의 전환이 완료되는 바로USN으로의 전환이 완료되는 바로USN으로의 전환이 완료되는 바로   그날그날그날이다이다이다. 계획된 . 계획된 . 계획된 

일이라고 생각하겠지.일이라고 생각하겠지.일이라고 생각하겠지.

http://irckorea.us/0118.pdf


☘ ☘ ☘ 흰색 모자 입력흰색 모자 입력흰색 모자 입력: 그 계획은 진행 중이었다. : 그 계획은 진행 중이었다. : 그 계획은 진행 중이었다. 국방부와 미군은국방부와 미군은국방부와 미군은   

남아있는 남아있는 남아있는 딥 스테이트 카발딥 스테이트 카발딥 스테이트 카발에 대한 에 대한 에 대한 전세계적인 공격을 수행전세계적인 공격을 수행전세계적인 공격을 수행하고 하고 하고 

있었다.있었다.있었다.

☘ ☘ ☘ 주디 노트주디 노트주디 노트: : : 글로벌 통화 재설정글로벌 통화 재설정글로벌 통화 재설정 –  –  – 미국 부채에 대한 해답미국 부채에 대한 해답미국 부채에 대한 해답: : : 

1월 17일 화요일 현재 은행 외환 센터는 완전한 경계 태세를 1월 17일 화요일 현재 은행 외환 센터는 완전한 경계 태세를 1월 17일 화요일 현재 은행 외환 센터는 완전한 경계 태세를 

유지하고 있다. 홍콩과 상하이은행(HSBC)이 환매를 주도하고 유지하고 있다. 홍콩과 상하이은행(HSBC)이 환매를 주도하고 유지하고 있다. 홍콩과 상하이은행(HSBC)이 환매를 주도하고 

있고, 지난 주말 템플 텍사스에 있는 있고, 지난 주말 템플 텍사스에 있는 있고, 지난 주말 템플 텍사스에 있는 미국미국미국   재무부는 거액의 재무부는 거액의 재무부는 거액의 

자금을 이동시켰다자금을 이동시켰다자금을 이동시켰다...

☘ ☘ ☘ 교환/교환/교환/상환상환상환 약속을 설정하기 위한  약속을 설정하기 위한  약속을 설정하기 위한 Tier 4bTier 4bTier 4b(우리, 인터넷 그룹) (우리, 인터넷 그룹) (우리, 인터넷 그룹) 

알림 창은 지금부터 1월 31일 화요일까지 아무 때나 알림 창은 지금부터 1월 31일 화요일까지 아무 때나 알림 창은 지금부터 1월 31일 화요일까지 아무 때나 

계속되었습니다. 계속되었습니다. 계속되었습니다. 마크 Z마크 Z마크 Z는 알림이 "는 알림이 "는 알림이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다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다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다고 고 고 

말했고 말했고 말했고 브루스브루스브루스는 는 는 알림이 앞으로 며칠 내에 있을알림이 앞으로 며칠 내에 있을알림이 앞으로 며칠 내에 있을   것것것이라고 이라고 이라고 

주장했습니다.주장했습니다.주장했습니다.

☘ ☘ ☘ 1월 17일 화요일. 1월 17일 화요일. 1월 17일 화요일. 브루스브루스브루스: : : Tier 4bTier 4bTier 4b는 2, 3일 이내에 교환/환불 는 2, 3일 이내에 교환/환불 는 2, 3일 이내에 교환/환불 

약속을 정하라는 통지를 받을 것입니다. 약속을 정하라는 통지를 받을 것입니다. 약속을 정하라는 통지를 받을 것입니다. 아마도아마도아마도   내일 1월 18일 내일 1월 18일 내일 1월 18일 

수요일이 될 것수요일이 될 것수요일이 될 것입니다.입니다.입니다.

☘ ☘ ☘ 1월 17일 화요일. 1월 17일 화요일. 1월 17일 화요일. 마크 Z마크 Z마크 Z: 구원 센터 직원들은 호출을 받기 : 구원 센터 직원들은 호출을 받기 : 구원 센터 직원들은 호출을 받기 

위해 1시간 경보를 유지했습니다. 위해 1시간 경보를 유지했습니다. 위해 1시간 경보를 유지했습니다. "나는 그것이 "어느 순간"에 "나는 그것이 "어느 순간"에 "나는 그것이 "어느 순간"에 

있다고 믿는다있다고 믿는다있다고 믿는다

☘ ☘ ☘ 오늘 밤 자정부터 목요일 아침까지 앞으로 36시간 안에오늘 밤 자정부터 목요일 아침까지 앞으로 36시간 안에오늘 밤 자정부터 목요일 아침까지 앞으로 36시간 안에   세계의 세계의 세계의 

모든 통화들은 가치가 하락할 것모든 통화들은 가치가 하락할 것모든 통화들은 가치가 하락할 것이다. 그것은 이다. 그것은 이다. 그것은 자산 금으로 자산 금으로 자산 금으로 

뒷받침되는 미국 달러를 미국 달러로 전환하는 것뒷받침되는 미국 달러를 미국 달러로 전환하는 것뒷받침되는 미국 달러를 미국 달러로 전환하는 것이다.이다.이다.

☘ ☘ ☘ 오늘 구원센터 직원들은 오전 8시부터 밤 10시까지 출근했다. 오늘 구원센터 직원들은 오전 8시부터 밤 10시까지 출근했다. 오늘 구원센터 직원들은 오전 8시부터 밤 10시까지 출근했다. 

이것은 이것은 이것은 앞으로 10일에서 12일 동안 전국의 구제 센터와 같은 앞으로 10일에서 12일 동안 전국의 구제 센터와 같은 앞으로 10일에서 12일 동안 전국의 구제 센터와 같은 

일정이 될 것일정이 될 것일정이 될 것이다.이다.이다.

☘ ☘ ☘ 미국 전역에 8개의 지역 디지털 콜센터미국 전역에 8개의 지역 디지털 콜센터미국 전역에 8개의 지역 디지털 콜센터가 있었다. 그 디지털 가 있었다. 그 디지털 가 있었다. 그 디지털 

콜센터들은 어제 오전 10시에 문을 열었다.콜센터들은 어제 오전 10시에 문을 열었다.콜센터들은 어제 오전 10시에 문을 열었다.

☘ ☘ ☘ Tier 4bTier 4bTier 4b는 2, 3일 이내(아마도 내일 1월 18일 수요일)에 는 2, 3일 이내(아마도 내일 1월 18일 수요일)에 는 2, 3일 이내(아마도 내일 1월 18일 수요일)에 

교환/상환 약속을 설정하라는 통지를 받을 것교환/상환 약속을 설정하라는 통지를 받을 것교환/상환 약속을 설정하라는 통지를 받을 것입니다.입니다.입니다.

☘ ☘ ☘ 우리는 우리는 우리는 웰스 파고웰스 파고웰스 파고로부터 로부터 로부터 800번 번호800번 번호800번 번호의 의 의 

이메일을 받을 것이메일을 받을 것이메일을 받을 것이다.이다.이다.

☘ ☘ ☘ 800번으로 전화하시면800번으로 전화하시면800번으로 전화하시면   예약하실 곳의 우편번호예약하실 곳의 우편번호예약하실 곳의 우편번호를 를 를 

알려주시기 바랍니다.알려주시기 바랍니다.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 ☘ 통화 또는 짐을 통화 또는 짐을 통화 또는 짐을 상환할 콜센터에 연결됩니다상환할 콜센터에 연결됩니다상환할 콜센터에 연결됩니다...



☘ ☘ ☘ 당신은 10분 이내에 약속 장소에 도착해야 합니다당신은 10분 이내에 약속 장소에 도착해야 합니다당신은 10분 이내에 약속 장소에 도착해야 합니다. . . 

일찍~일찍~일찍~

☘ ☘ ☘ 만약 당신이 짐 보유자이거나 상환 시트 채권이라면만약 당신이 짐 보유자이거나 상환 시트 채권이라면만약 당신이 짐 보유자이거나 상환 시트 채권이라면 당신은  당신은  당신은 

NDA에 서명할 것NDA에 서명할 것NDA에 서명할 것이다.이다.이다.

☘ ☘ ☘ 통화만 가지고 있다면통화만 가지고 있다면통화만 가지고 있다면   NDA에 서명할 필요가 없습니다NDA에 서명할 필요가 없습니다NDA에 서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 ☘ ☘ 북한과 이란북한과 이란북한과 이란이 이 이 브릭스 컨소시엄에 합류했다브릭스 컨소시엄에 합류했다브릭스 컨소시엄에 합류했다...

☘ ☘ ☘ 세계 군사 동맹세계 군사 동맹세계 군사 동맹이 이 이 딥 스테이트딥 스테이트딥 스테이트를 를 를 계속 체포하면서 세계계속 체포하면서 세계계속 체포하면서 세계   경제 경제 경제 

포럼에 참석할 것으로 예상된 사람들의 50%가 나타포럼에 참석할 것으로 예상된 사람들의 50%가 나타포럼에 참석할 것으로 예상된 사람들의 50%가 나타   나지 않았다.나지 않았다.나지 않았다.

☘ ☘ ☘ 아프리카아프리카아프리카는 는 는 전파로 발생하는 전기전파로 발생하는 전기전파로 발생하는 전기로 달리는 로 달리는 로 달리는 TVTVTV와 와 와 E-카 E-카 E-카 를 를 를 

최초로 개발최초로 개발최초로 개발한다. 한다. 한다. 전력이나 태양열이 없는전력이나 태양열이 없는전력이나 태양열이 없는   완전 자급 자족완전 자급 자족완전 자급 자족. . . 

아무도 주류에서 그것에 대해 이야기하지 않았고 아무도 주류에서 그것에 대해 이야기하지 않았고 아무도 주류에서 그것에 대해 이야기하지 않았고 그들은 심지어 그들은 심지어 그들은 심지어 

작년에 그를 독살하려 했다작년에 그를 독살하려 했다작년에 그를 독살하려 했다... 엘리트들은 우리가 진화하는 것을  엘리트들은 우리가 진화하는 것을  엘리트들은 우리가 진화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 그것은 또한 원하지 않는다. 그것은 또한 원하지 않는다. 그것은 또한 우리가 아주 적은 돈으로 자유 우리가 아주 적은 돈으로 자유 우리가 아주 적은 돈으로 자유 

에너지를 이용할 수 있다는 것에너지를 이용할 수 있다는 것에너지를 이용할 수 있다는 것을 알기를 원하지 않는다.을 알기를 원하지 않는다.을 알기를 원하지 않는다. 우리는  우리는  우리는 

착취당할 수 있도록 이를 악물고 있다.착취당할 수 있도록 이를 악물고 있다.착취당할 수 있도록 이를 악물고 있다.

☘ ☘ ☘ 계획된 식량 부족의 증거계획된 식량 부족의 증거계획된 식량 부족의 증거가 드러났습니다! 가 드러났습니다! 가 드러났습니다! 농부는 농부는 농부는 일부러 일부러 일부러 

농작물을 파괴하라는 편지농작물을 파괴하라는 편지농작물을 파괴하라는 편지를 공개한다.를 공개한다.를 공개한다.

1월 17일 1월 17일 1월 17일 화요일. 화요일. 화요일. 벤벤벤자민 풀포드자민 풀포드자민 풀포드:::

☘ ☘ ☘ 독일독일독일: 사람들은 수요일 밤 독일 도시들에서 물가 상승, : 사람들은 수요일 밤 독일 도시들에서 물가 상승, : 사람들은 수요일 밤 독일 도시들에서 물가 상승, 

인플레이션, 백신 접종에 항의하기 위해 거리로 나왔습니다 .인플레이션, 백신 접종에 항의하기 위해 거리로 나왔습니다 .인플레이션, 백신 접종에 항의하기 위해 거리로 나왔습니다 .

☘ ☘ ☘ 빅토르 오르반 총리는 신년 시민 연설에서 빅토르 오르반 총리는 신년 시민 연설에서 빅토르 오르반 총리는 신년 시민 연설에서 헝가리헝가리헝가리가 가 가 

유럽연합을 떠나기로 결정했다유럽연합을 떠나기로 결정했다유럽연합을 떠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고 말했다.고 말했다.

☘ ☘ ☘ 프랑스프랑스프랑스에서 에서 에서 피에르 드골 샤를 드골의 손자피에르 드골 샤를 드골의 손자피에르 드골 샤를 드골의 손자는 유럽과 러시아가 는 유럽과 러시아가 는 유럽과 러시아가 

강력한 정치, 경제, 문화 블록을 형성할 수 있기 때문에 강력한 정치, 경제, 문화 블록을 형성할 수 있기 때문에 강력한 정치, 경제, 문화 블록을 형성할 수 있기 때문에 미국이 미국이 미국이 

"러시아로부터 유럽을 차단"했다"러시아로부터 유럽을 차단"했다"러시아로부터 유럽을 차단"했다고 언급했다. 서유럽 통제세력의 고 언급했다. 서유럽 통제세력의 고 언급했다. 서유럽 통제세력의 

사탄적 성격을 보여주는 사례로 사탄적 성격을 보여주는 사례로 사탄적 성격을 보여주는 사례로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의 부인 의 부인 의 부인 

브리지트 마크롱이 불에 탄 노트르담 대성당을 '황금빛 공을 든 브리지트 마크롱이 불에 탄 노트르담 대성당을 '황금빛 공을 든 브리지트 마크롱이 불에 탄 노트르담 대성당을 '황금빛 공을 든 

팔루스' 모양으로 재건하는 방안을 추진했다고 로즐린 바첼로 전 팔루스' 모양으로 재건하는 방안을 추진했다고 로즐린 바첼로 전 팔루스' 모양으로 재건하는 방안을 추진했다고 로즐린 바첼로 전 

프랑스 문화부 장관이 전했다. 프랑스 정보 소식통은 브리짓 프랑스 문화부 장관이 전했다. 프랑스 정보 소식통은 브리짓 프랑스 문화부 장관이 전했다. 프랑스 정보 소식통은 브리짓 

마크롱은 사실 남성이고 에마뉘엘은 그의 10대 남성 매춘부 마크롱은 사실 남성이고 에마뉘엘은 그의 10대 남성 매춘부 마크롱은 사실 남성이고 에마뉘엘은 그의 10대 남성 매춘부 

에스코트였다고 말한다.에스코트였다고 말한다.에스코트였다고 말한다.

☘ ☘ ☘ 캐나다캐나다캐나다: 저스틴 트뤼도 형사부 장관의 이복형 카일 켐퍼는 : 저스틴 트뤼도 형사부 장관의 이복형 카일 켐퍼는 : 저스틴 트뤼도 형사부 장관의 이복형 카일 켐퍼는 

로스차일드가 통제하는 WEF로스차일드가 통제하는 WEF로스차일드가 통제하는 WEF가 그를 사탄의 지배자 들이 그를 가 그를 사탄의 지배자 들이 그를 가 그를 사탄의 지배자 들이 그를 

위해 쓴 대본을 수행하는 졸개로 만드는 "위해 쓴 대본을 수행하는 졸개로 만드는 "위해 쓴 대본을 수행하는 졸개로 만드는 "타협적인 물질타협적인 물질타협적인 물질"을 가지고 "을 가지고 "을 가지고 



있다고 말한다. 그가 협박을 받고 있는 한 가지는 그가 총리가 있다고 말한다. 그가 협박을 받고 있는 한 가지는 그가 총리가 있다고 말한다. 그가 협박을 받고 있는 한 가지는 그가 총리가 

되기 위한 조건으로 그의 이복동생 마이클을 살해했다는 것이다.되기 위한 조건으로 그의 이복동생 마이클을 살해했다는 것이다.되기 위한 조건으로 그의 이복동생 마이클을 살해했다는 것이다.

☘ ☘ ☘ 영국과 호주영국과 호주영국과 호주는 는 는 사탄주의자들을 쫓아냈기 때문에사탄주의자들을 쫓아냈기 때문에사탄주의자들을 쫓아냈기 때문에 캐나다와  캐나다와  캐나다와 

뉴질랜드도 그렇게 할 날이 멀지 않았다고 MI6 소식통은 말한다.뉴질랜드도 그렇게 할 날이 멀지 않았다고 MI6 소식통은 말한다.뉴질랜드도 그렇게 할 날이 멀지 않았다고 MI6 소식통은 말한다.

☘ ☘ ☘ 정부 청사를 장악한 정부 청사를 장악한 정부 청사를 장악한 브라질 애국자들브라질 애국자들브라질 애국자들이 룰라 대통령 이 룰라 대통령 이 룰라 대통령 

집무실에서 성 장난감 뭉치를 발견했다. 우리는 집무실에서 성 장난감 뭉치를 발견했다. 우리는 집무실에서 성 장난감 뭉치를 발견했다. 우리는 브라질 군대와 브라질 군대와 브라질 군대와 

경찰 계급경찰 계급경찰 계급이 이제 이 이제 이 이제 사탄적으로 통제된 지도자들에 대한 반란에 사탄적으로 통제된 지도자들에 대한 반란에 사탄적으로 통제된 지도자들에 대한 반란에 

국민들과 합류하고 있다국민들과 합류하고 있다국민들과 합류하고 있다는 것는 것는 것에 주목한다.에 주목한다.에 주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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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텔을 보시려면

클릭하세요.

최종 단계최종 단계최종 단계

계획이 진행 중입니다계획이 진행 중입니다계획이 진행 중입니다

자산이 제자리에 있습니다.자산이 제자리에 있습니다.자산이 제자리에 있습니다.

주디 노트주디 노트주디 노트: 국방부와 미군이 남아 있는 : 국방부와 미군이 남아 있는 : 국방부와 미군이 남아 있는 딥 스테이트 딥 스테이트 딥 스테이트 

카발카발카발에 대한 에 대한 에 대한 전 세계적인 공습을 실시전 세계적인 공습을 실시전 세계적인 공습을 실시하자 하자 하자 

클라우스 슈왑과 조지 소로스클라우스 슈왑과 조지 소로스클라우스 슈왑과 조지 소로스는 는 는 세계 경제 회의에서 세계 경제 회의에서 세계 경제 회의에서 

물러났습니다.물러났습니다.물러났습니다.

✪ ✪ ✪ 바이든바이든바이든은 그의 비밀 문서 재난을 포함한 하나의 큰 은 그의 비밀 문서 재난을 포함한 하나의 큰 은 그의 비밀 문서 재난을 포함한 하나의 큰 

스캔들이다스캔들이다스캔들이다

✪ ✪ ✪ 케빈 매카시케빈 매카시케빈 매카시가 1월 6일 가 1월 6일 가 1월 6일 14,000시간의 비디오를 공개14,000시간의 비디오를 공개14,000시간의 비디오를 공개   했다했다했다

✪ ✪ ✪ 미국 육류 공급미국 육류 공급미국 육류 공급은 곧 은 곧 은 곧 MRNA 스파이크 단백질 바이오 MRNA 스파이크 단백질 바이오 MRNA 스파이크 단백질 바이오 

무기에 감염될 것무기에 감염될 것무기에 감염될 것이다이다이다

글글글로벌 로벌 로벌 통화 재설정통화 재설정통화 재설정:::

✪ ✪ ✪ 주디 노트주디 노트주디 노트: 모든 코인 테스트가 완료된 후 : 모든 코인 테스트가 완료된 후 : 모든 코인 테스트가 완료된 후 모든 은행 모든 은행 모든 은행 

환전소에 비상환전소에 비상환전소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이 걸렸습니다. 이 걸렸습니다. 홍콩과 상하이은행(HSBC)이 홍콩과 상하이은행(HSBC)이 홍콩과 상하이은행(HSBC)이 

환매를 주도하고 템플 텍사스가 자금을 옮기고 있다환매를 주도하고 템플 텍사스가 자금을 옮기고 있다환매를 주도하고 템플 텍사스가 자금을 옮기고 있다. . . Tier Tier Tier 

4b4b4b(우리, 인터넷 그룹) 알림 창은 지금부터 1월 31일 (우리, 인터넷 그룹) 알림 창은 지금부터 1월 31일 (우리, 인터넷 그룹) 알림 창은 지금부터 1월 31일 

화요일까지 아무 때나 있었습니다.화요일까지 아무 때나 있었습니다.화요일까지 아무 때나 있었습니다.

✪ ✪ ✪ 1월 16일 월요일. 1월 16일 월요일. 1월 16일 월요일. 마크 Z마크 Z마크 Z: 콜센터 직원들이 업무에 : 콜센터 직원들이 업무에 : 콜센터 직원들이 업무에 

투입되었습니다. 구원 센터 직원들은 월요일에 한 시간 동안 투입되었습니다. 구원 센터 직원들은 월요일에 한 시간 동안 투입되었습니다. 구원 센터 직원들은 월요일에 한 시간 동안 

호출되어 반나절 동안 근무했다. 호출되어 반나절 동안 근무했다. 호출되어 반나절 동안 근무했다. 주말 동안 특히 주말 동안 특히 주말 동안 특히 

남아메리카와 유럽에서 자금을 배치하고 배치하는 데 많은 남아메리카와 유럽에서 자금을 배치하고 배치하는 데 많은 남아메리카와 유럽에서 자금을 배치하고 배치하는 데 많은 

진전이 있었다. 진전이 있었다. 진전이 있었다. 리노, 마이애미, 텍사스 그리고 뉴욕은 NDA의 리노, 마이애미, 텍사스 그리고 뉴욕은 NDA의 리노, 마이애미, 텍사스 그리고 뉴욕은 NDA의 

http://irckorea.us/0117.pdf


서명으로 매우 효율적이었다. …서명으로 매우 효율적이었다. …서명으로 매우 효율적이었다. …은행 시스템은 미국에서 은행 시스템은 미국에서 은행 시스템은 미국에서 

강력하며 빠르게 발전하고 있습니다. 강력하며 빠르게 발전하고 있습니다. 강력하며 빠르게 발전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준비되었다. 내 그들은 준비되었다. 내 그들은 준비되었다. 내 

소식통은 이번 주말에 남미, 중미, 유럽 은행가들이 "곧" 소식통은 이번 주말에 남미, 중미, 유럽 은행가들이 "곧" 소식통은 이번 주말에 남미, 중미, 유럽 은행가들이 "곧" 

준비를 서두르고 있다고 내게 말했다. 그들은 준비를 서두르고 있다고 내게 말했다. 그들은 준비를 서두르고 있다고 내게 말했다. 그들은 내일 1월 17일 내일 1월 17일 내일 1월 17일 

화요일에 화요일에 화요일에 그룹을 위한 출시에 대한그룹을 위한 출시에 대한그룹을 위한 출시에 대한   희망과 기대희망과 기대희망과 기대를 가지고 를 가지고 를 가지고 

있다.있다.있다.

✪ ✪ ✪ High Up ContactHigh Up ContactHigh Up Contact에 따르면 에 따르면 에 따르면 1월 15일은 모든 레벨이 1월 15일은 모든 레벨이 1월 15일은 모든 레벨이 

완전히 적재완전히 적재완전히 적재되고 되고 되고 자금을 분산할 준비가 된 마감일자금을 분산할 준비가 된 마감일자금을 분산할 준비가 된 마감일이었다.이었다.이었다.

✪ ✪ ✪ 1월 18일 수요일1월 18일 수요일1월 18일 수요일: : : 브루스브루스브루스에 따르면 적어도 에 따르면 적어도 에 따르면 적어도 1월 18일 1월 18일 1월 18일 

수요일까지는 수요일까지는 수요일까지는 Tier 4bTier 4bTier 4b가 통보될 가능성이 가 통보될 가능성이 가 통보될 가능성이 100%100%100% 있었다. 있었다. 있었다.

✪ ✪ ✪ 2023년 5월에서 7월 1일 사이2023년 5월에서 7월 1일 사이2023년 5월에서 7월 1일 사이에 FedNow로의 통합이 에 FedNow로의 통합이 에 FedNow로의 통합이 

시작되고 시작되고 시작되고 전 세계의 모든 은행, 시장 및 기업전 세계의 모든 은행, 시장 및 기업전 세계의 모든 은행, 시장 및 기업이 이 이 새로운새로운새로운   

디지털 자산 기반 경제디지털 자산 기반 경제디지털 자산 기반 경제로의 통합을 완료할 것로의 통합을 완료할 것로의 통합을 완료할 것이다.이다.이다.

2023년 1월 16일 2023년 1월 16일 2023년 1월 16일 월요일의 월요일의 월요일의 진진진짜 뉴스짜 뉴스짜 뉴스:::

✪ ✪ ✪ CIA 납치범들CIA 납치범들CIA 납치범들의 의 의 해해해병대 구조 대장 병대 구조 대장 병대 구조 대장 버거버거버거: : : 
https://www.rumormillnews.com/cgi-bin/forum.cgi?read=215412https://www.rumormillnews.com/cgi-bin/forum.cgi?read=215412https://www.rumormillnews.com/cgi-bin/forum.cgi?read=215412

✪ ✪ ✪ 화이트 햇은 은행 시스템을 무너뜨린다, 화이트 햇은 은행 시스템을 무너뜨린다, 화이트 햇은 은행 시스템을 무너뜨린다, 찰리 워드찰리 워드찰리 워드: : : 

https://rumble.com/v25k79w-part-3-with-documents-white-hats-bringing-down-the-banking-system-with-emil.html https://rumble.com/v25k79w-part-3-with-documents-white-hats-bringing-down-the-banking-system-with-emil.html https://rumble.com/v25k79w-part-3-with-documents-white-hats-bringing-down-the-banking-system-with-emil.html 트럼프트럼프트럼프와 미눈친은 그들이 와 미눈친은 그들이 와 미눈친은 그들이 

어떻게 영향력을 행사하는지 때문에 어떻게 영향력을 행사하는지 때문에 어떻게 영향력을 행사하는지 때문에 연방준비제도연방준비제도연방준비제도를 를 를 

장악했고, 그 후 중앙은행과 은행을 통제권을 장악한 장악했고, 그 후 중앙은행과 은행을 통제권을 장악한 장악했고, 그 후 중앙은행과 은행을 통제권을 장악한 

연방준비제도를 장악했다연방준비제도를 장악했다연방준비제도를 장악했다그들은 다양한 법안들을 구성했고, 그들은 다양한 법안들을 구성했고, 그들은 다양한 법안들을 구성했고, 

그들은 그들은 그들은 카발의 모든 세계적인 부카발의 모든 세계적인 부카발의 모든 세계적인 부를 장악했다. 를 장악했다. 를 장악했다. 그들은 그들은 그들은 

전세계의 은행 시스템을 붕괴시키기 위해 그것을 사용하고 전세계의 은행 시스템을 붕괴시키기 위해 그것을 사용하고 전세계의 은행 시스템을 붕괴시키기 위해 그것을 사용하고 

있다. 법적으로 모든 자산을 몰수하고 '우리, 국민'에게 있다. 법적으로 모든 자산을 몰수하고 '우리, 국민'에게 있다. 법적으로 모든 자산을 몰수하고 '우리, 국민'에게 

돌려줄 수 있는 트럼프 행정명령과 UMC법 27조 때문이다. 돌려줄 수 있는 트럼프 행정명령과 UMC법 27조 때문이다. 돌려줄 수 있는 트럼프 행정명령과 UMC법 27조 때문이다. 

그들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는 그들이그들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는 그들이그들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는 그들이 물리적 통화, 주식  물리적 통화, 주식  물리적 통화, 주식 

시장의 평가, 바인드 시장의 평가, 주택 시장, 상품 시장의 평가, 바인드 시장의 평가, 주택 시장, 상품 시장의 평가, 바인드 시장의 평가, 주택 시장, 상품 등을 모두 등을 모두 등을 모두 

플러싱하고 플러싱하고 플러싱하고 새로운 양자새로운 양자새로운 양자   금융 시스템(QFS)금융 시스템(QFS)금융 시스템(QFS)에 주입하는 에 주입하는 에 주입하는 

것것것이다.이다.이다.

세세세계 식량, 연료 계 식량, 연료 계 식량, 연료 및및및 상품 위기 상품 위기 상품 위기:::

✪ ✪ ✪ 주류 언론은주류 언론은주류 언론은 우리가 " 우리가 " 우리가 "근대 역사상 최악의 식량 위기근대 역사상 최악의 식량 위기근대 역사상 최악의 식량 위기"에 "에 "에 



직면해 있다고 인정한다직면해 있다고 인정한다직면해 있다고 인정한다

✪ ✪ ✪ 금요일 #8금요일 #8금요일 #8 –  –  – 세계 세계 세계 3차 대전3차 대전3차 대전이 시작되었습니다이 시작되었습니다이 시작되었습니다   

– – – 하지만 대부분은 아직도 그것을 알지 못합니다!하지만 대부분은 아직도 그것을 알지 못합니다!하지만 대부분은 아직도 그것을 알지 못합니다! 미국은  미국은  미국은 

병들고, 그녀의 생존은 위태롭다. 병들고, 그녀의 생존은 위태롭다. 병들고, 그녀의 생존은 위태롭다. 만약 미국이 망한다면,만약 미국이 망한다면,만약 미국이 망한다면,   

자유에 대한 마지막 최선의 희망은 무너지고자유에 대한 마지막 최선의 희망은 무너지고자유에 대한 마지막 최선의 희망은 무너지고, 세계의 나머지 , 세계의 나머지 , 세계의 나머지 

지역에 남겨진 자유의 빛은 쉽게 꺼집니다. 지역에 남겨진 자유의 빛은 쉽게 꺼집니다. 지역에 남겨진 자유의 빛은 쉽게 꺼집니다. http://www.cedarhillscitizens.org/friday-the-13th-part-8/http://www.cedarhillscitizens.org/friday-the-13th-part-8/http://www.cedarhillscitizens.org/friday-the-13th-part-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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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텔을 보시려면

클릭하세요.

평평평정을 유지해라정을 유지해라정을 유지해라

바빌론이 함락되다바빌론이 함락되다바빌론이 함락되다

JFKJFKJFK는 어디에 숨어 있었나요?는 어디에 숨어 있었나요?는 어디에 숨어 있었나요?

누가 그가 숨어있도록 도왔나요?누가 그가 숨어있도록 도왔나요?누가 그가 숨어있도록 도왔나요?

그는 왜 2023년에 돌아왔을까요?그는 왜 2023년에 돌아왔을까요?그는 왜 2023년에 돌아왔을까요?

† † † 1월 14일 토요일에 제가 안내해 드린 거예요. 업데이트1월 14일 토요일에 제가 안내해 드린 거예요. 업데이트1월 14일 토요일에 제가 안내해 드린 거예요. 업데이트: : : 

우리는 인류 역사상 가장 큰 부의 이전의 정점우리는 인류 역사상 가장 큰 부의 이전의 정점우리는 인류 역사상 가장 큰 부의 이전의 정점에 있다. 에 있다. 에 있다. 

애애애국자 여러분, 국자 여러분, 국자 여러분, 현명하게 쓰세요현명하게 쓰세요현명하게 쓰세요... 세상은 여러분의  세상은 여러분의  세상은 여러분의 

인간성을 필요로 하기 때문입니다. 인간성을 필요로 하기 때문입니다. 인간성을 필요로 하기 때문입니다. 여기까지 온 당신의 여기까지 온 당신의 여기까지 온 당신의 

인내심은 미덕입니다인내심은 미덕입니다인내심은 미덕입니다. 미덕을 갖는 것은 좋은 도덕적 존재의 . 미덕을 갖는 것은 좋은 도덕적 존재의 . 미덕을 갖는 것은 좋은 도덕적 존재의 

표시이다. 선한 도덕적 존재는 악을 극복하고 세상을 바꾸는 표시이다. 선한 도덕적 존재는 악을 극복하고 세상을 바꾸는 표시이다. 선한 도덕적 존재는 악을 극복하고 세상을 바꾸는 

힘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우리는 할 것 이다!!!힘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우리는 할 것 이다!!!힘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우리는 할 것 이다!!!

마마마틴 루터 킹 주니어 틴 루터 킹 주니어 틴 루터 킹 주니어 목사는 "목사는 "목사는 "모든 생명은 상호 연관되어 있으며 모든 생명은 상호 연관되어 있으며 모든 생명은 상호 연관되어 있으며 

우리 모두는 운명의 옷 한 벌에 묶여 피할 수 없는 상호성의 우리 모두는 운명의 옷 한 벌에 묶여 피할 수 없는 상호성의 우리 모두는 운명의 옷 한 벌에 묶여 피할 수 없는 상호성의 

네트워크에 사로잡혀 있다.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은 모두 네트워크에 사로잡혀 있다.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은 모두 네트워크에 사로잡혀 있다.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은 모두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칩니다."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칩니다."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칩니다."

우우우린 서로가 필요해요. 만약 우리가 서로를 같은 팀의 일원으로 린 서로가 필요해요. 만약 우리가 서로를 같은 팀의 일원으로 린 서로가 필요해요. 만약 우리가 서로를 같은 팀의 일원으로 

본다면 우리의 세상이 어떻게 될지 상상해 보세요. 킹 박사의 본다면 우리의 세상이 어떻게 될지 상상해 보세요. 킹 박사의 본다면 우리의 세상이 어떻게 될지 상상해 보세요. 킹 박사의 

말을 바꾸어 말하면, "말을 바꾸어 말하면, "말을 바꾸어 말하면, "그것은 꿈이 실현될 것이다.그것은 꿈이 실현될 것이다.그것은 꿈이 실현될 것이다.“““

우우우리는 깨지지 않을 것이다.리는 깨지지 않을 것이다.리는 깨지지 않을 것이다.

† † † 1월 14일 토요일에 제가 안내해 드린 거예요. 업데이트1월 14일 토요일에 제가 안내해 드린 거예요. 업데이트1월 14일 토요일에 제가 안내해 드린 거예요. 업데이트: : : 

우리는 인류 역사상 가장 큰 부의 이전의 정점우리는 인류 역사상 가장 큰 부의 이전의 정점우리는 인류 역사상 가장 큰 부의 이전의 정점에 있다. 에 있다. 에 있다. 

애애애국자 여러분, 국자 여러분, 국자 여러분, 현명하게 쓰세요현명하게 쓰세요현명하게 쓰세요. 세상은 여러분의 인간성을 . 세상은 여러분의 인간성을 . 세상은 여러분의 인간성을 

필요로 하기 때문입니다. 필요로 하기 때문입니다. 필요로 하기 때문입니다. 여기까지 온 당신의 인내심은 여기까지 온 당신의 인내심은 여기까지 온 당신의 인내심은 

http://irckorea.us/0116.pdf


미덕입니다미덕입니다미덕입니다. 미덕을 갖는 것은 좋은 도덕적 존재의 표시이다. 선한 . 미덕을 갖는 것은 좋은 도덕적 존재의 표시이다. 선한 . 미덕을 갖는 것은 좋은 도덕적 존재의 표시이다. 선한 

도덕적 존재는 악을 극복하고 세상을 바꾸는 힘을 가지고 있다. 도덕적 존재는 악을 극복하고 세상을 바꾸는 힘을 가지고 있다. 도덕적 존재는 악을 극복하고 세상을 바꾸는 힘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우리는 할 것 이다!!!그리고, 우리는 할 것 이다!!!그리고, 우리는 할 것 이다!!!

글글글로벌 로벌 로벌 통화 재설정통화 재설정통화 재설정:::

† † † 주디 노트주디 노트주디 노트: 분명히 돈이 움직이고 모든 은행 환전 센터에 : 분명히 돈이 움직이고 모든 은행 환전 센터에 : 분명히 돈이 움직이고 모든 은행 환전 센터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비상이 걸렸습니다. 비상이 걸렸습니다. Tier 4bTier 4bTier 4b 알림 창은 1월 31일 화요일 까지  알림 창은 1월 31일 화요일 까지  알림 창은 1월 31일 화요일 까지 

아무 때나 있었습니다. 아무 때나 있었습니다. 아무 때나 있었습니다. High Up ContactHigh Up ContactHigh Up Contact에 따르면 에 따르면 에 따르면 1월 15일은 1월 15일은 1월 15일은 

모든 레벨이 완전히 로딩되고 자금을 분산할 준비가 된 모든 레벨이 완전히 로딩되고 자금을 분산할 준비가 된 모든 레벨이 완전히 로딩되고 자금을 분산할 준비가 된 

마감일마감일마감일이었습니다.이었습니다.이었습니다.

† † † NESARANESARANESARA가 완전히 설치되었기 때문에가 완전히 설치되었기 때문에가 완전히 설치되었기 때문에 남은  남은  남은 딥 스테이트 카발딥 스테이트 카발딥 스테이트 카발을 을 을 

대신하여 대신하여 대신하여 대규모 공습이 이루어지고 있다대규모 공습이 이루어지고 있다대규모 공습이 이루어지고 있다. . . 미 해군, 출동 준비 미 해군, 출동 준비 미 해군, 출동 준비 

완료완료완료. 금으로 담보된 통화. 첨단 치료 기술이 그들의 라운드를 . 금으로 담보된 통화. 첨단 치료 기술이 그들의 라운드를 . 금으로 담보된 통화. 첨단 치료 기술이 그들의 라운드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 인도주의자들이 자금을 지원받을 것전 세계 인도주의자들이 자금을 지원받을 것전 세계 인도주의자들이 자금을 지원받을 것이다. 이다. 이다. 

https://dinaresgurus.blogspot.com/2023/01/rv-update-by-simon-parkes-14-jan.htmlhttps://dinaresgurus.blogspot.com/2023/01/rv-update-by-simon-parkes-14-jan.htmlhttps://dinaresgurus.blogspot.com/2023/01/rv-update-by-simon-parkes-14-jan.html

† † † 1월 10일부터 1월 26일까지 화요일1월 10일부터 1월 26일까지 화요일1월 10일부터 1월 26일까지 화요일. . . 엘리트들엘리트들엘리트들은 은 은 다보스 다보스 다보스 

스위스에서 열린 세계 경제 포럼스위스에서 열린 세계 경제 포럼스위스에서 열린 세계 경제 포럼에 참석하고 있었다.에 참석하고 있었다.에 참석하고 있었다.

† † † 1월 15일 일요일1월 15일 일요일1월 15일 일요일은 은 은 GCR의 모든 Tier 레벨GCR의 모든 Tier 레벨GCR의 모든 Tier 레벨이 완전히 적재되고 이 완전히 적재되고 이 완전히 적재되고 

자금을 분산할 준비가 된 마감일이었으며, High Up Contact에 자금을 분산할 준비가 된 마감일이었으며, High Up Contact에 자금을 분산할 준비가 된 마감일이었으며, High Up Contact에 

따르면 Level 5, General Public이 포함되어 있었다.따르면 Level 5, General Public이 포함되어 있었다.따르면 Level 5, General Public이 포함되어 있었다.

† † † 브루스브루스브루스에 따르면 1월 16일부터 1월 20일까지에 따르면 1월 16일부터 1월 20일까지에 따르면 1월 16일부터 1월 20일까지 언젠가  언젠가  언젠가 지불된 지불된 지불된 

이자에 대한 미국 상환 자금이자에 대한 미국 상환 자금이자에 대한 미국 상환 자금이 이 이 미국 노인들을 위해미국 노인들을 위해미국 노인들을 위해 나와야  나와야  나와야 

한다(NESARA 법 시행?).한다(NESARA 법 시행?).한다(NESARA 법 시행?).

† † † 그때 그때 그때 전 세계 모든 은행과 시장, 기업전 세계 모든 은행과 시장, 기업전 세계 모든 은행과 시장, 기업이 이 이 100%100%100%   

골드 디지털 자산 경제로의 전환을 완료할골드 디지털 자산 경제로의 전환을 완료할골드 디지털 자산 경제로의 전환을 완료할   

것것것이다.이다.이다.

https://blog.redcompasslabs.com/fednow-vs-rtp-can-two-real-time-payments-systems-coexist-in-the-us-markethttps://blog.redcompasslabs.com/fednow-vs-rtp-can-two-real-time-payments-systems-coexist-in-the-us-markethttps://blog.redcompasslabs.com/fednow-vs-rtp-can-two-real-time-payments-systems-coexist-in-the-us-market

https://www.paymentsjournal.com/payments-space-set-to-undergo-tranformation-with-fednow/https://www.paymentsjournal.com/payments-space-set-to-undergo-tranformation-with-fednow/https://www.paymentsjournal.com/payments-space-set-to-undergo-tranformation-with-fednow/

https://www.americanbanker.com/payments/news/the-clearing-house-prepares-to-share-the-stage-with-fednowhttps://www.americanbanker.com/payments/news/the-clearing-house-prepares-to-share-the-stage-with-fednowhttps://www.americanbanker.com/payments/news/the-clearing-house-prepares-to-share-the-stage-with-fednow

† † † 소문소문소문: : : 후안 오 사빈후안 오 사빈후안 오 사빈은 패트릭 부비에 케네디의 아들 이었다. 은 패트릭 부비에 케네디의 아들 이었다. 은 패트릭 부비에 케네디의 아들 이었다. 

트럼프의 아버지는 패튼 장군트럼프의 아버지는 패튼 장군트럼프의 아버지는 패튼 장군이었고, 사망했어야 할 이었고, 사망했어야 할 이었고, 사망했어야 할 조 케네디는 조 케네디는 조 케네디는 

플린 장군의 아버지플린 장군의 아버지플린 장군의 아버지였다. 아메리칸 카멜롯은 잘 살아있는 것처럼 였다. 아메리칸 카멜롯은 잘 살아있는 것처럼 였다. 아메리칸 카멜롯은 잘 살아있는 것처럼 

보였다.보였다.보였다.

† † † 1월 15일 일요일. 1월 15일 일요일. 1월 15일 일요일. SGA SGA SGA Non UnmaskedNon UnmaskedNon Unmasked: SGA NON Unmasked! : SGA NON Unmasked! : SGA NON Unmasked! 

SG 아논이 누구야?! '매우 공개적인 상황 업데이트! [SG 아논이 누구야?! '매우 공개적인 상황 업데이트! [SG 아논이 누구야?! '매우 공개적인 상황 업데이트! [DSDSDS] ] ] 



인프라가 파괴되었습니다!인프라가 파괴되었습니다!인프라가 파괴되었습니다!   

† † † 1월 12일 목요일. 1월 12일 목요일. 1월 12일 목요일. 상황 업데이트상황 업데이트상황 업데이트: 상황 업데이트: 델라웨어에 : 상황 업데이트: 델라웨어에 : 상황 업데이트: 델라웨어에 

있는 있는 있는 바이든의 집에서 더 많은 비밀 문서바이든의 집에서 더 많은 비밀 문서바이든의 집에서 더 많은 비밀 문서가 발견되었습니다! FAA, 가 발견되었습니다! FAA, 가 발견되었습니다! FAA, 

하얀 모자 작전 시작!하얀 모자 작전 시작!하얀 모자 작전 시작! 매카시 하우스가  매카시 하우스가  매카시 하우스가 딥 스테이트 정부의 딥 스테이트 정부의 딥 스테이트 정부의 

부패부패부패를 조사합니다! 기후 CO2 스캠 글로벌 기근 작전! – 를 조사합니다! 기후 CO2 스캠 글로벌 기근 작전! – 를 조사합니다! 기후 CO2 스캠 글로벌 기근 작전! – We The We The We The 

People NewsPeople NewsPeople News   

† † † 1월 13일 금요일. 1월 13일 금요일. 1월 13일 금요일. 수백만 명이 죽을 것수백만 명이 죽을 것수백만 명이 죽을 것이다이다이다: 닥터. 셰리 텐페니: : 닥터. 셰리 텐페니: : 닥터. 셰리 텐페니: 

후회의 쓰나미!! "수백만 명이 죽을 것이다" "21억 명이 중상을 후회의 쓰나미!! "수백만 명이 죽을 것이다" "21억 명이 중상을 후회의 쓰나미!! "수백만 명이 죽을 것이다" "21억 명이 중상을 

입었다"!! 입었다"!! 입었다"!! 

Jan 13

2023

0113
인텔을 보시려면

클릭하세요.

주디 노트주디 노트주디 노트: 1월 12일 목요일에 : 1월 12일 목요일에 : 1월 12일 목요일에 바이든을 중국과의 불법 거래바이든을 중국과의 불법 거래바이든을 중국과의 불법 거래에 에 에 

묶은 묶은 묶은 여러 개의 기밀 문서여러 개의 기밀 문서여러 개의 기밀 문서가 가 가 바이든의 개인 소지품바이든의 개인 소지품바이든의 개인 소지품 에서 발견되었다. 에서 발견되었다. 에서 발견되었다.

✪ ✪ ✪ 중국 공산당중국 공산당중국 공산당이 기밀문서를 사들이는 부패는 중국 공산당 정보국이 이 기밀문서를 사들이는 부패는 중국 공산당 정보국이 이 기밀문서를 사들이는 부패는 중국 공산당 정보국이 

기밀문서를 이용해 미 국무부의 엘리트, 정치인, 고위 관리들을 기밀문서를 이용해 미 국무부의 엘리트, 정치인, 고위 관리들을 기밀문서를 이용해 미 국무부의 엘리트, 정치인, 고위 관리들을 

착취하고 협박한 것과 관련이 있다.착취하고 협박한 것과 관련이 있다.착취하고 협박한 것과 관련이 있다.

✪ ✪ ✪ CIA와 펜타곤CIA와 펜타곤CIA와 펜타곤은 미국 시민들, 정치인들, 엘리트들, 기업들을 협박 은 미국 시민들, 정치인들, 엘리트들, 기업들을 협박 은 미국 시민들, 정치인들, 엘리트들, 기업들을 협박 

작전에 끌어들이는 그들의 권한을 포기했다.작전에 끌어들이는 그들의 권한을 포기했다.작전에 끌어들이는 그들의 권한을 포기했다.

✪ ✪ ✪ 전직 국세청 요원전직 국세청 요원전직 국세청 요원은 은 은 미국 소득세는 자발적이고 집행은미국 소득세는 자발적이고 집행은미국 소득세는 자발적이고 집행은   불법불법불법이라고 이라고 이라고 

털어놓았다.털어놓았다.털어놓았다.

✪ ✪ ✪ 1월 20일 금요일까지1월 20일 금요일까지1월 20일 금요일까지 우리는  우리는  우리는 트럼프트럼프트럼프와 와 와 로버트 F로버트 F로버트 F를 를 를 대통령으로 하는 대통령으로 하는 대통령으로 하는 

복원된 공화국을 가질 수 있다복원된 공화국을 가질 수 있다복원된 공화국을 가질 수 있다는 소문이 돌았다. 부통령으로서 케네디 는 소문이 돌았다. 부통령으로서 케네디 는 소문이 돌았다. 부통령으로서 케네디 

주니어.주니어.주니어.

글로벌 글로벌 글로벌 통화 재설정통화 재설정통화 재설정:::

✪ ✪ ✪ 1월 11일 수요일 오후 7시 49분 텍사스 스네이크1월 11일 수요일 오후 7시 49분 텍사스 스네이크1월 11일 수요일 오후 7시 49분 텍사스 스네이크: "1월 11일 : "1월 11일 : "1월 11일 

수요일 수요일 수요일 현재 현재 현재 모든 은행 환전소모든 은행 환전소모든 은행 환전소는 는 는 완전 경계완전 경계완전 경계   태세태세태세에 에 에 

있습니다."있습니다."있습니다."

✪ ✪ ✪ 1월 12일 목요일. 1월 12일 목요일. 1월 12일 목요일. 마크 Z마크 Z마크 Z: : : 제 은행 소식통에 따르면제 은행 소식통에 따르면제 은행 소식통에 따르면   오늘 밤은 오늘 밤은 오늘 밤은 

가능성이 매우 높다가능성이 매우 높다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합니다. …이번 주말에 F&P를 제공할 것이라는 고 합니다. …이번 주말에 F&P를 제공할 것이라는 고 합니다. …이번 주말에 F&P를 제공할 것이라는 

소문이 있지만, 자산 지원 자금이 있습니다. …Wales, Paymaster 및 소문이 있지만, 자산 지원 자금이 있습니다. …Wales, Paymaster 및 소문이 있지만, 자산 지원 자금이 있습니다. …Wales, Paymaster 및 

Groups에서 NDA에 대한 움직임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Groups에서 NDA에 대한 움직임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Groups에서 NDA에 대한 움직임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Tier 4BTier 4BTier 4B 알림  알림  알림 

창은 지금부터 1월 31일까지였습니다. ...창은 지금부터 1월 31일까지였습니다. ...창은 지금부터 1월 31일까지였습니다. ...그 힘들은 우리가 날짜를 그 힘들은 우리가 날짜를 그 힘들은 우리가 날짜를 

알기를 원하지 않는다.알기를 원하지 않는다.알기를 원하지 않는다."""

✪ ✪ ✪ 고위급 접촉: 2023년 1월 15일 일요일은 고위급 접촉: 2023년 1월 15일 일요일은 고위급 접촉: 2023년 1월 15일 일요일은 5단계 일반5단계 일반5단계 일반   대중대중대중을 포함한 을 포함한 을 포함한 

모든 단계가 완전히 적재되고 자금을 분산할 준비가 되는 마감일모든 단계가 완전히 적재되고 자금을 분산할 준비가 되는 마감일모든 단계가 완전히 적재되고 자금을 분산할 준비가 되는 마감일이었다.이었다.이었다.

✪ ✪ ✪ Redemption Center 직원은 오늘 줌 콜을 진행하여 금요일, 토요일, Redemption Center 직원은 오늘 줌 콜을 진행하여 금요일, 토요일, Redemption Center 직원은 오늘 줌 콜을 진행하여 금요일, 토요일, 

일요일(1월 13일, 14일, 15일)에 한 시간 동안 응답할 것이라는 답변을 일요일(1월 13일, 14일, 15일)에 한 시간 동안 응답할 것이라는 답변을 일요일(1월 13일, 14일, 15일)에 한 시간 동안 응답할 것이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받았습니다.받았습니다.

http://irckorea.us/0113.pdf


Tier 4b가 그 금요일에 약속을 잡도록 통지받을 확률은 90%였다. Tier 4b가 그 금요일에 약속을 잡도록 통지받을 확률은 90%였다. Tier 4b가 그 금요일에 약속을 잡도록 통지받을 확률은 90%였다. 

토요일이나 일요일이면 월요일에 통보받을 확률이 100%입니다. 화요일 토요일이나 일요일이면 월요일에 통보받을 확률이 100%입니다. 화요일 토요일이나 일요일이면 월요일에 통보받을 확률이 100%입니다. 화요일 

또는 수요일(1월 16일, 17일, 18일).또는 수요일(1월 16일, 17일, 18일).또는 수요일(1월 16일, 17일, 18일).

✪ ✪ ✪ 채권 보유자 유동성 통지는 일요일 또는 월요일 (1월 15일, 채권 보유자 유동성 통지는 일요일 또는 월요일 (1월 15일, 채권 보유자 유동성 통지는 일요일 또는 월요일 (1월 15일, 

16일)이었다.16일)이었다.16일)이었다.

✪ ✪ ✪ 월요일이나 화요일에 깜짝 발표가 있을 것이다. 그건 네사라 발표일 월요일이나 화요일에 깜짝 발표가 있을 것이다. 그건 네사라 발표일 월요일이나 화요일에 깜짝 발표가 있을 것이다. 그건 네사라 발표일 

수도 있어.수도 있어.수도 있어.

이이이벤트 일정:벤트 일정:벤트 일정:

✪ ✪ ✪ 1월 9일: 1월 9일: 1월 9일: 비자산 지원 암호화폐 시장이 하락한 동안 새로운 금/자산 비자산 지원 암호화폐 시장이 하락한 동안 새로운 금/자산 비자산 지원 암호화폐 시장이 하락한 동안 새로운 금/자산 

지원 글로벌 통화 리셋(GCR)이 발생했다. 유동성은 GCR의 상위 지원 글로벌 통화 리셋(GCR)이 발생했다. 유동성은 GCR의 상위 지원 글로벌 통화 리셋(GCR)이 발생했다. 유동성은 GCR의 상위 

계층에서 시작되었고, 대량의 돈이 이동했으며 많은 시험 지불이 계층에서 시작되었고, 대량의 돈이 이동했으며 많은 시험 지불이 계층에서 시작되었고, 대량의 돈이 이동했으며 많은 시험 지불이 

이루어졌다.이루어졌다.이루어졌다.

✪ ✪ ✪ 1월 10일 화요일1월 10일 화요일1월 10일 화요일. 유럽에서 휴가를 보내고 있는 미국인 들은 미국 . 유럽에서 휴가를 보내고 있는 미국인 들은 미국 . 유럽에서 휴가를 보내고 있는 미국인 들은 미국 

은행에서 현금을 인출할 수 없다고 보고했다. 이들 미국 은행의 자금은 은행에서 현금을 인출할 수 없다고 보고했다. 이들 미국 은행의 자금은 은행에서 현금을 인출할 수 없다고 보고했다. 이들 미국 은행의 자금은 

자산으로 뒷받침되지 않았고, 바젤 3 컴플라이언스에서는 약 50%가 자산으로 뒷받침되지 않았고, 바젤 3 컴플라이언스에서는 약 50%가 자산으로 뒷받침되지 않았고, 바젤 3 컴플라이언스에서는 약 50%가 

다른 은행과 통합하거나 폐쇄하는 절차를 시작했다. 같은 화요일에. 다른 은행과 통합하거나 폐쇄하는 절차를 시작했다. 같은 화요일에. 다른 은행과 통합하거나 폐쇄하는 절차를 시작했다. 같은 화요일에. 

공화당 하원의원들은 공화당 하원의원들은 공화당 하원의원들은 국세청국세청국세청을 폐지하고을 폐지하고을 폐지하고, , , 국민소득세국민소득세국민소득세를 없애고, 를 없애고, 를 없애고, 

국민소비세국민소비세국민소비세(((NESARA 법 시행?NESARA 법 시행?NESARA 법 시행?)))로 대체하는 법안을 발의했다로 대체하는 법안을 발의했다로 대체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 ✪ ✪ 1월 14일 토요일. 군대에서 사용하는 정통 새해 첫날.1월 14일 토요일. 군대에서 사용하는 정통 새해 첫날.1월 14일 토요일. 군대에서 사용하는 정통 새해 첫날.

1월 15일 일요일은 1월 15일 일요일은 1월 15일 일요일은 GCRGCRGCR의 모든 의 모든 의 모든 Tier 레벨Tier 레벨Tier 레벨이 이 이 5단계5단계5단계, 일반, 일반, 일반   대중을 대중을 대중을 

포함한 포함한 포함한 자금을 완전히 적재자금을 완전히 적재자금을 완전히 적재하고 하고 하고 분산할 준비분산할 준비분산할 준비가 되는 마감일가 되는 마감일가 되는 마감일이었다.이었다.이었다.

✪ ✪ ✪ 1월 16일부터 1월 20일까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1월 16일부터 1월 20일까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1월 16일부터 1월 20일까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지불된 이자에 지불된 이자에 지불된 이자에 

대한 미국 상환 자금대한 미국 상환 자금대한 미국 상환 자금이 미국 노인들을 위해이 미국 노인들을 위해이 미국 노인들을 위해 나와야 합니다( 나와야 합니다( 나와야 합니다(NESARA 법 NESARA 법 NESARA 법 

시행?시행?시행?)))

✪ ✪ ✪ 1월 20일 금요일까지1월 20일 금요일까지1월 20일 금요일까지 우리는 전 세계 주권 정부의 모델 역할을 하고  우리는 전 세계 주권 정부의 모델 역할을 하고  우리는 전 세계 주권 정부의 모델 역할을 하고 

있는있는있는 복원된 헌법 정부의 발표 복원된 헌법 정부의 발표 복원된 헌법 정부의 발표를 통해 를 통해 를 통해 미국 헌법의 원래 개념으로의 미국 헌법의 원래 개념으로의 미국 헌법의 원래 개념으로의 

전환 발표를 볼 수 있었다.전환 발표를 볼 수 있었다.전환 발표를 볼 수 있었다.

2023년 1월 12일 2023년 1월 12일 2023년 1월 12일 목목목요일의 진짜 뉴스:요일의 진짜 뉴스:요일의 진짜 뉴스:

✪ ✪ ✪ 2021년 7월, 펜실베이니아 애비뉴에서 교통이 정체될 때 2021년 7월, 펜실베이니아 애비뉴에서 교통이 정체될 때 2021년 7월, 펜실베이니아 애비뉴에서 교통이 정체될 때 트럼프트럼프트럼프와 와 와 

케네디케네디케네디가 가 가 미국 의회 앞에서 떠날 것이라는 발표미국 의회 앞에서 떠날 것이라는 발표미국 의회 앞에서 떠날 것이라는 발표가 있었다. 그들은 가 있었다. 그들은 가 있었다. 그들은 

대통령과 부통령을 위해 애비뉴를 통과할 뿐이다.대통령과 부통령을 위해 애비뉴를 통과할 뿐이다.대통령과 부통령을 위해 애비뉴를 통과할 뿐이다.

✪ ✪ ✪ 트럼프트럼프트럼프는 는 는 그에 대한 소환장을 "죽었다"고 선언그에 대한 소환장을 "죽었다"고 선언그에 대한 소환장을 "죽었다"고 선언했다. | 공화당 제보자했다. | 공화당 제보자했다. | 공화당 제보자

✪ ✪ ✪ 바이든바이든바이든이 훔친 기밀 문서가 공개이 훔친 기밀 문서가 공개이 훔친 기밀 문서가 공개되었습니다! 되었습니다! 되었습니다! 대통령직을 대통령직을 대통령직을 

끝내는 폭탄 쉘:끝내는 폭탄 쉘:끝내는 폭탄 쉘:   https://www.youtube.com/watch?v=A4rm6NFPk_chttps://www.youtube.com/watch?v=A4rm6NFPk_chttps://www.youtube.com/watch?v=A4rm6NFPk_c

✪ ✪ ✪ 베니 쇼: 베니 쇼: 베니 쇼: – 보고서는 – 보고서는 – 보고서는 조 바이든조 바이든조 바이든의 의 의 잘못된 기밀 문서잘못된 기밀 문서잘못된 기밀 문서 –  –  – 



✪ ✪ ✪ 마요르카에 대해 제기된 탄핵 조항마요르카에 대해 제기된 탄핵 조항마요르카에 대해 제기된 탄핵 조항 – 하원 공화당 투표에서  – 하원 공화당 투표에서  – 하원 공화당 투표에서 딥 딥 딥 

스테이트스테이트스테이트와 와 와 CCPCCPCCP를 조사하기 위한 패널을 를 조사하기 위한 패널을 를 조사하기 위한 패널을 

구성했다구성했다구성했다고 밝혔습니다. 고 밝혔습니다. 고 밝혔습니다. https://podcasts.apple.com/us/podcast/the-benny-show/id1584730781?i=1000593813271https://podcasts.apple.com/us/podcast/the-benny-show/id1584730781?i=1000593813271https://podcasts.apple.com/us/podcast/the-benny-show/id1584730781?i=1000593813271

무무무대 뒤대 뒤대 뒤:::

✪ ✪ ✪ 트럼프트럼프트럼프는 는 는 미국이 함락된 작전미국이 함락된 작전미국이 함락된 작전이고 이고 이고 법원이 카발법원이 카발법원이 카발   딥스테이트에 딥스테이트에 딥스테이트에 

함락된 것을 알면서도 공화당을 결집시키는함락된 것을 알면서도 공화당을 결집시키는함락된 것을 알면서도 공화당을 결집시키는   인물인물인물이이이 트럼프임 트럼프임 트럼프임이 이 이 

틀림없는 순간 틀림없는 순간 틀림없는 순간 매카시매카시매카시와 와 와 딥스테이트 공화당(리노스)딥스테이트 공화당(리노스)딥스테이트 공화당(리노스)을 폭로하는 게임을 폭로하는 게임을 폭로하는 게임을 을 을 

하고 있다.하고 있다.하고 있다.

✪ ✪ ✪ 트럼프트럼프트럼프는 는 는 CIA, 국방부, FBI, DOJCIA, 국방부, FBI, DOJCIA, 국방부, FBI, DOJ의 엄청난 노출이 다가오고 있다는 의 엄청난 노출이 다가오고 있다는 의 엄청난 노출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 이는 유출이 계속되면서 것을 알고 있다. 이는 유출이 계속되면서 것을 알고 있다. 이는 유출이 계속되면서 국방부가 혼란에 빠진 국방부가 혼란에 빠진 국방부가 혼란에 빠진 

상태에서 이미 시작상태에서 이미 시작상태에서 이미 시작됐다. 미 국방부는 됐다. 미 국방부는 됐다. 미 국방부는 CDC, 파우치, 다작CDC, 파우치, 다작CDC, 파우치, 다작과 연계해 과 연계해 과 연계해 

2012~2013년 2012~2013년 2012~2013년 코로나19 바이러스 코로나19 바이러스 코로나19 바이러스 생물무기생물무기생물무기와 와 와 백신백신백신을 만들고 자금을을 만들고 자금을을 만들고 자금을   

지원하는 데 깊이 관여하고 있다지원하는 데 깊이 관여하고 있다지원하는 데 깊이 관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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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텔을 보시려면

클릭하세요.

✪ ✪ ✪ 1월 11일 수요일 오후 7시 49분 텍사스 스네이크:1월 11일 수요일 오후 7시 49분 텍사스 스네이크:1월 11일 수요일 오후 7시 49분 텍사스 스네이크:

"""모든 은행 환전소에 비상이 걸렸습니다.모든 은행 환전소에 비상이 걸렸습니다.모든 은행 환전소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 ✪ ✪ 대법원은 브런슨 사건이대법원은 브런슨 사건이대법원은 브런슨 사건이 2020년 선거를 인증하기 전에 의회가  2020년 선거를 인증하기 전에 의회가  2020년 선거를 인증하기 전에 의회가 

조사하기를 거부한 100개의 유권자 사기 혐의에 대한 조사하기를 거부한 100개의 유권자 사기 혐의에 대한 조사하기를 거부한 100개의 유권자 사기 혐의에 대한 청문회를 청문회를 청문회를 

거부했다.거부했다.거부했다.

✪ ✪ ✪ 국회의원들이 헌법 수호를 위한 취임선서를국회의원들이 헌법 수호를 위한 취임선서를국회의원들이 헌법 수호를 위한 취임선서를 지키지 않음으로써  지키지 않음으로써  지키지 않음으로써 

반역죄를 범한 것으로 보인다반역죄를 범한 것으로 보인다반역죄를 범한 것으로 보인다

✪ ✪ ✪ 브런슨 사건을 심리하지 않기로 한 결정은브런슨 사건을 심리하지 않기로 한 결정은브런슨 사건을 심리하지 않기로 한 결정은   스코투스가 타협되어 스코투스가 타협되어 스코투스가 타협되어 

반역을 저질렀다는 것을 나타냈다반역을 저질렀다는 것을 나타냈다반역을 저질렀다는 것을 나타냈다

게다가 미국이 적에게 추월당했다는 것도.게다가 미국이 적에게 추월당했다는 것도.게다가 미국이 적에게 추월당했다는 것도.

✪ ✪ ✪ 그러므로, 군은 계엄령으로 개입하도록 강요될 것그러므로, 군은 계엄령으로 개입하도록 강요될 것그러므로, 군은 계엄령으로 개입하도록 강요될 것이다이다이다

우리가 이미 당했던 것들 말이야.우리가 이미 당했던 것들 말이야.우리가 이미 당했던 것들 말이야.

✪ ✪ ✪ 1914년 일루미나티 혈통 가족은 중국 장로의 금에 99년간 임대 1914년 일루미나티 혈통 가족은 중국 장로의 금에 99년간 임대 1914년 일루미나티 혈통 가족은 중국 장로의 금에 99년간 임대 

계약을 체결하고 개인 소유의 계약을 체결하고 개인 소유의 계약을 체결하고 개인 소유의 연방준비제도, 국세청, 중앙은행 및 연방준비제도, 국세청, 중앙은행 및 연방준비제도, 국세청, 중앙은행 및 

워싱턴 DC, 런던시, 바티칸 시국의 법인워싱턴 DC, 런던시, 바티칸 시국의 법인워싱턴 DC, 런던시, 바티칸 시국의 법인을 통해 불법적으로 미국 을 통해 불법적으로 미국 을 통해 불법적으로 미국 

납세자 돈을 세탁했다. 그 시스템은 납세자 돈을 세탁했다. 그 시스템은 납세자 돈을 세탁했다. 그 시스템은 글로벌 통화 재설정과 함께 글로벌 통화 재설정과 함께 글로벌 통화 재설정과 함께 

변경변경변경되고 있었다.되고 있었다.되고 있었다.

카발카발카발은 은 은 카인의 혈통을 통해 지구상에 존재하는 것카인의 혈통을 통해 지구상에 존재하는 것카인의 혈통을 통해 지구상에 존재하는 것으로 추정되며, 으로 추정되며, 으로 추정되며, 

합스부르크 가문합스부르크 가문합스부르크 가문을 포함한 을 포함한 을 포함한 13개의 일루미나티 혈통 가문13개의 일루미나티 혈통 가문13개의 일루미나티 혈통 가문으로 구성되어 으로 구성되어 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 아래에는 있다. 그 아래에는 있다. 그 아래에는 흑예수교 교황흑예수교 교황흑예수교 교황   아돌포 니콜라아돌포 니콜라아돌포 니콜라와 그의 와 그의 와 그의 6명의 장군인 6명의 장군인 6명의 장군인 

백의교황 프란치스코 백의교황 프란치스코 백의교황 프란치스코 와 와 와 전 예수회 사무총장 피터 한스 콜벤바흐전 예수회 사무총장 피터 한스 콜벤바흐전 예수회 사무총장 피터 한스 콜벤바흐를 를 를 

http://irckorea.us/0112.pdf


포함한 포함한 포함한 바티칸의 350명의 직원들바티칸의 350명의 직원들바티칸의 350명의 직원들이 있었다.이 있었다.이 있었다.

✪ ✪ ✪ 예수회는 세계의 주요 정부들에 큰 영향력과예수회는 세계의 주요 정부들에 큰 영향력과예수회는 세계의 주요 정부들에 큰 영향력과   

권력권력권력을 가지고 있었다.을 가지고 있었다.을 가지고 있었다.

✪ ✪ ✪ 동맹군 최고사령관동맹군 최고사령관동맹군 최고사령관은 블라디미르 은 블라디미르 은 블라디미르 푸틴푸틴푸틴   러시아 대통령러시아 대통령러시아 대통령, , , 

시진핑시진핑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중국 국가주석중국 국가주석, , , 무스타파 알카디미무스타파 알카디미무스타파 알카디미   이라크 총리이라크 총리이라크 총리, , , 나렌드라 모디나렌드라 모디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 인도 총리, 인도 총리, 크리스 밀러 국방부 국방장관크리스 밀러 국방부 국방장관크리스 밀러 국방부 국방장관이 이끄는 이 이끄는 이 이끄는 국방부 화이트 햇국방부 화이트 햇국방부 화이트 햇   

등과 함께 일한 등과 함께 일한 등과 함께 일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도널드 트럼프 대통령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다 그리고 장군님. 이다 그리고 장군님. 이다 그리고 장군님. 마이클 T 마이클 T 마이클 T 

플린플린플린; ; ; Q 포스Q 포스Q 포스   (존 하이텐 (존 하이텐 (존 하이텐 미 국방부 부사령관미 국방부 부사령관미 국방부 부사령관을 포함하여 을 포함하여 을 포함하여 트럼프 트럼프 트럼프 

대통령대통령대통령에게 조언하는 약 에게 조언하는 약 에게 조언하는 약 800명의 특수 작전들로 구성됨800명의 특수 작전들로 구성됨800명의 특수 작전들로 구성됨). ). ). 데이비드 데이비드 데이비드 

버거 육군 소장버거 육군 소장버거 육군 소장입니다. 입니다. 입니다. 제임스 C. 맥콘빌, 공군 대장. 찰스 Q. 제임스 C. 맥콘빌, 공군 대장. 찰스 Q. 제임스 C. 맥콘빌, 공군 대장. 찰스 Q. 

브라운, 해군 작전 사령관. 마이클 M. 길데이, 제임스 맥콘빌 장군, 폴 브라운, 해군 작전 사령관. 마이클 M. 길데이, 제임스 맥콘빌 장군, 폴 브라운, 해군 작전 사령관. 마이클 M. 길데이, 제임스 맥콘빌 장군, 폴 

나카소네 장군, 그리고 장군. 제이 레이먼드)나카소네 장군, 그리고 장군. 제이 레이먼드)나카소네 장군, 그리고 장군. 제이 레이먼드); 에즈라 코언-왓닉, ; 에즈라 코언-왓닉, ; 에즈라 코언-왓닉, 플린 플린 플린 

장군장군장군, , , JF 케네디 주니어JF 케네디 주니어JF 케네디 주니어가 이끄는 가 이끄는 가 이끄는 QNQNQN(자원봉사 패트리어츠); (자원봉사 패트리어츠); (자원봉사 패트리어츠); 트럼프 트럼프 트럼프 

대통령대통령대통령과 함께 과 함께 과 함께 미국 계엄령 하에서미국 계엄령 하에서미국 계엄령 하에서 워싱턴 DC와 국제군을 포함한 전  워싱턴 DC와 국제군을 포함한 전  워싱턴 DC와 국제군을 포함한 전 

세계의 다양한 군에서 군사 작전을 운영했던 리처드 그레넬이 이끄는 세계의 다양한 군에서 군사 작전을 운영했던 리처드 그레넬이 이끄는 세계의 다양한 군에서 군사 작전을 운영했던 리처드 그레넬이 이끄는 

국가 안보국 인터폴 국가 안보국 인터폴 국가 안보국 인터폴 어느 나라에서나 체포할 수 있게 되어 어느 나라에서나 체포할 수 있게 되어 어느 나라에서나 체포할 수 있게 되어 

있어요있어요있어요...

✪ ✪ ✪ 찰리 워드찰리 워드찰리 워드는 16년 넘게 중국 장로들과 일하고 친구로 지냈다. 그는 는 16년 넘게 중국 장로들과 일하고 친구로 지냈다. 그는 는 16년 넘게 중국 장로들과 일하고 친구로 지냈다. 그는 

글로벌 통화 재설정 팀의 책임자글로벌 통화 재설정 팀의 책임자글로벌 통화 재설정 팀의 책임자이며 이며 이며 글로벌 통화 재설정에 관련된 글로벌 통화 재설정에 관련된 글로벌 통화 재설정에 관련된 

은행들을 관리은행들을 관리은행들을 관리하고 있다. 그는 금융계에서 높은 신뢰를 받았고, 하고 있다. 그는 금융계에서 높은 신뢰를 받았고, 하고 있다. 그는 금융계에서 높은 신뢰를 받았고, 

초부유층부터 다른 세계 정부에 이르는 개인 고객들을 위해 전 세계로 초부유층부터 다른 세계 정부에 이르는 개인 고객들을 위해 전 세계로 초부유층부터 다른 세계 정부에 이르는 개인 고객들을 위해 전 세계로 

돈을 옮겼다. 그의 팀은 돈을 옮겼다. 그의 팀은 돈을 옮겼다. 그의 팀은 바티칸 터널바티칸 터널바티칸 터널에서에서에서 650개의 비행기에 실린 금 650개의 비행기에 실린 금 650개의 비행기에 실린 금을 을 을 

옮겨서 미국 재무부와 전 세계 다른 나라들의 재무부에 있는 옮겨서 미국 재무부와 전 세계 다른 나라들의 재무부에 있는 옮겨서 미국 재무부와 전 세계 다른 나라들의 재무부에 있는 합법적인 합법적인 합법적인 

소유자들에게 돌려주었다소유자들에게 돌려주었다소유자들에게 돌려주었다. 그는 현재 세계 통화 재설정에서 국가와 . 그는 현재 세계 통화 재설정에서 국가와 . 그는 현재 세계 통화 재설정에서 국가와 

개인을 위한 돈, 금, 귀중품을 옮기고 있었다. 워드의 많은 정보는 그가 개인을 위한 돈, 금, 귀중품을 옮기고 있었다. 워드의 많은 정보는 그가 개인을 위한 돈, 금, 귀중품을 옮기고 있었다. 워드의 많은 정보는 그가 

권력의 4개의 벽이라고 부르는 것에서 나왔는데, 여기에는 권력의 4개의 벽이라고 부르는 것에서 나왔는데, 여기에는 권력의 4개의 벽이라고 부르는 것에서 나왔는데, 여기에는 중국 장로,중국 장로,중국 장로,   

동맹, 동맹, 동맹, 트럼프트럼프트럼프 백악관,  백악관,  백악관, 트럼프 트럼프 트럼프 구원 팀이 포함구원 팀이 포함구원 팀이 포함되어 있었다. 되어 있었다. 되어 있었다. 

✪ ✪ ✪ 그는 지난 몇 달 동안그는 지난 몇 달 동안그는 지난 몇 달 동안 NDA NDA NDA(Non Disclosure Agreement)에 따라 (Non Disclosure Agreement)에 따라 (Non Disclosure Agreement)에 따라 

자신이 밝힐 수 있는 것과 밝힐 수 없는 것을 이야기했다.자신이 밝힐 수 있는 것과 밝힐 수 없는 것을 이야기했다.자신이 밝힐 수 있는 것과 밝힐 수 없는 것을 이야기했다.

✪ ✪ ✪ 트럼프 대통령트럼프 대통령트럼프 대통령은 한 번도 공직에서 물러난 적이 없지만 2020년 은 한 번도 공직에서 물러난 적이 없지만 2020년 은 한 번도 공직에서 물러난 적이 없지만 2020년 

대선을 앞두고 대선을 앞두고 대선을 앞두고 미국 미국 미국 대통령 권한대통령 권한대통령 권한을 군부에 넘겼다을 군부에 넘겼다을 군부에 넘겼다. . . 그래서 그래서 그래서 자꾸 자꾸 자꾸 

'''군대만이 유일한 방법군대만이 유일한 방법군대만이 유일한 방법'이라고 하는 것이다'이라고 하는 것이다'이라고 하는 것이다

✪ ✪ ✪ 트럼프 대통령트럼프 대통령트럼프 대통령은 전 세계적으로 은 전 세계적으로 은 전 세계적으로 백악관을 장악백악관을 장악백악관을 장악했다.했다.했다.

✪ ✪ ✪ 후안 오 사빈후안 오 사빈후안 오 사빈(흔히 복식이나 변장을 사용하는)은 (흔히 복식이나 변장을 사용하는)은 (흔히 복식이나 변장을 사용하는)은 사실 사실 사실 존 F존 F존 F일 수도 일 수도 일 수도 

있다있다있다. . . Kennedy Jr.Kennedy Jr.Kennedy Jr.와 와 와 White HatsWhite HatsWhite Hats의 세계적인 조직의 수석 고문.의 세계적인 조직의 수석 고문.의 세계적인 조직의 수석 고문.



✪ ✪ ✪ QAnonQAnonQAnon은 White Hats에 의해 임명된 은 White Hats에 의해 임명된 은 White Hats에 의해 임명된 지명 내부고발자지명 내부고발자지명 내부고발자   였다.였다.였다.

복복복원된 공화국원된 공화국원된 공화국:::

✪ ✪ ✪ 1월 9일 1월 9일 1월 9일 새로운 금/자산 지원 글로벌 금융 시스템새로운 금/자산 지원 글로벌 금융 시스템새로운 금/자산 지원 글로벌 금융 시스템의 시행과 함께 의 시행과 함께 의 시행과 함께 

은행의 역할은 은행의 역할은 은행의 역할은 세계 통화와 글로벌 금융 시스템에 대한 권한을 갖는 세계 통화와 글로벌 금융 시스템에 대한 권한을 갖는 세계 통화와 글로벌 금융 시스템에 대한 권한을 갖는 

것것것에서 에서 에서 오직 사람들에게만오직 사람들에게만오직 사람들에게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바뀌었다.으로 바뀌었다.으로 바뀌었다.

✪ ✪ ✪ 2023년 1월 10일 화요일 기준으로 2023년 1월 10일 화요일 기준으로 2023년 1월 10일 화요일 기준으로 미국 은행의 약 50%가 자산 미국 은행의 약 50%가 자산 미국 은행의 약 50%가 자산 

기반이 아니었고 기반이 아니었고 기반이 아니었고 바젤 3 컴플라이언스바젤 3 컴플라이언스바젤 3 컴플라이언스에서 다른 은행과의 에서 다른 은행과의 에서 다른 은행과의 통합 통합 통합 또는 또는 또는 

폐쇄 절차폐쇄 절차폐쇄 절차를 밟고를 밟고를 밟고 있습니다. 있습니다. 있습니다.

✪ ✪ ✪ 1월 9일, 비록 어느 것도 메인스트림 미디어에 보도되지 않았지만, 1월 9일, 비록 어느 것도 메인스트림 미디어에 보도되지 않았지만, 1월 9일, 비록 어느 것도 메인스트림 미디어에 보도되지 않았지만, 

글로벌 통화 재설정이 일어난 같은 날, 글로벌 통화 재설정이 일어난 같은 날, 글로벌 통화 재설정이 일어난 같은 날, 비자산 지원 암호화폐 시장은 비자산 지원 암호화폐 시장은 비자산 지원 암호화폐 시장은 

폭락폭락폭락했다.했다.했다.

✪ ✪ ✪ 2023년 1월 10일 2023년 1월 10일 2023년 1월 10일 폭스뉴스폭스뉴스폭스뉴스는 "는 "는 "공화당 의원들이 공화당 의원들이 공화당 의원들이 국세청국세청국세청을 을 을 

폐지하고, 폐지하고, 폐지하고, 국민소득세를 없애고국민소득세를 없애고국민소득세를 없애고, 국민소비세로 대체하는 법안에 투표할 , 국민소비세로 대체하는 법안에 투표할 , 국민소비세로 대체하는 법안에 투표할 

것것것"이라고 밝혔다…내부 용지"이라고 밝혔다…내부 용지"이라고 밝혔다…내부 용지

또 다른 징후는 1월 16일부터 1월 20일까지 또 다른 징후는 1월 16일부터 1월 20일까지 또 다른 징후는 1월 16일부터 1월 20일까지 미국 노인들을 위한 미국 노인들을 위한 미국 노인들을 위한 

네사라 펀드네사라 펀드네사라 펀드(지급된 이자에 대한 미국 보복 자금)가 언제 나와야 (지급된 이자에 대한 미국 보복 자금)가 언제 나와야 (지급된 이자에 대한 미국 보복 자금)가 언제 나와야 

하는지였다.하는지였다.하는지였다.

글글글로벌 통화 재설정로벌 통화 재설정로벌 통화 재설정:::

✪ ✪ ✪ 1월 11일 수요일 오후 7시 49분 텍사스 스네이크: "1월 11일 수요일 오후 7시 49분 텍사스 스네이크: "1월 11일 수요일 오후 7시 49분 텍사스 스네이크: "모든 은행 모든 은행 모든 은행 

환전소에 비상이 걸렸습니다.환전소에 비상이 걸렸습니다.환전소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 ✪ ✪ 1월 11일 수요일. 1월 11일 수요일. 1월 11일 수요일. MarkZMarkZMarkZ: "저는 자산 지원 통화로 모든 것을 출시할 : "저는 자산 지원 통화로 모든 것을 출시할 : "저는 자산 지원 통화로 모든 것을 출시할 

필요성에 대한 수다를 듣고 있습니다. 즉, 그들은 벌금, 필요성에 대한 수다를 듣고 있습니다. 즉, 그들은 벌금, 필요성에 대한 수다를 듣고 있습니다. 즉, 그들은 벌금, 벌금 등과 같은 벌금 등과 같은 벌금 등과 같은 

벌금으로 지불된 것을 미리 출시하고 싶어하지 않습니다벌금으로 지불된 것을 미리 출시하고 싶어하지 않습니다벌금으로 지불된 것을 미리 출시하고 싶어하지 않습니다. … 이번 . … 이번 . … 이번 

주말에 F&P와 F&P의 납품 소문에 대해 들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지만 주말에 F&P와 F&P의 납품 소문에 대해 들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지만 주말에 F&P와 F&P의 납품 소문에 대해 들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지만 

자산 지원 자금으로 이루어진 대화입니다. …급여 관리자와 그룹, 정치 자산 지원 자금으로 이루어진 대화입니다. …급여 관리자와 그룹, 정치 자산 지원 자금으로 이루어진 대화입니다. …급여 관리자와 그룹, 정치 

및 은행 소식통은 상황이 언제든지 변화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및 은행 소식통은 상황이 언제든지 변화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및 은행 소식통은 상황이 언제든지 변화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은 어떤 특정한 것이 완성되기를 기다리지 않는다. 지금은 그들은 어떤 특정한 것이 완성되기를 기다리지 않는다. 지금은 그들은 어떤 특정한 것이 완성되기를 기다리지 않는다. 지금은 방아쇠를 방아쇠를 방아쇠를 

당길 만큼 일이 완성되었다당길 만큼 일이 완성되었다당길 만큼 일이 완성되었다고 한다. 고 한다. 고 한다. 타이밍이 곧 좋을 것 같습니다.타이밍이 곧 좋을 것 같습니다.타이밍이 곧 좋을 것 같습니다." … " … " … 

"창구는 1월 9일에 열렸고 "창구는 1월 9일에 열렸고 "창구는 1월 9일에 열렸고 1월 31일 화요일쯤에 갑니다.1월 31일 화요일쯤에 갑니다.1월 31일 화요일쯤에 갑니다.   

✪ ✪ ✪ 한 소식통 그룹은 이번 주 한 소식통 그룹은 이번 주 한 소식통 그룹은 이번 주 1월 11일 수요일부터 1월 14일 토요일 1월 11일 수요일부터 1월 14일 토요일 1월 11일 수요일부터 1월 14일 토요일 

사이에 그것이 일어날 것사이에 그것이 일어날 것사이에 그것이 일어날 것이라고 이라고 이라고 맹세맹세맹세했다. 또 다른 사람은 1월 12일 했다. 또 다른 사람은 1월 12일 했다. 또 다른 사람은 1월 12일 

목요일과 17일 화요일 사이에 그것이 일어날 것이라고 생각한다. 목요일과 17일 화요일 사이에 그것이 일어날 것이라고 생각한다. 목요일과 17일 화요일 사이에 그것이 일어날 것이라고 생각한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번 주 목요일 늦게부터 다음 주 초까지 내기를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번 주 목요일 늦게부터 다음 주 초까지 내기를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번 주 목요일 늦게부터 다음 주 초까지 내기를 

한다. 한다. 한다. PTBPTBPTB는 는 는 우리가 날짜를 알기를 원하지 않는다우리가 날짜를 알기를 원하지 않는다우리가 날짜를 알기를 원하지 않는다. . . 그들은 우리가 그들은 우리가 그들은 우리가 

추측할 수 있도록 날짜와 곡선을 계속해서 던질 것이고 일부러 그렇게 추측할 수 있도록 날짜와 곡선을 계속해서 던질 것이고 일부러 그렇게 추측할 수 있도록 날짜와 곡선을 계속해서 던질 것이고 일부러 그렇게 

할 것할 것할 것이다. 롤러코스터를 타지 않도록 노력하세요. 그것은 너를 미치게 이다. 롤러코스터를 타지 않도록 노력하세요. 그것은 너를 미치게 이다. 롤러코스터를 타지 않도록 노력하세요. 그것은 너를 미치게 

할 것이다. 우리는 고래, 급여 관리자 및 그룹으로부터 할 것이다. 우리는 고래, 급여 관리자 및 그룹으로부터 할 것이다. 우리는 고래, 급여 관리자 및 그룹으로부터 NDA에 대한 NDA에 대한 NDA에 대한 

움직임을 계속 보고 있습니다움직임을 계속 보고 있습니다움직임을 계속 보고 있습니다.“.“.“

✪ ✪ ✪ 1월 9일 월요일에. 1월 9일 월요일에. 1월 9일 월요일에. 찰리 워드찰리 워드찰리 워드는는는 " " "유동성이 시작되었고 지금 당장 유동성이 시작되었고 지금 당장 유동성이 시작되었고 지금 당장 

많은 돈이 이동되고 있다많은 돈이 이동되고 있다많은 돈이 이동되고 있다"고 말했다. …많은 테스트 비용이 "고 말했다. …많은 테스트 비용이 "고 말했다. …많은 테스트 비용이 

지불되었습니다. …이번 주 유럽에서 휴가를 보내고 있는 미국인들은 지불되었습니다. …이번 주 유럽에서 휴가를 보내고 있는 미국인들은 지불되었습니다. …이번 주 유럽에서 휴가를 보내고 있는 미국인들은 

미국 은행에서 현금을 인출할 수 없다고 보고했습니다. …미국 은행에서 현금을 인출할 수 없다고 보고했습니다. …미국 은행에서 현금을 인출할 수 없다고 보고했습니다. …미국 은행의 미국 은행의 미국 은행의 

50%만이 1월 3일에 Basil 규정을 준수50%만이 1월 3일에 Basil 규정을 준수50%만이 1월 3일에 Basil 규정을 준수했습니다. …이번 주에 일부 했습니다. …이번 주에 일부 했습니다. …이번 주에 일부 

은행이 문을 닫을 예정이지만 은행이 문을 닫을 예정이지만 은행이 문을 닫을 예정이지만 모든 계좌가 Quantum Financial 모든 계좌가 Quantum Financial 모든 계좌가 Quantum Financial 

System에 의해 반영System에 의해 반영System에 의해 반영되었기 때문에 되었기 때문에 되었기 때문에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 ✪ ✪ 바이든 바이든 바이든 보좌관이 발견한 보좌관이 발견한 보좌관이 발견한 두 번째 기밀 문서 묶음두 번째 기밀 문서 묶음두 번째 기밀 문서 묶음: : : 

https://thepostmillennial.com/breaking-second-batch-of-classified-documents-discovered-by-biden-aideshttps://thepostmillennial.com/breaking-second-batch-of-classified-documents-discovered-by-biden-aideshttps://thepostmillennial.com/breaking-second-batch-of-classified-documents-discovered-by-biden-aides

✪ ✪ ✪ 1월 11일 수요일. 비행은 9시에 재개1월 11일 수요일. 비행은 9시에 재개1월 11일 수요일. 비행은 9시에 재개된다. 된다. 된다. 비행 추적 레이더의 비행 추적 레이더의 비행 추적 레이더의 

하늘에는 군대가 뜨겁고 무거웠다하늘에는 군대가 뜨겁고 무거웠다하늘에는 군대가 뜨겁고 무거웠다. . . https://www.cbsnews.com/philadelphia/news/all-u-s-flights-grounded-after-faa-computer-outage/https://www.cbsnews.com/philadelphia/news/all-u-s-flights-grounded-after-faa-computer-outage/https://www.cbsnews.com/philadelphia/news/all-u-s-flights-grounded-after-faa-computer-outage/

✪ ✪ ✪ Fema 내부고발자 반대 및 다음 5G 대유행 캠프Fema 내부고발자 반대 및 다음 5G 대유행 캠프Fema 내부고발자 반대 및 다음 5G 대유행 캠프: : : 비밀 FEMA 문서비밀 FEMA 문서비밀 FEMA 문서: : : 
https://www.rumormillnews.com/cgi-bin/forum.cgi?read=215124https://www.rumormillnews.com/cgi-bin/forum.cgi?read=215124https://www.rumormillnews.com/cgi-bin/forum.cgi?read=215124

높은 행성간 충격파 뒤에서 지구가 울린다: 높은 행성간 충격파 뒤에서 지구가 울린다: 높은 행성간 충격파 뒤에서 지구가 울린다: https://www.rumormillnews.com/cgi-bin/forum.cgi?read=215128https://www.rumormillnews.com/cgi-bin/forum.cgi?read=215128https://www.rumormillnews.com/cgi-bin/forum.cgi?read=215128

✪ ✪ ✪ 마침내 마침내 마침내 맥카시가 수사관들을 데려오고 있다맥카시가 수사관들을 데려오고 있다맥카시가 수사관들을 데려오고 있다

하원 공화당원들이 하원 공화당원들이 하원 공화당원들이 국세청국세청국세청 폐지 폐지 폐지, , , 소득세소득세소득세 철폐 법안 철폐 법안 철폐 법안에 에 에 투표할 것투표할 것투표할 것이다: 이다: 이다: 

https://www.foxnews.com/politics/house-republicans-vote-bill-abolishing-irs-eliminating-income-taxhttps://www.foxnews.com/politics/house-republicans-vote-bill-abolishing-irs-eliminating-income-taxhttps://www.foxnews.com/politics/house-republicans-vote-bill-abolishing-irs-eliminating-income-tax

✪ ✪ ✪ 모든 것이 모든 것이 모든 것이 핵 교착 상태로 향할 계획핵 교착 상태로 향할 계획핵 교착 상태로 향할 계획이다. 이다. 이다. 핵전쟁은 없을 것핵전쟁은 없을 것핵전쟁은 없을 것이며, 이며, 이며, 

아마도 아마도 아마도 북한 해안 근처의 외딴 지역에서북한 해안 근처의 외딴 지역에서북한 해안 근처의 외딴 지역에서   폭발이 일어날 폭발이 일어날 폭발이 일어날 

것것것이다(이다(이다(그러나 진짜 핵은 아니다그러나 진짜 핵은 아니다그러나 진짜 핵은 아니다).. 핵폭발을 모의 실험하기 위해 수 ).. 핵폭발을 모의 실험하기 위해 수 ).. 핵폭발을 모의 실험하기 위해 수 

톤의 TNT).톤의 TNT).톤의 T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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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전 전 세계에서 들린 총소리.세계에서 들린 총소리.세계에서 들린 총소리.

위대한 각성.위대한 각성.위대한 각성.

기억해야 할 일주일.기억해야 할 일주일.기억해야 할 일주일.

………QQQ

이이이제 모든 정보를 제어할 수 있습니다.제 모든 정보를 제어할 수 있습니다.제 모든 정보를 제어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는 우리는 꼭두각시 마스터꼭두각시 마스터꼭두각시 마스터입니다.입니다.입니다.

WWG1WGAWWG1WGAWWG1WGA

………트럼프트럼프트럼프 데이터베이스, 텔레그램, 2023년 1월 10일 화요일 데이터베이스, 텔레그램, 2023년 1월 10일 화요일 데이터베이스, 텔레그램, 2023년 1월 10일 화요일

http://irckorea.us/0111.pdf


비상사태의 경우 비상사태의 경우 비상사태의 경우 2-3주치의 현금, 음식, 연료, 필수품2-3주치의 현금, 음식, 연료, 필수품2-3주치의 현금, 음식, 연료, 필수품을 가지고 을 가지고 을 가지고 

있습니다.있습니다.있습니다.

† † † 다음 주 화요일부터 1월 17일까지 19일이 주요 이벤트 데이로 다음 주 화요일부터 1월 17일까지 19일이 주요 이벤트 데이로 다음 주 화요일부터 1월 17일까지 19일이 주요 이벤트 데이로 

지정되었습니다(지정되었습니다(지정되었습니다(NESARANESARANESARA///GESARAGESARAGESARA의 의 의 발표 가능성발표 가능성발표 가능성).).).

† † † 2023년 1월 10일 화요일 폭스 뉴스2023년 1월 10일 화요일 폭스 뉴스2023년 1월 10일 화요일 폭스 뉴스: "공화당 하원은 : "공화당 하원은 : "공화당 하원은 국세청을 국세청을 국세청을 

폐지폐지폐지하고, 하고, 하고, 국민 소득세를 없애고국민 소득세를 없애고국민 소득세를 없애고, 국민 소비세로 대체하는 법안에 , 국민 소비세로 대체하는 법안에 , 국민 소비세로 대체하는 법안에 

투표할 것입니다."…투표할 것입니다."…투표할 것입니다."…내부 용지내부 용지내부 용지

† † † 2023년 1월 1일, 세계 금융 시스템은 카발 소유의 2023년 1월 1일, 세계 금융 시스템은 카발 소유의 2023년 1월 1일, 세계 금융 시스템은 카발 소유의 SWIFT 시스템SWIFT 시스템SWIFT 시스템에서 에서 에서 

새로운 새로운 새로운 금/자산 지원금/자산 지원금/자산 지원 양자 금융 양자 금융 양자 금융   시스템시스템시스템으로 변경으로 변경으로 변경되었다.되었다.되었다.

† † † 미국에는 미국에는 미국에는 4개의 지역 콜센터4개의 지역 콜센터4개의 지역 콜센터가 있었다.가 있었다.가 있었다.

† † † 캐나다, 멕시코 및 캐나다, 멕시코 및 캐나다, 멕시코 및 전전전   세계의 다른 국가들세계의 다른 국가들세계의 다른 국가들은 우리가 미국에서 하는 은 우리가 미국에서 하는 은 우리가 미국에서 하는 

것처럼 것처럼 것처럼 상환 센터를 갖지 않을 것상환 센터를 갖지 않을 것상환 센터를 갖지 않을 것이다. 이다. 이다. 미국에는 7,000개 이상의 구제 미국에는 7,000개 이상의 구제 미국에는 7,000개 이상의 구제 

센터센터센터가 있다. 캐나다에는 1100-1200개의 구제 센터가 있다. HSBC와 가 있다. 캐나다에는 1100-1200개의 구제 센터가 있다. HSBC와 가 있다. 캐나다에는 1100-1200개의 구제 센터가 있다. HSBC와 

스코티아는 캐나다의 은행이다. 멕시코와 중남미에는 센칸도르 은행이 스코티아는 캐나다의 은행이다. 멕시코와 중남미에는 센칸도르 은행이 스코티아는 캐나다의 은행이다. 멕시코와 중남미에는 센칸도르 은행이 

있으며 있으며 있으며 짐 상환을 할 것짐 상환을 할 것짐 상환을 할 것이다.이다.이다.

† † † 짐짐짐은 네가 어느 나라를 구원하든 간에 은 네가 어느 나라를 구원하든 간에 은 네가 어느 나라를 구원하든 간에 큰 가치큰 가치큰 가치가 있었다.가 있었다.가 있었다.

† † † NESARA 펀드NESARA 펀드NESARA 펀드(((지급된 이자에 대한 미국의 보복 자금지급된 이자에 대한 미국의 보복 자금지급된 이자에 대한 미국의 보복 자금)는 )는 )는 미국 미국 미국 

노인들을 위해 노인들을 위해 노인들을 위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효력을 발휘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효력을 발휘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효력을 발휘   해야 한다해야 한다해야 한다...

대법원은 브런슨 사건대법원은 브런슨 사건대법원은 브런슨 사건에 스탠딩이 없었다고 말하며 에 스탠딩이 없었다고 말하며 에 스탠딩이 없었다고 말하며 

심리를 부인했다.심리를 부인했다.심리를 부인했다.

† † † 사실,사실,사실, 브런슨 가족 브런슨 가족 브런슨 가족은 이미 은 이미 은 이미 성공했습니다!성공했습니다!성공했습니다! –  –  – 

그들의 목적은 공직 선서 위반과 공무원과 판사의 부패의 진실을 그들의 목적은 공직 선서 위반과 공무원과 판사의 부패의 진실을 그들의 목적은 공직 선서 위반과 공무원과 판사의 부패의 진실을 

폭로하는 것이었습니다. 스코투스도 노출되어야 했다는 것이 폭로하는 것이었습니다. 스코투스도 노출되어야 했다는 것이 폭로하는 것이었습니다. 스코투스도 노출되어야 했다는 것이 

가능한가요? 가능한가요? 가능한가요? http://www.cedarhillscitizens.org/community-support-foundation-discouraged-i-get-that/http://www.cedarhillscitizens.org/community-support-foundation-discouraged-i-get-that/http://www.cedarhillscitizens.org/community-support-foundation-discouraged-i-get-that/   을 참조하십시오을 참조하십시오을 참조하십시오

† † † 게임은 끝나지 않았다.게임은 끝나지 않았다.게임은 끝나지 않았다. 반밖에 안 남았어요. 우리가 사랑하는 헌법은  반밖에 안 남았어요. 우리가 사랑하는 헌법은  반밖에 안 남았어요. 우리가 사랑하는 헌법은 

실타래에 걸려 있다. 만약 우리가 과거에 그랬던 것처럼 공정한 선거를 실타래에 걸려 있다. 만약 우리가 과거에 그랬던 것처럼 공정한 선거를 실타래에 걸려 있다. 만약 우리가 과거에 그랬던 것처럼 공정한 선거를 

거부당한다면, 우리는 자유 사회에 살지 않는다.거부당한다면, 우리는 자유 사회에 살지 않는다.거부당한다면, 우리는 자유 사회에 살지 않는다.

† † † 미국 국기 주변의 미국 국기 주변의 미국 국기 주변의 금색 테두리는 미국이 아닌 미국 주식회사금색 테두리는 미국이 아닌 미국 주식회사금색 테두리는 미국이 아닌 미국 주식회사를 를 를 

나타낸다. 나타낸다. 나타낸다. 바이든, 해리스바이든, 해리스바이든, 해리스 등이  등이  등이 1월 20일까지1월 20일까지1월 20일까지   축출되고 의회가 축출되고 의회가 축출되고 의회가 

트럼프를 미국 대통령으로 인정하지트럼프를 미국 대통령으로 인정하지트럼프를 미국 대통령으로 인정하지   않으면 행정부는 없고 US 않으면 행정부는 없고 US 않으면 행정부는 없고 US 

주식회사는 해체될 것이다주식회사는 해체될 것이다주식회사는 해체될 것이다. …. …. …찰리 워드 쇼찰리 워드 쇼찰리 워드 쇼

http://www.cedarhillscitizens.org/community-support-foundation-discouraged-i-get-that/


† † † 세계 군사 작전세계 군사 작전세계 군사 작전과 과 과 엔드 게임엔드 게임엔드 게임이 끝나면, 사람들은 그들이 꿈꾸던 이 끝나면, 사람들은 그들이 꿈꾸던 이 끝나면, 사람들은 그들이 꿈꾸던 

부채 탕감을 받게 될 것부채 탕감을 받게 될 것부채 탕감을 받게 될 것이고 은행 카르텔은 사라지고 돈은 이고 은행 카르텔은 사라지고 돈은 이고 은행 카르텔은 사라지고 돈은 

세계인들에게 회복될 것이다.세계인들에게 회복될 것이다.세계인들에게 회복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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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묵이 깨졌다

최종 단계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다가오는 일의 거대함은 당신의 마음을 날려버릴 것이다.

파괴가 앞에 있다.

임무가 완료되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 ✪ ✪ 우리는 군사작전 및 전쟁법 11.3에 따른 정부의 권력 이양 계획 

연속성 안에 있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이 퇴임하기 전 미국을 

비상사태에 빠뜨리는 행정명령에 서명하고 군사작전에 권력을 

넘겼다. (트럼프가 권력을 잡은 것과 같은 군사 작전).

✪ ✪ ✪ 여러분이 보고 있는 모든 것은 대본으로 작성되어 있습니다. 즉, 

세상을 구하는 계획입니다. 군대만이 유일한 방법이다.

✪ ✪ ✪ 대법원은 브런슨 사건에 스탠딩이 없었다고 말하며 심리를 

부인했다. 만약 대법원이 우리 선거에 대한 사기와 외국의 간섭 

혐의를 조사하지 않음으로써 헌법을 보호하기 위해 의회가 취임 

선서를 어겼다는 것을 지지하는 미국인들의 수백만 통의 편지를 

통해 증거를 가지고 있다면, 그들은 어떻게 아무도 이 사건에 

관여하지 않는다고 말할 수 있을까? 이것은 단지 우리 사법 

시스템이 얼마나 부패했는지 보여준다. 헌법을 지지하다.

✪ ✪ ✪ 브라질에서 군부가 경찰로부터 보우소나리스트 시위대를 

보호하고 수도 브라질리아에 위치한 탱크가 보우소나리스트 

시위대를 보호하고 있어 군사 쿠데타가 진행될 수 있다는 초기 

보도가 나왔다.

✪ ✪ ✪ 주 방위군이 미국 일부 주에 배치됩니다! 그것을 잘 지켜라! 

병사들에게 경의를 표한다!

2023년 1월 9일 월요일의 진짜 뉴스:

✪ ✪ ✪ 대법원은 브런슨 사건에 스탠딩이 없었다고 말하며 심리를 

부인했다. 만약 대법원이 우리 선거에 대한 사기와 외국의 간섭 

혐의를 조사하지 않음으로써 헌법을 보호하기 위해 의회가 취임 

선서를 어겼다는 것을 지지하는 미국인들의 수백만 통의 편지를 

통해 증거를 가지고 있다면, 그들은 어떻게 아무도 이 사건에 

관여하지 않는다고 말할 수 있을까? 이것은 단지 우리 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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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스템이 얼마나 부패했는지 보여준다. 

✪ ✪ ✪ 2023년 1월 22일 토끼해(딥 스테이트 카발의 세계 노출)가 

시작되면서 중국은 대만을, 이란과 터키가 카자리안 록펠러 CIA 

펜타곤 정권을 제압하면서 러시아는 EU, 미국, 나토, 유엔군을 

제압하게 됐다.

✪ ✪ ✪ 세르비아, 몇몇 아프리카 국가들, 남아메리카, 브라질, 북한, 

벨라루스는 미군을 통제하는 다크 사이드 딥 스테이트를 해체하는 

것을 도울 것이다.

✪ ✪ ✪ 트럼프가 미국을 비상사태로 몰아넣고 군사작전에 권력을 넘긴 

비밀명령에 서명한 데는 이유가 있다.

✪ ✪ ✪ 군대는 대통령을 제거하고 정부를 해산한다. 헌법 정지 (이것은 

2020년 5월에 파산 신청을 하고 2021년 1월에 조치를 취하면서 

미국에서 이미 이루어졌다.)

에이브러햄 링컨처럼 인신 보호 영장을 유예받았다. 그는 노예들을 

해방시켰다.

✪ ✪ ✪ 나는 이미 2020년 초에 일어난 공중전에 대해 모두 대 중국에 

대해 언급했다. 중국은 공화당 정부로 가고 있다.

✪ ✪ ✪ 그래서 그들은 이제 POTUS가 항상 트윗했던 '위대한 것으로의 

전환' = GESARA로 전환할 준비가 되었습니다.

✪ ✪ ✪ 군부는 이전에 전 세계 모든 지도자들 에게 

비공개로 GESARA 법에 서명하도록 강요했다. 

(미국은 GESARA에 서명 중인 국가들을 국경 벽 계량기라고 

불렀다.)

✪ ✪ ✪ 그리고 나서 그것은 승인을 받기 위해 네덜란드의 헤이그 

국제사법재판소로 옮겨졌다.

✪ ✪ ✪ 최근 캐나다 연방법원은 반인도적 범죄에 대해 여러 회사를 

기소하고 유죄 판결을 내렸다. 이 법원은 언급 한 대로 브뤼셀과 

헤이그에 있는 법원과 연결된다.

✪ ✪ ✪ 최대 120일간의 글로벌 계엄령 전환이 있을 예정 인데, 이 기간 

동안 블록체인 선거를 통해 현재의 10% 규모인 1개 그룹의 

국민을 선출합니다.

✪ ✪ ✪ 만약 미래에 그들이 사람들을 거스른다면 군대는 그들을 제거할 

것이다.

✪ ✪ ✪ 1776년 행성 지구상의 모든 사람들을 위한 관습법으로 전환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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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12월 31일 자정 토요일에 딥스테이트 코퍼레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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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릭하세요.

US Inc. 공식적으로 해산됨

2023년 1월 1일 오전 12시 1분에 미국 헌법 공화국이 

공식적으로 시작되었다

글로벌 양자금융시스템 구축과 함께

209개국의 금/자산 지원 통화

† † † 2023년 1월 7일 토요일: "트럼프는 이제 사실상의 

'하원의장'이다 Kevin Mcarthy는 매우 구속력이 없다. 6개의 

MAGA/Trump Associates는 매카시의 '말'이 그들의 선례를 

따르거나, 그들은 그를 순식간에 제거할 수 있는 투표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Juan O Savin https://t.me/BrunsonBrothersSCOTUS/286

1월 3일 미국 은행의 50%만이 바질을 준수했다.

† † † 마크 Z: 한 달 중순이 되면 많은 일들이 일어날 것이고, 빠르면 

다음 이틀 안에 일어날 것입니다. 대법원은 브런슨 사건에 대해 

5대 4의 판결을 내렸다. 

† † † 잽: 1월 9일 월요일부터 일주일 동안 많은 역사적 자산이 

상환되고 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프로젝트를 시작할 것이라는 매우 

좋은 정보를 받았습니다.

준비하세요.

MSM이 곧 출시됩니다.

다 보여요.

우리는 모두 듣는다.

싸워, 싸워, 싸워.

음모 추진이 다가오고 있다.

MSM이 제어를 잃었습니다.

슬레이브 그립을 잃었습니다.

이것은 시작에 불과하다.

2023년은 영광스러울 것이다!!!!!!!!!!!!!!!!!!!!!!!!

…Q

트위터가 공개한 내용:

† † † 미국 정부는 트위터에 기자들을 포함한 25만 개의 계정 정지를 

요구했다(rumormillnews.com)



브런슨 대법원 사건:

† † † 1월 9일에 브런슨 사건 결정에 대한 발표는 

메인 스트림 미디어를 사용하여 방송될 것 이다. 결정은 이미 

내려졌고 그들의 발표는 녹음 되었다. 마크 Z에 따르면 그들은 

브런슨 사건을 떠맡기 위해 5대 4로 투표했다. 이 

결정은 2020년 선거에서 헌법을 보호하고 중국 공산당과 

다른 단체들의 사기 및 외국 간섭 혐의를 조사하기 위한 취임 

선서를 지키지 않은 의회와 바이든 행정부를 

해산시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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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릭하세요.

대법관들이 헌법을 지지할 수 있도록 기도하다

브런슨 형제와 대법원 판결을 위한 기도 | 2023년 1월 6일 

(rumble.com)

"전 세계에서 손을 잡고"

전 세계에서 손을 잡고 (thetabernaclechoir.org)

우리는 전 세계에서 손을 잡고 있는 아이들입니다,

마치 복음의 깃발을 든 군대처럼 말이야.

우리는 그의 빛에 이끌려,

그리고 우리는 진실과 옳음을 사랑한다

우리는 신의 왕국을 건설하고 있다

월요일에는 메인스트림 미디어가 브런슨 사건에 대한 대법원 

결정에 대한 발표를 방송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는 법원이 

헌법을 지지한다면 바이든 행정부를 무너뜨릴 수 있다.

우리는 이 일에 함께 있어요.

어떤 사람도 다른 사람 위에 있지 않다.

우리는 함께 서 있다.

뉴스를 보다.

행운을 빈다, 애국자들.

…Q

† † † 거대한 에너지 파동이 1월 5일 오후 7시경에 반구를 강타했다. 

그것은 지금 우리 태양계를 여행하고 있는데… 이것은 마치 

물풍선을 치고 에너지 파동이 물을 통해 풍선의 다른 쪽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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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할 때 추적하는 것과 같습니다. 지구는 그 물풍선의 중간쯤에 

있다. 호주와 그 주변 지역은 거대한 파도에 지진으로 반응하기 

시작했다. 태양은 거대 에너지 파동이 태양계로 들어올 때 반응이 

지연된다. 자연 반응 시간 은 2-3일입니다. 당신은 큰 

사건을 목격하게 될 것이다. 준비하세요. 
https://www.youtube.com/watch?v=XSQePpczyCE

† † † 1월 6일 반란 2주기 전날 밤, 클레멘트 교수는 애국자들이 

청문회나 적법한 법 절차 없이 2년 동안 독방에 갇혀 있는 DC 

감옥 밖에서 기도를 인도한다. 그들은 당신의 기도를 요청했어요. 
http://www.cedarhillscitizens.org/january-6th-capitol-insurrection-lie-orchestrated-treason-from-within/

† † † 1월 6일 금요일. 약 100명의 사람들이 "브런슨을 잡아라!"라고 

외치는 팻말을 들고 대법원에 있었다 대법원은 브런슨 대 애덤스 

선거 사건에서 바이든, 해리스, 펜스, 의회를 상대로 판결을 내릴 

예정이다. 그 발표는 1월 9일 월요일로 예정되어 있었다: 

https://justthenews.com/government/courts-law/scotus-vote-hearing-2020-election-case-against-biden-harris-pence-senators

글로벌 통화 재설정:

† † † 2023년 1월 6일 금요일 MarkZ: NESARA는 슬라이딩 스케일로 

나올 것이다. 젊은이들은 연간 4만 달러를 받고 61세의 은퇴자들은 

향후 11년 동안 연간 10만 달러를 받는다. 이것은 사람들이 

은퇴와 사회 보장을 위해 받는 것 위에 있다.

† † † 1월 9일에 브런슨 사건 결정에 대한 발표는 메인스트림 

미디어를 사용하여 방송될 것이다. 결정은 이미 내려졌고 그들의 

발표는 녹음되었다.

† † † 1월 9일 또는 1월 10일 화요일에. 채권 보유자들은 그들의 

계좌에 있는 자금에 접근할 수 있을 것이다. 2023년 1월 9일은 

또한 심각한 롤아웃이 시작될 수 있도록 Tier 4가 완전히 자금을 

조달해야 하는 마감일 이었다.

† † † 1월 10일 화요일. Tier 4b 교환을 시작합니다.

† † † 잽: 1월 9일 월요일부터 일주일 동안 많은 

역사적 자산이 상환되고 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프로젝트를 시작할 것이라는 매우 좋은 정보를 

받았습니다.

높은 평가를 받고 있는 여러 연락처에 따른 



최근 GCR 기록:

† † † 2022년 12월 15일 목요일: 아직 공식적으로 발표 되지 않았지만 

네사라가 시작되었습니다.

† † † 2022년 12월 23일 금요일: 모든 자금이 공개되었고 되돌릴 수 

없었다 – 그것은 지불되어야 했다. 그들은 모든 티어들에게 자금을 

전달하기 시작했다.

† † † 2022년 12월 30일 금요일: 그들은 레벨 3에 자금을 지원하는 

것을 끝내고 레벨 4에 자금을 지원하기 시작했다.

† † † 2023년 1월 1일 일요일: 골든 주빌리의 해는 전 세계적으로 

시작되었다. QFS 시스템이 가동되고 바젤 IV 은행 컴플라이언스가 

적용되었습니다. 모든 자금 지원이 해제되었으며 되돌릴 수 

없습니다. 이는 지급되어야 합니다. 미국, 멕시코, 캐나다의 몇몇 

은행들은 합병되거나 문을 닫았다.

† † † 2023년 1월 4일 수요일: 7명의 드래곤 가족 서명자들이 자리를 

잡고 있었다.

† † † 2023년 5월 5일 목요일 마크 Z: "많은 대형 비행기들이 리노에 

집결한 후 미국 전역의 주요 은행 센터로 분산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아직 시간이 많지는 않지만, 다수의 대규모 

그룹들은 오늘 오후 1월 5일이나 내일 1월 6일 금요일에 달러를 

예상했고 주말에 자금을 분배할 계획이었습니다.“

† † † 1월 5일 목요일 저녁. 마크 Z: 특히 1월 6일 금요일까지 

완료되어야 하는 서류 그룹에서 엄청난 수다. …그들은 우리가 1월 

9일 월요일까지 전액 지원을 받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커다란 가발이 날아다니고… 서류 작업을 하고… 

그들은 그곳에서 몇 시간 동안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그리고 

그들은 사라졌다.이것은 많은 상환 영역에 걸쳐 있습니다.. 이것은 

Reno 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걸쳐 있습니다.

† † † 1월 5일 목요일 저녁. 마크 Z: 특히 1월 6일 금요일까지 

완료되어야 하는 서류 그룹에서 엄청난 수다. …그들은 우리가 1월 

9일 월요일까지 전액 지원을 받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커다란 가발이 날아다니고… 서류 작업을 하고… 

그들은 그곳에서 몇 시간 동안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그리고 

그들은 사라졌다.이것은 많은 상환 영역에 걸쳐 있습니다.. 이것은 

Reno 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걸쳐 있습니다.



† † † 외화환전과 짐본드 환매가 이어지는 열흘 남짓한 기간에 외화를 

은행이 아닌 환매센터 예약으로 가져 가면 특별한 고금리를 요구할 

수 있다.

† † † 웰스 파고 은행에서 이메일로 보내거나 다른 디나르 웹사이트 

또는 나의 업데이트에서 얻을 수 있는 보안 웹사이트에 들어가서 

리뎀션 센터에서 예약을 받을 수 있습니다.

† † † 이 웹 사이트는 사용자가 누구인지 확인하기 위해 질문을 한 

다음 약속을 정하거나 약속을 정하기 위해 전화를 걸 수 있는 

번호를 제공합니다. 그들은 당신이 어느 지역에서 

당신의 약속을 원하는지 물어볼 것이다. 미국에 계신 

분들의 경우, 예약 장소는 집에서 50마일 이내입니다.

은행 환전 항목

계정 설정: 내용이 아주 많아 생략합니다. 

링크에서 보세요.

주디 노트: 글로벌 얼라이언스(Global Alliance) 또는 화이트 

햇과 Q 팀은 원래 오스트레일리아, 프랑스, 헝가리, 독일, 폴란드, 

루마니아, 스페인, 네덜란드, 노르웨이, 러시아, 핀란드, 스웨덴, 

덴마크, 크로아티아, 캐나다, 북한, 미국의 17개국을 포함했다.

현재 미국 대통령 권한대행이 이끄는 국가안보국(NSA)은 워싱턴 

DC와 버라이어티에서 군사작전을 수행하고 있었다 인터폴을 

포함한 전 세계의 미군들은 어느 나라에서나 체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았다.

● 모든 지불이 스텔라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GESARA(특히 UBI 

배포)의 구현은 당신의 자금을 청구하기 위해 스텔라 지갑이 미리 

탑재된 퀀텀 폰(파이 또는 Q폰, 아마도 Q폰)으로 시작될 것이다

● 미 공군 글로벌 군사 동맹은 QFS를 위한 스타링크 위성을 

운영하고 있었다

● 스타링크 위성은 가벼운 인터넷 속도로 글로벌 액세스를 

보장하고 블록체인에서 QFS를 실행할 것이다

● 퀀텀 스타링크 인터넷은 인간의 마음을 치유할 것이다

† † † 2023년 1월 6일 금요일 상황 업데이트: 상황 업데이트: 



트럼프의 귀환! 브런슨 청원은 오늘 스코투스 2020년 선거 

사건으로 결정되었습니다! 딥 스테이트 CBDC A 디지털 감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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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06
인텔을 보시려면

클릭하세요.

☘ ☘ ☘ 1월 6일 금요일 브런슨 사건 회의에서 1월 6일 금요일 브런슨 사건 회의에서 1월 6일 금요일 브런슨 사건 회의에서 SCOTUSSCOTUSSCOTUS(((군사 군사 군사 

지휘하지휘하지휘하)가 )가 )가 브런슨을 대신해 규칙을 제정브런슨을 대신해 규칙을 제정브런슨을 대신해 규칙을 제정하고 하고 하고 의회 의원 388명의회 의원 388명의회 의원 388명과 과 과 

바이든 행정부바이든 행정부바이든 행정부의 해산을 명령의 해산을 명령의 해산을 명령하면 어떻게 될까?하면 어떻게 될까?하면 어떻게 될까?

☘ ☘ ☘ 모든 모든 모든 SCOTUSSCOTUSSCOTUS 금요일 회의가 그렇듯이 2023년 1월 9일  금요일 회의가 그렇듯이 2023년 1월 9일  금요일 회의가 그렇듯이 2023년 1월 9일 

의회와 바이든 행정부의 해산 발표가 발표된다면의회와 바이든 행정부의 해산 발표가 발표된다면의회와 바이든 행정부의 해산 발표가 발표된다면 어떻게 될까? 어떻게 될까? 어떻게 될까?

☘ ☘ ☘ 1월 5일 목요일에. 1월 5일 목요일에. 1월 5일 목요일에. 도널드 트럼프도널드 트럼프도널드 트럼프는 하원의장으로 지명 되었다. 는 하원의장으로 지명 되었다. 는 하원의장으로 지명 되었다. 

만약 트럼프가 1월 9일까지 하원의장을 이기면 어떻게 될까요?만약 트럼프가 1월 9일까지 하원의장을 이기면 어떻게 될까요?만약 트럼프가 1월 9일까지 하원의장을 이기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우리 우리 대대대법원 판사들법원 판사들법원 판사들의 힘과 용기 그리고 보호를 위하여의 힘과 용기 그리고 보호를 위하여의 힘과 용기 그리고 보호를 위하여

우리의 우리의 우리의 사랑하는 헌법을 지키기 위해사랑하는 헌법을 지키기 위해사랑하는 헌법을 지키기 위해

………브런슨 형제브런슨 형제브런슨 형제

MSM MSM MSM 파괴가 임박했습니다.파괴가 임박했습니다.파괴가 임박했습니다.

카운트다운이 시작되었습니다카운트다운이 시작되었습니다카운트다운이 시작되었습니다

………FCBFCBFCB

☘ ☘ ☘ 또한 같은 달 9일 또한 같은 달 9일 또한 같은 달 9일 미국 대법원은미국 대법원은미국 대법원은 1월 6일  1월 6일  1월 6일 금요일금요일금요일   결과를 결과를 결과를 

메인스트림 미디어에 방송할 것메인스트림 미디어에 방송할 것메인스트림 미디어에 방송할 것이다. 이다. 이다. 바이든 행정부와 의회 바이든 행정부와 의회 바이든 행정부와 의회 

전체를 무너뜨릴 수 있는 브런슨 청원전체를 무너뜨릴 수 있는 브런슨 청원전체를 무너뜨릴 수 있는 브런슨 청원에 대한 회의.에 대한 회의.에 대한 회의.

☘ ☘ ☘ 프랑스는 이제 화이트햇의 지배하프랑스는 이제 화이트햇의 지배하프랑스는 이제 화이트햇의 지배하에 있었다.에 있었다.에 있었다.

☘ ☘ ☘ 2022년 12월 15일 목요일2022년 12월 15일 목요일2022년 12월 15일 목요일: 아직 공식적으로 발표되지 : 아직 공식적으로 발표되지 : 아직 공식적으로 발표되지 

않았지만 않았지만 않았지만 네사라가 시작되었습니다네사라가 시작되었습니다네사라가 시작되었습니다...

☘ ☘ ☘ 은행들은 은행들은 은행들은 QFS 시스템QFS 시스템QFS 시스템에 참여하기 위해 에 참여하기 위해 에 참여하기 위해 바젤 IV바젤 IV바젤 IV를 준수해야 를 준수해야 를 준수해야 

했기 때문에 미국, 멕시코, 캐나다의 여러 했기 때문에 미국, 멕시코, 캐나다의 여러 했기 때문에 미국, 멕시코, 캐나다의 여러 은행들이 통합되거나 은행들이 통합되거나 은행들이 통합되거나 

폐쇄폐쇄폐쇄되었다.되었다.되었다.

☘ ☘ ☘ 1월 6일에 1월 6일에 1월 6일에 대법원은 대법원은 대법원은 브런슨 사건을 고려할 것브런슨 사건을 고려할 것브런슨 사건을 고려할 것이고 그들의 결정 이고 그들의 결정 이고 그들의 결정 

발표는 1발표는 1발표는 1월 9일 월 9일 월 9일 메인스트림 미디어메인스트림 미디어메인스트림 미디어를 사용하여 방송될 것를 사용하여 방송될 것를 사용하여 방송될 것이다. 이다. 이다. 

결정은 이미 내려졌고 그들의결정은 이미 내려졌고 그들의결정은 이미 내려졌고 그들의   발표는 녹음되었다.발표는 녹음되었다.발표는 녹음되었다.

☘ ☘ ☘ 대법원이대법원이대법원이   브런슨 청원브런슨 청원브런슨 청원에 대해 판에 대해 판에 대해 판결을 내리지 않거나,결을 내리지 않거나,결을 내리지 않거나,   기각 기각 기각 

판결을 내리거나판결을 내리거나판결을 내리거나, , , 심리를 거부하더라도심리를 거부하더라도심리를 거부하더라도 새 선거가 치러질 수 있을  새 선거가 치러질 수 있을  새 선거가 치러질 수 있을 

때까지 여전히 미군이 인수할 가능성이 높았다. 그것은 대법원 때까지 여전히 미군이 인수할 가능성이 높았다. 그것은 대법원 때까지 여전히 미군이 인수할 가능성이 높았다. 그것은 대법원 

자체가 자국민에 대한 전쟁 행위에 참여하고 있는 것처럼 보일 자체가 자국민에 대한 전쟁 행위에 참여하고 있는 것처럼 보일 자체가 자국민에 대한 전쟁 행위에 참여하고 있는 것처럼 보일 

것이기 때문이었다.것이기 때문이었다.것이기 때문이었다.

☘ ☘ ☘ 어느 쪽이든어느 쪽이든어느 쪽이든, 그것은 , 그것은 , 그것은 도널드 트럼프도널드 트럼프도널드 트럼프가 가 가 미국 대통령직에 미국 대통령직에 미국 대통령직에 

http://irckorea.us/0106.pdf


복귀하는 신호탄이 될 것복귀하는 신호탄이 될 것복귀하는 신호탄이 될 것이며, 실제로 그는 결코 떠나지 않은 이며, 실제로 그는 결코 떠나지 않은 이며, 실제로 그는 결코 떠나지 않은 

입장이다.입장이다.입장이다.

☘ ☘ ☘ 그 일이 일어나기 전까지 그 일이 일어나기 전까지 그 일이 일어나기 전까지 미국 헌법은 말 그대로 위태 로웠고 미국 헌법은 말 그대로 위태 로웠고 미국 헌법은 말 그대로 위태 로웠고 

구원을 받아야 했다구원을 받아야 했다구원을 받아야 했다. 그 군사적 인수가 이루어지기 전에 . 그 군사적 인수가 이루어지기 전에 . 그 군사적 인수가 이루어지기 전에 인민의 인민의 인민의 

봉기가 필요할 것봉기가 필요할 것봉기가 필요할 것이다.이다.이다.

그것이 대법원이 브런슨 헌법에 대한 국민의 지지를 알게 하는 그것이 대법원이 브런슨 헌법에 대한 국민의 지지를 알게 하는 그것이 대법원이 브런슨 헌법에 대한 국민의 지지를 알게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이유였다.것이 매우 중요한 이유였다.것이 매우 중요한 이유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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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텔을 보시려면

클릭하세요.

"불과 같은 신의 영이 불타고 있다.

말일의 영광이 나타나기 시작한다.“

불처럼 신의 영이 불타고 있다! [성전에 올라가는 

순례자의 노래] `그날의 영광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옛 사람들의 환영과 복이 되돌아오고 천사들이 땅을 

찾아옵니다. 우리는 하늘의 군대, 호산나, 호산나와 함께 

노래하고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소리칠 것이다! 그들에게 

최고의 영광이 주어지게 하소서, 앞으로도 영원히,

아멘과 아멘!

주디 노트:

상위 연락처에 따라:

† † † 2022년 12월 15일 목요일: 아직 공식적으로 발표 되지 

않았지만 네사라가 시작되었습니다.

† † † 2023년 1월 1일 일요일: 구 SWIFT fitatic financial 

system이 새로운 자산 기반 양자 금융 시스템으로 

바뀌면서 전 세계적으로 황금 주빌리의 해가 시작 되었다.

† † † 2023년 1월 2일: 전 세계의 모든 은행은 바젤 4 

준수(그들의 돈이 자산으로 뒷받침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해야 했다. 미국, 멕시코, 캐나다의 몇몇 은행들은 그 

이후로 합병하거나 문을 닫았다.

† † † 2023년 1월 6일 금요일: 미국 대법원은 브런슨 사건을 

고려하기 위해 모인다. 이들이 찬성하면 바이든 

행정부와 의회 전체가 해산해야 하고 새 선거가 치러질 

http://irckorea.us/0104.pdf


때까지 미군이 인수한다. 만약 그들이 반대 판결을 

내린다면, 새로운 선거가 열릴 때까지 미군이 인수할 것 

같다. 어느 쪽이든, 트럼프는 돌아올 

것이다.

글로벌 통화 재설정:

† † † 1월 1일 Jan A 상위 연락처: SWIFT 시스템으로 인해 계좌 

및 자금 전달이 지연되었으나 1월 1일 QFS 시스템이 

가동되고 바젤 IV가 발효되었다. 1월 3일까지 모든 운영은 

QFS와 디지털 통화로 이루어졌다. 모든 자금 지원이 

해제되었으며 되돌릴 수 없습니다. 그것은 지불되어야 한다. 

일이 1월 9일부터 본격적으로 전개될 것이다. 우리의 Tier 4 

레벨은 늦어도 1월 9일까지는 전액 지원되어야 합니다. 모든 

레벨은 1월 15일까지 할당된 모든 자금을 지불해야 합니다. 

모든 국가의 환전소는 계약 환율을 요구할 수 있다. 동에 

대한 계약률은 없었다.

† † † 지난주 웰스 파고 연락처는 12월 23일 금요일부터 1, 

2, 3, 4, 5단계에 자금을 전달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들은 

레벨 3을 마쳤고 12월 30일 금요일에 레벨 4에 자금을 

지원했다.

† † † 1월 4일 수요일. 마크 Z: "채터는 월요일 늦게 / 화요일 

초부터 국제적인 지불로 화가 났다. 일부는 전화로 달러를 

받았을 수도 있지만, 아직 확인할 수는 없다. 그들은 상하이, 

홍콩, 런던, 브라질에서 히스토리 본즈를 봐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그들은 완전히 폭발 할 준비를 하고 있고 우리는 

은행에 갈 것이다. …이라크에서 혼란스러운 소식이 

들려옵니다. 그들은 일부러 RV 릴리스를 흐리려고 합니다."

† † † 1월 3일 화요일. 브루스: 강력한 인맥을 가진 미 재무부 

연락책은 모든 티어가 1월 4일 수요일 정오에 시작하여 1월 

4일 목요일 오후 6시까지 완료되는 30시간 창에서 알림을 

받기 시작할 것이라고 말 했습니다. 

Tier 4b(우리, 인터넷 그룹) 상환 및 교환 약속이 즉시 뒤따를 

것이다. 지난 며칠 동안 이라크 디나르는 은행 화면에 

IQN-USN으로 표시되었고 국제적으로 거래되었다. 채권 



보유자인 페이마스터는 1월 4일 수요일에 자금을 받을 것이고 

그 자금은 1월 5일 목요일에 활성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 † † 이라크 시민들은 그들의 국내 뉴스 발표에 따라 그들의 

재평가를 축하해 왔다.

† † † 2023년 1월 1일 일요일 지구 전역에서 황금희년이 

시작되었습니다.

† † † 2023년 3월까지 전 세계 모든 통화를 1:1로 교환 하는 

것이 목표였다.

† † † 주디 노트: 다음은 전 세계의 모든 환전소와 

짐 보유자에게 해당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0일 정도의 환전 기간 동안 은행이 아닌 리뎀션 센터 에 

외화를 가져가면 특별하게 높은 금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들은 은행에서 짐본드를 상환하지 않고 오직 상환센터에서 

그리고 특정 기간 동안만 상환한다. 

† † † 일부 은행은 구제 센터를 수용할 것이다. 당신은 안전한 

웹사이트(Wells Fargo Bank, Dinar Websites, 또는 이 

업데이트에서 당신의 이메일로 전송될 것)에 들어가서 상환 

센터에서 약속을 얻는다.

† † † 5G는 사람들을 죽이기 위해 고안된 무기 시스템 이라고 

무기 전문가 마크 스틸은 말한다 – NaturalNews.com: 

https://www.naturalnews.com/2023-01-03-5g-weapons-system-designed-to-kill-people.html

† † † '미국을 파괴하고 싶은' 'WEF 군스'가 FBI에 잠입 했다고 

전 FBI 보스가 인정했다 – 뉴스 펀치: 
https://newspunch.com/former-fbi-boss-admits-bureau-has-been-infiltrated-by-wef-goons-who-want-to-destroy-america/

† † † 트위터는 미국 정보 기관들이 외국 정부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도왔다 – The Exposure: https://expose-news.com/2023/01/03/twitter-aided-us-intel-to-influence-foreign-governments/

† † † 군 체포 딥 스테이트 "복제 과학자": https://www.rumormillnews.com/cgi-bin/forum.cgi?read=214649

† † † 미국의 군사적 지원이 없으면 독일은 이틀 안에, 프랑스는 

일주일 안에 함락될 것이라고 양국 군 소식통은 인정하고 



있다. 사실, 서유럽은 이미 항복했기 때문에 

이번 겨울은 춥지 않다. 확인이라도 하듯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수입업자들이 러시아산 가스에 대한 제재를 

회피할 수 있는 규칙을 발표했다. https://tass.com/economy/1558143

† † † 김정은이 북한이 공식적으로 핵보유국임을 선언하는 법을 

통과시켰다고 발표했을 때 또 다른 암시가 왔다. 미국의 핵 

공갈로는 더 이상 북한의 한국 점령을 막을 수 없다는 

뜻이다. 우리의 대북 소식통은 그들이 올해 중대한 군사 

행동을 예상하고 있음을 확인시켜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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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텔을 보시려면

클릭하세요.

✪ ✪ ✪ 1월 3일 화요일. Mark Z: "은행 쪽에서 하룻밤 

사이에 'S***가 시작되었습니다'라는 멋진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내 출처가 맞다면 이라크 석유 및 가스 

법에 대한 입법은 1월 4일 수요일에 완료될 것이다. 

그로부터 몇 시간 안에… 우리는 

갑니다.“

✪ ✪ ✪ 캐나다 매니토바에 있는 은행에 전화했더니 오늘 

베트남 동을 1달러 39센트에 사준다고 합니다. 

일어나고 있어요 오빠!!"

✪ ✪ ✪ 강력한 인맥을 가진 미 재무부 담당자는 모든 

티어가 1월 4일 수요일 정오에 시작하여 

1월 4일 목요일 오후 6시까지 완료되는 

30시간 창에서 알림을 받기 시작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 ✪ ✪ Tier 4b(우리, 인터넷 그룹) 상환 및 교환 약속이 

즉시 뒤따를 것이다.

✪ ✪ ✪ 새 UST 노트는 우리가 1월 4일 수요일이나 1월 

5일 목요일에 교환을 시작하는 날에 나올 것입니다.

✪ ✪ ✪ 브런슨 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은 1월 6일에 

있을 것으로 예상되었다. 긍정적인 결정은 2020년 

선거와 중간선거를 무효화하고 바이든 행정부와 모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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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를 해산시킬 것이다.

✪ ✪ ✪ 1월 1일까지 바젤 4 컴플라이언스 프로토콜을 

충족 하지 못한 미국 은행이 5,000개에 달해 문을 

닫았습니다. 많은 미국, 멕시코, 캐나다 은행들은 

그들의 서비스가 더 이상 필요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합병하거나 문을 닫았다.

✪ ✪ ✪ 주디 노트: 10일 정도의 환전 기간 동안, 만약 

당신이 당신의 외화를 은행이 아닌 상환 센터에 

가져가면, 당신은 특별하게 더 높은 

이자율을 얻을 수 있다. 그들은 은행에서 

짐본드를 상환하지 않고 오직 상환센터에서 

그리고 특정 기간 동안만 상환한다.

✪ ✪ ✪ 에포크 타임즈는 "23개 대형 금융기관의 경제학자 

대다수"가 미국이 2023년에 경기 침체에 들어갈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최소 30일분 

(가능하면 1년치)의 식량, 물, 

필수품, 현금을 공급하는 것이 좋다.

✪ ✪ ✪ 허쉬는 중금속이 함유된 초콜릿에 대해 

소송을 제기했다. 컨슈머 리포트는 28개의 다크 

초콜릿 바에 대한 납과 카드뮴의 과학적 실험을 

공개했다. 도브, 고디바, 린드, 트레이더 조의 

초콜릿을 포함한 23개의 중금속이 하루에 초콜릿 

1온스를 먹는 사람들에게 잠재적으로 해로운 수준의 

납, 카드뮴 또는 둘 다 함유 되어 있었다. 납에 대한 

노출은 빈혈, 허약, 신장과 뇌 손상, 심지어 죽음을 

야기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 ✪ ✪ 헌법 수호에 대하여 D. 브리검 영 대학교 

역사학과 마이클 스튜어트는 "헌법을 구하기 위한 

우리의 임무는 구원과 마찬가지로 지속적인 과제이다. 



✪ ✪ ✪ 머스크는 현재 억제된 주요 증거를 보유하고 

있다. 정보기관에서는 내부 유출이 펜타곤, CIA, FBI, 

법무부 의 최고 내부 고발자들과 함께 공공 영역을 

강타할 정보의 보고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 ✪ ✪ MSM은 곧 선거 개입의 킬박스에 들어와 CIA, 

FBI, 법무부의 지시를 받는 동안 은폐할 것이다. 

의회는 2023년 MSM을 추적하려고 했다.

✪ ✪ ✪ SCOTUS와 의회가 바이든과 FBI를 쫓고, 

머스크가 트위터를 통해 폭로함에 따라 선거 부정, 

플랜데믹 백신, 암호화폐 세탁 운영, 통화 시스템 

붕괴 등 거대한 폭풍이 표면화될 것이다.

✪ ✪ ✪ 이것은 카발족이 그들의 사악한 게임 안에 

스스로를 가두기 위해 고안된 훌륭한 계획이었다. 

사람들은 근사 문명 사건을 봐야 정신을 차릴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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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텔을 보시려면

클릭하세요.

1월 5일 목요일/금요일 지구를 강타한 

거대한 에너지 파동.

(스코서스가 브런슨 사건을 고려하기로 한 같은 

날)
https://www.youtube.com/watch?v=eq9zdUH6E5o

"지옥은 비어있다. 악마들이 모두 여기에 있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일명 프랜시스 베이컨 경)

최소한 30일분의 식량, 물, 필수품, 현금을 

준비해 두는 것이 좋다. 대다수의 빅 뱅크들은 

2023년이 미국과 세계 경제에 어떤 의미를 가질 

수 있는지에 대한 경고를 발표했다:
https://resistthemainstream.com/majority-of-big-banks-warn-issue-warning-about-what-2023-could-mean-for-us-economy/?u

tm_source=mess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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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 수호"

7월 4일 스페셜 (라이브 앳 웨스트 포인트) – 

뮤직 & 더 스피킹 워드 – YouTube

✪ ✪ ✪ 메드베드메드베드메드베드: 다음은 존 F에 등장했다. 케네디 

주니어. 2023년 1월 2일 오전 11시 16분에 

텔레그램 사이트를 방문했지만, 그 이후로 

중단되었다. 나는 왜 그런지 전혀 모르겠다: 존 

F의 사무실의 진술. 케네디 주니어 & CBKNEWS 

"전 세계적으로 35만 개의 MED BEDS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설명서와 함께 사용하기 쉽습니다. 

질병과 질병, 암, 신체적 장애, 노인, 어린이, 

동물, 백신 및 의약품 피해, 천식, 에이즈, 간염, 

알츠하이머 병, 독감, 백내장, 녹내장, 뇌농양, 

아토피, 심장 부정맥, 아카라시아, 동맥류 및 성 

발기부전을 치료합니다. 더 오래 살 수 있고 멋진 

외모로 장수. 여러분은 더 이상 치과에 갈 필요가 

없습니다. 니콜라 테슬라 기술. 미국제: 
https://t.me/hsretoucher17/9763

✪ ✪ ✪ NESARA/GESARA Med Beds and Q Phones, 

Juan O Savin: 

https://bestnewshere.com/nesara-gesara-med-beds-and-q-phones-u-s-military-arrest-former-fda-commissioner-stephen-hah

n-gitmo-attackers-identified/ 

2023년 1월 2일 월요일의 진짜 뉴스:

✪ ✪ ✪ 카발 함락: 인류를 위협하는 범죄 네트워크: 

카발의 몰락 – 인류를 위협하는 범죄 네트워크 

발견 – 아메리칸 미디어 그룹 (amg-news.com)

✪ ✪ ✪ 카발 함락의 속편, 5부: 카발의 사악한 엔진 – 

UN: 조지아 지침에서 – 돌로 시온의 의정서를 



요약합니다! – 카발의 주 엔진인 유엔으로 가는 

것입니다. 

✪ ✪ ✪ 하얀 모자가 GITMO를 공격한 수륙양용 

순양함을 무력화합니다: https://www.rumormillnews.com/cgi-bin/forum.cgi?read=214504

✪ ✪ ✪ 잠재적인 큰 캘리포니아 지진에 대한 지진 

예측: https://www.youtube.com/watch?v=T6HU2Jkieks

✪ ✪ ✪ 캘리포니아를 강타한 북극 돌풍: 
https://www.youtube.com/watch?v=rOlVtvJ11hi

✪ ✪ ✪ 샌프란시스코에서 LA까지 발생할 수 있는 

대지진에 대한 경고: 
https://www.zerohedge.com/markets/quake-prediction-says-signal-just-hit-warns-potential-big-earthquake-san-francisco-la

✪ ✪ ✪ 20여 년 전 스탠리 마이어는 단돈 1,500달러로 

모든 자동차를 민물, 빗물, 심지어 바다 소금물 

같은 어떤 종류의 물에서도 달릴 수 있는 연료 

전지를 발명 했다. 그리고 나서, 그는 살해되었다. 

…텔레그램의 음모 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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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텔을 보시려면

클릭하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2023년 주빌리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2022년은 음모론이 사실이 된 해였다.

2023년은 내부고발자의 해이다.

2023년 초

우리 대통령의 귀환 45

다이애나비의 귀환

JFK의 귀환

그들은 모두 알고 있다.

텔레그램의 다이애나 왕세자비

미션 4 완료!

우리는 2023년 1월 2일 오전 11시 30분에 @HSRouher17, 

@CBKNEWS & @JFKRed 채널을 통해 MED BEDS를 텔레그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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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해 공개할 것이다.

'믿음'은 신뢰, 자신감, 확신, 믿음을 의미합니다.

인내심을 갖고 친구들과 공유하세요.

…JFK 주니어 텔레그램

9/11 테러 당시 7번 건물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뮤직비디오)
https://youtu.be/CK4dp341UbU

"미래를 받아들일 때 과거를 고수하라"

2023년 1월 1일 ~ #4868 뮤직 앤 더 스피킹 워드 

(thetabernaclechoir.org)

우리가 앞에 놓여 있는 흥미로운 새로운 것을 받아 들이면서 

지나간 날들의 옛 우정과 추억을 간직할 수 있을까? 진실은 

우리가 과거의 기억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그들은 우리를 현재에 

기반을 두고 미래로 자신감 있게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우리는 우리가 알고 있는 사람들과 장소에 의해 형성된다. 

그러므로 우리가 묵은 해에 작별을 고하고 새로운 해를 맞이할 때, 

"올드 랭 사인", 또는 지나간 날들의 좋은 것들은 결코 잊혀지지 

않도록 하라.

주디 노트:

선거에 관한 충격적인 비디오: https://t.me/+8BOORQiq0lo3ZmJk

새해 전날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마라라고 부동산(현 백악관으로 

알려짐)에서 중요한 발표를 할 예정 이었지만 메인스트림 미디어 

기자는 한 명도 나타나지 않았다. 그리고 나서, 그가 말하기 

시작했을 때, 아무도 그의 말을 들을 수 없었고, 그의 마이크는 곧 

잘렸습니다. SGAnon과 Juan O Savin은 그날 밤 MSM이 연합군이 

설치한 함정에 들어갔다고 보고했다.

주디 노트:

선거에 관한 충격적인 비디오: https://t.me/+8BOORQiq0lo3ZmJk

새해 전날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마라라고 부동산(현 백악관으로 

알려짐)에서 중요한 발표를 할 예정 이었지만 메인스트림 미디어 

기자는 한 명도 나타나지 않았다. 그리고 나서, 그가 말하기 

시작했을 때, 아무도 그의 말을 들을 수 없었고, 그의 마이크는 곧 

잘렸습니다. SGAnon과 Juan O Savin은 그날 밤 MSM이 연합군이 

설치한 함정에 들어갔다고 보고했다.



† † † 2022년 12월 28일 스페이스X는 60번째 스타링크 위성을 

발사했다.

† † † 2023년 1월 1일 스미스 장군은 하얀 모자의 지휘권 을 잡았고 

반역자들을 제거하겠다고 맹세했다: https://www.rumormillnews.com/cgi-bin/forum.cgi?read=214441

† † † 세계 209개국이 금/자산 지원 기준으로 통화를 변경함에 따라, 

우리는 NESARA/GESARA 이행을 통해 양자 금융 시스템과 부채 

탕감으로 세계적으로 전환 되는 것을 볼 수 있을 것이다.

† † † NATO 딥 스테이트는 특히 동유럽에서 제3차 세계 대전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었다.

† † † 동맹군은 전세계, 특히 현재 아프리카에서 지하 DUMBS와 

네트워크를 파괴하는 작업을 하고 있었다.

모든 DUMBS가 침수되고 있었다. 워싱턴 DC는 포토맥 강을 

이용하여 백악관과 국회의사당 아래의 터널을 범람 시켰기 때문에 

거대한 하수 처리장 냄새가 난다는 보고 가 들어오고 있다.

† † † 글로벌 엘리트를 숭배하는 사탄의 대량 체포가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고 있었다.

† † † 우리는 곧 국세청과 연방준비제도가 사라졌다는 

공식 발표를 보게 될 것이다.

† † † 우주군이 국방부 군사 위성 시스템을 인수했다.

† † † 스위스 제네바 호수 아래에 있는 CIA와 하자리안 마피아 본부를 

파괴했습니다.

† † † 트럼프 대통령이 복권될 것이다.

† † † 악마적 학대자들이 노출되고, 대중들은 마침내 그것을 보고 

있다: https://rumble.com/v2081b0-12.12.22-the-demonic-abusers-exposed-the-masses-are-finally-seeing-it-fucip.html

† † † 애국자 : "저는 이것이 매력적이라고 생각해요!! 올해는 물토끼, 

즉 토끼의 해입니다. 중국 달력에 따르면 이것은 60년마다 

일어난다. 마지막 해는 케네디가 암살당한 1963년이었다. 그들은 

63년 후까지 이 개똥을 끝내기를 기다렸다. 대박이다.!”

글로벌 통화 재설정:

† † † 12월 31일 토요일 마크 Z: 은행 쪽의 수다는 우리가 1월 

2일이나 1월 3일에 상환을 시작할 것이라는 것이다. 이라크는 

화요일에 은행을 재개한다.

† † † 마크 Z: 제가 은행에서 들은 바에 따르면, 그것은 확인할 수 

있습니다.HSBC의 5/3번가와 체이스가 아닌 다른 지점의 



담당자들과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많은 은행 담당자들이 똑같은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 † † 브루스는 Tier 4B(우리, 인터넷 그룹)가 1월 2일 월요일 오후 

또는 화요일 정오 전에 통보될 것이며, 1월 3일 화요일 오후부터 

교환이 시작될 것이라는 확인을 받았다.

† † † 스네이크와 캡 카일을 포함한 몇몇 인텔 제공자들은 (글로벌 

통화 재설정에 대한) 모든 것이 QFS와 NESARA/GESARA와 함께 

바젤 4가 강타한 2023년 1월 1일 직후에 진행되도록 

프로그래밍되었다고 말했다.

† † † NESARA/GESARA는 12월 26일 일요일-월요일을 시작했다고 

한다. 많은 사회 보장 수혜자들은 2023년 1월 1일부터 수표의 

상당한 증가를 보여주는 편지를 받았다.

† † † 2023년 1월 1일 일요일은 전 세계적으로 황금희년의 해가 

시작될 것이다.

† † † 2023년 3월까지 전 세계 모든 통화를 1:1로 교환 하는 것이 

목표였다.

† † † 12월 30일 금요일 골디락스: "2022년 12월 16일, 바젤 은행 

감독 위원회("Basel Committee" 또는 "BCBS")는 은행이 

암호화 자산에 대한 노출을 모니터링하고 관리할 수 있는 

표준("Crypto Standard")을 확정했습니다. 이 새로운 은행 표준은 

즉시 효력이 발생한다. 그것은 "암호 표준"으로 알려질 것이다. 

올해의 이 최종 기준은 바젤 은행 감독 위원회로부터 새로운 

디지털 경제에 대한 진전에 청신호가 켜졌다. 
https://www.mayerbrown.com/en/perspectives-events/publications/2022/12/crypto-exposure-standards-finalized-by-basel-committee

† † † 12월 30일 금요일 골디락스: 이번 주 씨티은행은 새로운 설정이 

적용되는 2023년 1월 1일을 준비하는 많은 은행들 중 하나일 

뿐이다. 만약 당신이 당신을 위해 제공된 링크에서 알아차린다면, 

당신은 2027년까지 매달 평가 날짜를 볼 수 있을 것이다. 이건 

진짜 내 친구들이야. 100% 금 권한 부여가 며칠 앞 으로 

다가왔다. https://www.streetinsider.com/dr/news.php?id=21016040&gfv=1

https://www.streetinsider.com/dr/news.php?id=21018072

† † † 산타브라우저: https://www.santabrowser.com/ 전 세계 중앙은행들이 자국 통화 평가절하 

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이것은 상품 시장의 가격을 상승시키고 

금속 기반 경제로 전환할 것이다. 이것이 우리가 금과 은을 

토큰화하기 시작하는 많은 토큰을 목격하는 이유이다. 디지털 화폐 

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은 곧 통화 개입을 통해 지폐 에서 일어날 

것이다. 소비자 지출이 사상 최저치에 도달하고 있다. 기억하세요, 

이곳은 시장의 70%입니다. 

† † † 출구는 구매력을 높이는 것이다. 시장이 진정한 가치로 



갈 때, 우리는 세계 경제의 반전을 보게 될 것이다. 

그리고, 금으로 가는 길은 이제 막 시작되었을 것이다.

† † † 네사라/게사라 메드베드 및 Q 전화, 후안 오 사빈: 

https://bestnewshere.com/nesara-gesara-med-beds-and-q-phones-u-s-military-arrest-former-fda-commissioner-stephen-hahn-gitmo-attackers-identified/

† † † 레이 엡스 J6 인터뷰는 그가 1월 5일 밤에 AZ 지인과 저녁을 

먹었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1월 6일 에 미국 국회 

의사당을 습격하라고 말 했습니다. 
https://www.thegatewaypundit.com/2022/12/exclusive-ray-epps-j6-interview-reveals-dinner-az-acquaintance-night-jan-5-told-storm-us-capitol-january-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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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텔을 보시려면

클릭하세요.

우리는 새로운 세계 질서를 무너뜨리고 있다:

음모론이 사실이 된 2022년

만약 대법원이 브런슨 헌법을 지지하지 않는다면, 이는 

정부의 세 부처 모두가 헌법을 지지하지 못했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는 군이 전쟁법 매뉴얼에 따라 행동하기에 

충분할 것이다.

어느 쪽이든, 정의가 온다!

✪ ✪ ✪ 브루스는 Tier 4B(우리, 인터넷 그룹)가 1월 2일 월요일 오후 

또는 화요일 정오 전에 통보될 것이며, 1월 3일 화요일 오후부터 

교환이 시작될 것이라는 확인을 받았다.

…12월 29일 목요일 마크 Z: "저는 아직도 이것이 우리의 마지막 

며칠이자 마지막 가난한 주말이 될 것 이라는 좋은 소식을 듣고 

있습니다.

✪ ✪ ✪ NESARA/GESARA는 12월 26일 일요일-월요일을 시작했다고 

한다. 많은 사회 보장 수혜자들은 2023년 1월 1일부터 수표의 

상당한 증가를 보여주는 편지를 받았다.

"오늘 밤 우리는 꽤 멋진 인텔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출생 

증명서와 우리 이름으로 된 다른 모든 채권의 "반환금" 거래를 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이 채권들은 우리에게 상환될 것으로 

계산되었습니다. 

그리고 네사라 세금 하에 추가로 지불된 것이며, 기본적으로 모든 

은행 대출에 대한 이자입니다. 개인 대출이 아닙니다. 1월 

16일부터 61세 이상부터 모두 갚아야 합니다. 그리고 다음 연령 

그룹은 2월 중에 완료됩니다. 24세부터 시작하여 48세까지이며, 

http://irckorea.us/1231.pdf


이는 또한 당신이 직장을 그만두지 않는 요건이 될 것입니다. 

따라서 정말 흥미로울 것입니다.침 – 그래서 나는 합창단에 

설교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 – 

하지만 시민인 미국의 모든 사람들은 이것을 받을 것이고 그들은 

정말로 기대할 것이다 – 만약 당신이 SS에 있다면 그것은 직접 

보증금으로 제공될 것이지만 이것은 완전히 별개이다 – 그래서 

금액 – 지금 1월 중순부터 시작되는 향후 11년간 지불에 

대한 평균 $100,000를 가정해보자. 나는 그 평균들을 알지 

못하는 작은 그룹들. 그 채권들이 거래된 기간 때문에 당신은 더 

많은 것을 얻을 가능성이 있다.

✪ ✪ ✪ "현재 채권 보유자는 채권 보유자 계정으로 이동하는 돈이 

없으며 활성화되었으며 제가 들은 금액은 4조 9,000억 

달러입니다. 그것은 33개의 0 앞에 숫자로 끝난다. 

목요일/금요일과 토요일에 발생하는 자금의 대규모 이동과 월요일 

정오에 대한 또 다른 이메일이 접근할 수 있어야 하며 화요일까지 

확실히 그 자금에 접근하여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 전체의 1%는 

상당 하다.

✪ ✪ ✪ "이제 채권 보유자들의 돈은 T4B에서 우리가 아니라 채권 

보유자들만을 위한 구조화된 지급이다. 

솔직히 말해서 당신은 계약 요금이 인상되는 화요일에 돌아와야 

합니다. 와 - 그래서 계약 요금이 있고 그들은 우리가 짐 

홀더라고 해도 기꺼이 그것을 제공할 것입니다 -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정말 멋진 일입니다 - 그리고 다른 소식통은 Chase에게 가서 

거의 같은 말을 했습니다. 오늘은 할 수 없지만 화요일에 돌아오면 

계약률을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 ✪ ✪ 위험한 화학물질인 하이드로 플루오로규산은 미국 에서 

정기적으로 급수에 첨가된다.

✪ ✪ ✪ 수년간 그리고 FDA의 완전한 승인 하에 위험한 화학물질인 

플루오린화 수소산(불화수소)이 미국의 상수도에 첨가되었다.

✪ ✪ ✪ 신대륙 질서의 지지자들은 우리가 전자기적인 존재 이고 그들은 

빛, TV, 모니터 등을 사용하여 우리를 조종할 수 있기 때문에 

어디에서나 LED를 원한다.

✪ ✪ ✪ CIA는 M15와 협력하여 대화를 녹음하고 인터넷을 통해 비밀 

CIA 서버로 전송하는 삼성 스마트 TV '페이크 오프' 모드를 



개발했다. …QANN – 텔레그램의 위대한 각성

✪ ✪ ✪ 삼성 스마트 TV에 대한 CIA의 공격은 MI5와 협력하여 

개발되었다. 우는 천사는 TV를 '페이크 오프' 모드로 배치하기 

때문에 주인은 TV가 꺼져 있다고 생각한다. 이 모드에서 TV는 방 

안의 대화를 녹화하고 인터넷을 통해 비밀 CIA 서버로 전송합니다. 

…QANN – 텔레그램의 위대한 각성

✪ ✪ ✪ NASA 뿐만 아니라 러시아 과학자들로 구성된 팀에 따르면, 

달은 마치 속이 비어 있는 것처럼 물체에 부딪히는 것에 

반응한다고 합니다. 그것은 '고리'와 표면 '물결'이라고 한다.

✪ ✪ ✪ "9명의 대법관"에 주목하라.

✪ ✪ ✪ 스티븐 한 전 FDA 국장을 체포한 군: https://www.rumormillnews.com/cgi-bin/forum.cgi?read=214325 

✪ ✪ ✪ 12월 29일 목요일. 스티븐 한 전 미국 식품의약국 (FDA) 국장이 

코로나 바이러스 대유행 기간 트럼프 대통령 시절 반역행위를 

저지른 혐의로 미 해군 JAG 수사관들에 의해 체포 됐다.

✪ ✪ ✪ 아마존의 아이로봇 룸바 진공청소기는 사용자들을 감시하고 

화장실에서 그들의 사진을 찍고 다음과 같이 게시했다: 

Dec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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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텔을 보시려면

클릭하세요.

† † † 현재 전 세계의 모든 은행은 (CBDC) 중앙은행 디지털 통화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GCR의 활성화는 재설정된 통화가 안정화되고 시스템이 더 이상 

어떤 정부나 기업의 통화 조작의 대상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이익을 

위해 외환을 거래하는 것은 거의 가치가 없다는 것을 의미했다.

† † † 스네이크와 캡 카일을 포함한 몇몇 인텔 제공자들은 (글로벌 

통화 재설정에 대한) 모든 것이 QFS와 NESARA/GESARA와 함께 

바젤 4가 강타한 2023년 1월 1일 직후에 진행되도록 

프로그래밍되었다고 말했다.

† † † 브루스는 Tier 4B(우리, 인터넷 그룹)가 1월 2일 월요일 오후 

또는 화요일 정오 전에 통보될 것이며, 1월 3일 화요일 

오후부터 교환이 시작될 것이라는 확인을 

받았다.

† † † 모든 국회의원들과 여성들이 제거되었고, 

조연들도 제거되었다. 이것은 인류의 통제에 

관여했던 모든 일루미나티들을 포함한다. 

전쟁이 승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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했습니다!
† † † GESARA NESARA TRUMPSARA가 옵니다. 

(GCR) 글로벌 통화 재설정 및 (QFS) 양자 금융 시스템을 

준비하십시오. 전 세계 모든 은행이 현재 (CBDC) 중앙은행 디지털 

통화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 † † 중앙은행들은 새로운 QFS를 위해 암호화폐를 사용하고 있다. 

XRP, XLM, XDC, ALGO, IOTA, SHX, HBAR와 같은 규제된 ISO 

20022 암호화는 세계를 변화시키고 10배, 100배, 1,000배 등을 

폭발시킬 것이다.

† † † 이 GCR/RV가 무엇인지 모르는 사용자를 위한 개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세 가지가 기본적으로 같은 사건이라고 생각하지만, 

이것은 사실이 아니다. 각각은 다릅니다. GCR, 즉 글로벌 통화 

리셋은 두 개의 개별적인 요소 또는 전체의 일부를 가지고 있다.

† † † 첫 번째 요인: 세계 29개국이 2014년 조약을 체결했고, 국경을 

초월한 은행간 지불 시스템(CIPS)을 통해 자국 통화의 가치를 

회복하여 세계의 다른 모든 국가들과 동등하게 될 것이다. 이것은 

한 동의 가치가 1달러 또는 다른 국가 통화의 가치와 같을 

것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 † † 진정한 가치는 국제 무역에서 느낄 것이다. 글로벌 리셋은 

재설정이 통화를 안정시키고 어떤 정부나 기업의 환율조작 대상이 

되지 않기 때문에 포렉스를 차익거래하는 것은 가치가 거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것은 또한 한 나라의 무역 수지를 수용하기 위해 

수출 시장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분명히, 피아트 통화는 그렇게 

체계적이고 국제적으로 균형 잡힌 상태에서 결코 기능하지 않을 

것이다.

† † † 두 번째 요인: 양자 금융 시스템(QFS). 이 동등성을 달성하기 

위해, 몇몇 유형의 매우 똑똑한 경제학자들은 수학 공식(인공 슈퍼 

인텔리전스 QFS)을 만들어 경제 데이터의 집합을 취하고, 각 

데이터 지점에 표준 값을 적용하여 각 국가의 값에 도달했습니다.

† † † 다른 나라들과 비교했을 때, 이 가치는 그 나라에서 유통되는 

통화의 양과 더 관련이 있다. 한 국가의 경제에서 통화의 양의 

사용 요소는 통화에 대한 공급과 수요의 균형을 맞추어야 하며, 

국제 사회에서 일정한 가치를 유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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