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간의 자연상태

치유를 위한 자연으로의 회귀
NATURAL STATE of MAN

RETURNING to NATURE for HEALING
Joachim M Werdin

SHORT SELF-CHECK
Fully relax your body and your thinking.
Then ask your-self..

“Do I have physical or psychical issues.”
Feel the answer and write down what appears.
Which of these make you troubles (problems)?
-- feelings, emotions
-- expectations
-- relations with other people
-- beliefs
-- other.

치유를 위한 자연으로의 회귀
Returning to Nature for Healing

당신 몸은 완벽한 자연과 100% 일치한다。
대자연은 자동적으로 당신 몸을 설계한다 .
럼으로써 몸은 정상적으로 기능한다。
Your body is 100% compatible with nature which is perfect.
Nature automatically programs your body
so that it can function properly.

대자연의 힘으로 당신 몸을 치유한다。
Use the power of nature to heal your body.

당신 인생에서 , 당신 마음은 수레
( 당신 육체 ) 를 끄는 말이다 .
수레는 둔하게 말을 따라가고 있지만 ,
스스로 결정을 내리지 않는다 .
말이 걷고 있을 때 수레는 앞으로
나아가고 , 말이 서 있으면 수레는
멈추고 , 말이 균형을 잃으면 수레는
뒤로 구른다 .
In your life, your mind is a horse that is pulling a cart
(which is your body). The cart is inertly following the
horse, it does not make decisions on its own. The cart
moves ahead when the horse is walking, it stops
when the horse is standing and it rolls back when the
horse is not in control.

인간은 무엇인가？ 무엇인가？

?

WHAT IS MAN?

의식 → 참나 → 마음 → 정신 → 신체 → 참나 → 마음 → 정신 → 신체 → 마음 → 정신 → 신체 → 정신 → 신체

CONSCIOUSNES → IAM → MIND → SPIRIT → BODY

신체（물리적 견고한 물질） 견고한 물질） 물질）
+
정신 ( 볼 수 없고 감지할 수 없는 깊고 미묘한 물질 수 없고 감지할 수 없는 깊고 미묘한 물질 없고 감지할 수 없는 깊고 미묘한 물질 수 없고 감지할 수 없는 깊고 미묘한 물질 없는 깊고 미묘한 물질 깊고 미묘한 물질） 물질 )
BODY (physical hard matter).
+
SPIRIT (invisible, insensible subtle matter)

인간구조
참나  IAM

마음 → 정신 → 신체 MIND

THE STRUCTURE OF MAN
정신과 육체를 포함한 모든 
물질이 마음 안에 있다 。
마음 안에 있다 。은 참나 안에 있다。
참나 는 깊고 미묘한 물질

육체를 포함한 모든  포함한 물질） 모든 
마음 안에 있다 。 안에 있다 。 있다 。 。
참나  안에 있다 。 있다 。。
전체의식 안에 있다。 안에 있다 。 있다 。。

All of the matter,
including the spirit and body,
is in the mind.
The mind is in IAM.
IAM is in the Consciousness.

정신 SPIRIT
육체

BODY

당신 육체는 깊고 미묘한 물질 당신 마음 안에 있다 。 안의 이 마음 안에 있다 。미지이 마음 안에 있다 。다 。。
Your body is an image in your mind.

全意識

CONSCIOUSNESS

☼

생명이 창조되었다。
Life has been created.

참나

마음

IAM

MIND

全意識

Consciousness

직감

INTUITION

지능

참나

INTELLECT

본능

INSTINCT

마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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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D

IAM

물질은 무엇인가？ 마음 → 정신 → 신체속에 있는 이미지이다 있는 이미지이다 이미지이다。
MATTER is an image
in the mind.

생명
Life

물질 MATTER

物質 matter
身體
body

마음은 참나에 의해 만들어진 것。
MIND is made by IAM.

신체
BODY

營養

NUTRITION

내면의 기쁨 Inner Joy
시각화 visualization
침묵 silence
정신
PSYCHE

자연（공기，물，토양）
Nature (air, water, soil)

태양（안경，피부）
Sun (eyes, skin)

의식적인 식사
Conscious Eating

건강한 신체
HEALTHY BODY

신체 훈련
physical exercises

에너지 운동
energizing exercises

운동

MOVEMENT

睡眠
SLEEP

시간 time
침묵 silence
어둠 darkness
릴렉스 relaxation

신체를 만들고 , 유지하고 강하게 만듦
BUILDING, SUSTAINING AND POWERING YOUR BODY
소화관 – 소비된 음식 – 소비된 음식 음 안에 있다 。식 안에 있다。。 digestive tract – consumed food.

호흡 – 흡입된 공기 – 흡 – 흡입된 공기입된 음식 공기。 Breathing – inhaled air (N, O, C, H).

피부와 눈 – 햇빛 눈 – 햇빛 – 햇빛。 Skin and eyes – sun light.

운동 – 전기와 기 – 전기와 눈 – 햇빛 기。 Movement – electricity and qì.

마음 안에 있다 。 – 시각화와 눈 – 햇빛 의지。 Mind – visualization and the will.

나는 내 인생의 주인이자 창조자이다。
I am the Master Creator of my life.

이 말은 무엇인가？ 우주에 있는 이미지이다서 가장 강력한 주문이다 가장 강력한 주문이다 강력한 주문이다 주문이다 ,
당신은 무엇인가？ 사실 , 진실을 말하면 된다 말하면 된다 된다。
The most powerful mantra in the universe.
You just state the fact, the truth.

나는 내 인생의 주인이자
창조자이다。
I am the Master Creator
of my life.

●

나는 내 인생의 주인이자 창조자이다。
I am the Master Creator of my life.

이 말은 우주에서 가장 강력한 주문이다 ,
당신은 사실 , 진실을 말하면 된다。

The most powerful mantra in the universe. You just state the fact, the truth.

당신 내면의 기쁨을 허용하고 허용하고 ,
당신 내면의 태양을 허용하고 활성 하라 하라 .
그리하여 당신이 큰사랑을  당신이 마음 안에 있다 。 큰사랑을 허용하고
느끼고 빛을 허용하고 보도록 하라 하라 .
ALLOWING YOUR INNER JOY,
ACTIVATES YOUR INNER SUN
THUS MAKING YOU FEEL
LOVE AND SEE LIGHT.

내면의 기쁨은 참나 안에 있다。 언제나  당신 안에 있다 。 있지만 ,
당신이 마음 안에 있다 。 큰사랑을 허용하고 느끼기로 결정할 때 결정할 수 없는 깊고 미묘한 물질 때 ,
그것이 마음 안에 있다 。 발산하도록 하라 허용해야만 한 물질）다 。。
Inner Joy is always in you,
however,
you must allow it to emanate
when you decide to feel Love.

나는 내 삶의 주인이며
창조자이다 .
나는 나의 내면의 기쁨이
자유자재로 발산하도록
허용한다 .
이럼으로써 나는 사랑을
느끼고 빛을 본다 .

당신 육체를 강하게 만들려면
TO EMPOWER YOUR BODY



에너지와 온기 흐름의 느낌으로 늘어난 시체 자세 。
Shavasana extended with the feeling of energy and warmth flow.



신체 훈련 ( 허리 양쪽 근육 , 횡격막 ) Physical exercises



자연수 , 특히 바다에서 수영하기。

(psoas, diaphragme)

.

Swimming in natural water, especially ocean / sea.


자연 속에서 하는 에너지 운동。 Energizing exercises in nature.



맨발로 걸으면서 태양 직시。 Sun-gazing with barefoot walking 。



소리로 진동。



냉온샤워。 Alternate shower.



안마。 Massage.

Vibrating with the sound.

신체 운동은 최적의 건강을 위한 중요한 요소이다。약을
줄이거나 먹지 않거나 , 힘과 유연성을 높이거나 , 좀 더
많은 에너지와 생명력으로 일상 생활을 즐기고 싶다면 ,
운동은 생활 방식을 선택할 때 반드시 필요한 요소이다。
운동을 하지 않고는 최적의 건강을 유지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당신 몸은 움직이도록 만들어졌고 운동을
시작하기에 결코 늦지 않았다 . 당신 나이가 몇이든 당신이
얼마나 건강하지 않다고 생각하건 , 오늘 , 당신은 당신
미래를 시작할 수 있다 .
Exercise is one of the core pillars of optimal health. It is an essential tool in your arsenal of lifestyle choices if you want to reduce or eliminate medication, improve your strength and flexibility
or enjoy your everyday life with more energy and vitality.
It is relatively impossible to achieve optimal health without exercise. Your body was designed for
movement and it's never too late to get started. No matter how old you are or how out of shape
you think you've become, today is the day you can start to improve your fu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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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는 당신 상상을 따른다。
QÌ follows your imagination. follows your imagination.

에
너
지
끌
어
당
김

맨발로 땅위에 선다。
Stand barefoot on the soil.
DRAWING
energy from
Sun and Earth.

당신 몸에 흐르는 에너지는
당신의 상상으로 조절될 수 있다。

The flow of energy in your body
can be controlled with your imagination.

당신 자신을 좀 더 확실하게
중심 잡기 위해 , 당신 몸에
흐르는 에너지에 이렇게 집중할
수 있다。
When you need to better ground
yourself,
you can focus like this
on the flow of energy in your body.

두 흐름을 만나게 하면 ,
그것들은 당신 몸을 강하게 만들
수 있는 회전하는 모양의
소용돌이를 만들어 낼 수 있다 。
When you make both flows meet,
they can create a swirling vortex
with which you can power your body.

건강을 위한 단식 FASTING FOR HEALTH
단식은 벽곡이나 아예 음식을 먹지 않는 것이 아니다。 Fasting is not inedia or non-eating.

1. 단식，（아무것도 마시지 않는 것을 단식）。 Dry fasting.
2. 금식，（물만 마시는 것을 금식）。 With water only.
마시거나 마시지 않거나 ? To drink or not to drink?
3. 허브차를 마시면서 금식。 With herbal teas.
단식 준비。 Preparation for fasting.
다시 먹기。 The return to eating.
의식적인 식사。
Conscious Eating.

지속 시간 , 느린 식사 , 긴 식사 , 적은 양。
Duration, slow eating, long chewing, small quantity.

기후와 관련된 식품의 선택。
Choice of food in relation to the climate.

장청소（대장소장）
CLEANSING THE INTESTINES



대장청소。
Cleansing the large intestine.



소금 (NaCl)NaCl)) 을 사용하여 1%
용액으로 소화관 청소。
Cleansing the alimentary tract
(shankh-prakshalan),
using salt (NaCl) water, 1% solution.

(NaCl) 중탄산 나트륨 NaHCO3)

불쾌한 증상
UNPLEASANT SYMPTOMS


공포。 Fear.



춥다。 Feeling cold.



체중 감량。 Weight loss.



쇠약。 Emaciation.



고열。 Fever.



탈수。 Dehydration of the body.



두통、뼈 , 관절 , 눈 또는 몸 안의 다른 부위의 통증。

Headache, pain of a bone, joint, eyes or anything else in the body.


피부변화 (NaCl) 발진、알레르기 강화 ) 。

Changes on skin (rash, allergy intensification).


급병 혹은 급성 질환 (NaCl) 기존 또는 만성 질환의 강력한 활성화 ) 。
Sudden or acute illness (strong activation of old or chronic disease).

불쾌한 증상
UNPLEASANT SYMPTOMS


어지럼증과 기절。 Dizziness and fainting.



혈압 강하。 Drop of blood pressure.



메스꺼움과 구토。 Nausea and vomiting.



관절 혹은 다른 부위 부기。 Swelling joint or other places.



심계 항진 (NaCl) 심장 떨림 ) 。 Heart palpitations.



느슨한 치아。 Loose teeth.



탈모。 Loss of hair.



정신 불안정。 Psychic instability.



다른 현실。 Different reality.



기타。 Other.

식 안에 있다。
사
방
식 안에 있다。
을 허용하고

이 무엇고 ?
What is this?

관 – 소비된 음식
찰
하
는 깊고 미묘한 물질
것
이 마음 안에 있다 。
식 안에 있다。
사
에 있다 。
관 – 소비된 음식
한 물질）
것
이 마음 안에 있다 。
아
니
다 。

당신 몸에서 나오는
메시지에 집중하라。
Focus on the message
from your body.

본능의 자기 방어 기제
SELF-DEFENCE MECHANISM OF THE INSTINCT

지능

시장기를 느끼는

INTELLECT

음식

feeling hungry

food

유해 프로그램
harmful program

본능

INSTINCT

적절한 식사 PROPER NOURISHMENT
1. 의식 안에 있다。적 견고한 물질）인 식사 방법 식 안에 있다。사 방법。 Conscious Eating method (CE).
2. 충분히 씹기 씹기。 Sufficient chewing.
3. 마시지 않고。 Without drinking.
4. 식 안에 있다。품의 적 견고한 물질）절한 물질） 조합。 Proper combination of food.
5. 자연에 있다 。서 나온 생식 나 온 생식 생식 안에 있다。。 Food directly from nature (raw).
6. 양념하지 않은 참나 안에 있다。。 Without seasoning and flavourings.
7. 배 고프거나 목이 마를 때만 고프거나  목이 마음 안에 있다 。 마를 포함한 모든  때만。 Only when hungry or thirsty.
8. 물 마시기 및 저장 저장。 Drinking and storing water.
9. 오후  4 시 후 부터 금식 금식 안에 있다。。 Not after 4 PM.
10. 묵언식 안에 있다。사。

In silence.

사람이 섭취하는 것들이나 에너지 오라
ENERGETIC AURA OF THINGS CONSUMED BY PEOPLE

1. 산에 있다 。 있는 깊고 미묘한 물질 바위에 있다 。서 나온 생식 치솟는 깊고 미묘한 물질 청수 없고 감지할 수 없는 깊고 미묘한 물질 water gushing from rocks in a mountain

2. 무르익은 참나 안에 있다。 꽃이 마음 안에 있다 。나  과 육체를 포함한 모든 일 ripe flowers and fruits
3. 익은 참나 안에 있다。 견과 육체를 포함한 모든 류와 눈 – 햇빛 씨앗 ripe nuts and seeds
4. 건강하게 살아있는 깊고 미묘한 물질 식 안에 있다。물들 healthy living plants
5. 자연적 견고한 물질）으로 결정할 때 자란 야채 naturally grown vegetables
6. 날계란 raw egg
7. 살아있는 깊고 미묘한 물질 어린 생선이 마음 안에 있다 。나  조류 young living fish and birds
8. 살아있는 깊고 미묘한 물질 어린 동 – 전기와 기물 young ， living animals
9. 삶거나  찐 식 안에 있다。물 , 야채 , 과 육체를 포함한 모든 일 , 그리고 콩류 boiled or steamed plants ， vegetables ， fruits and beans
10. 자연적 견고한 물질）으로 결정할 때 보존된 음식 음 안에 있다 。식 안에 있다。들（위에 있다 。 나 온 생식 순서 나온 생식대로 결정할 때） naturally preserved foods （ follow above order ）
11. 천연 꿀、글루코스와 눈 – 햇빛 자당 natural honey ， glucose and sucrose
12. 동 – 전기와 기물 우유와 눈 – 햇빛 그것으로 결정할 때 만든  제품들 animal milk and products made from it
13. 삶거나  찐 곡물가루 boiled or steamed flours of grains
14. 훈제 고기와 눈 – 햇빛 생선 smoked meat and fish
15. 프라이 마음 안에 있다 。하거나  , 오븐이 마음 안에 있다 。나  다 。른 것에 있다 。 구운 고기 , 생선 혹은 참나 안에 있다。 계란
fried ， baked or grilled meat ， fish and egg
16. 프라이 마음 안에 있다 。하거나  , 구운 곡물이 마음 안에 있다 。나  곡물가루 fried or baked grains or its flours
17. 전자 레인 식사 방법지로 결정할 때 요리하는 깊고 미묘한 물질 모든  음 안에 있다 。식 안에 있다。 all food cooked in microwave oven

식수 프로그래밍 하기

PROGRAMMING YOUR DRINKING WATER

신체 운동 – 전기와 기학은 참나 안에 있다。 적 견고한 물질）당한 물질） 음 안에 있다 。식 안에 있다。을 허용하고 찾는 깊고 미묘한 물질데 도움을 준다 도움을 허용하고 준다 。。
Kinesiology helps to find the right food.

수 없고 감지할 수 없는 깊고 미묘한 물질맥 추 사용。 추 사용。 사용。

Usage of dowsing pendulum.

식 안에 있다。품라벨 읽기。 읽기。
Read the food labels.

식품에서 발견되는 유해 독소
POISONS OFTEN FOUND IN FOOD

유전자 조작 제품 제품 Genetically Modified Organisms （ GMO ）
제초제（예를 포함한 모든  들어 미국산 비선택성 하라 제초제） Glyphosate （ Roundup ）
아스파탐 ( 인 식사 방법공 감미료 , 아미노 인공 감미료 혹은 다름 명칭） 인 식사 방법공 감미료 혹은 참나 안에 있다。 다 。름 명칭） 명칭）
Aspartame （ Nutra Sweet ， Amino Sweet or other name ）

사카린 Saccharine
액상과 육체를 포함한 모든 당（ HFCS ） High Fructose Corn Syrup （ HFCS ）

미원（ MSG ） Monosodium Glutamate （ MSG ）
정제된 음식 설탕（백설탕） refined sucrose （ white sugar ）
플라스틱（특히 씹기 플라스틱 병） plastic （ especially plastic bottle ）
테플론 ( 제조회사 듀퐁 )Teflon （ made by DuPont ）
알루미늄 Aluminium

물속에 있는 독소
POISONS IN WATER
비스페놀 A （ BPA ） Bisphenol-A （ BPA ）
비스페놀 B （ BPB ） Bisphenol-B （ BPB ）
불소 Fluoride
염소 Chlorine
중금속 Heavy metals
육가크로 결정할 때뮴

Hexavalent chromium (Cr+IV)

과 육체를 포함한 모든 불화옥탄산 Perfluorooctanoic acid （ PFOA ）
항생물질 Antibiotics
비료 Fertilizers
제초제와 눈 – 햇빛 살충제 Herbicides and pesticides

식 안에 있다。수 없고 감지할 수 없는 깊고 미묘한 물질 프로 결정할 때그래밍 하기  하기

PROGRAMMING DRINKING WATER

눈의 구조

눈 치료 HEAL YOUR EYES
뜨거운 수 없고 감지할 수 없는 깊고 미묘한 물질증기 Hot vapour water.
눈 – 햇빛 근육 운동 – 전기와 기

Eye muscle gymnastics.

손바닥으로 결정할 때 마사지하고 눈 – 햇빛 가리기 Massage and covering with the palms.
장거리와 눈 – 햇빛 단거리 집중하기 Focussing on far and near objects.
눈 – 햇빛 근육 릴렉스하기 Eye muscle relaxation.
작 제품은 참나 안에 있다。 구멍으로 결정할 때 된 음식 아류베다 。 안경 Aruveda pinholes 'glasses'.
자연광만 사용하라 . 인 식사 방법조광을 허용하고 사용해야한 물질）다 。면 , 백열등만 사용하라。
Use only the natural light. If in need to use an artificial light,
use only the incandescent bulb light.

베이 마음 안에 있다 。트  방식 방식 안에 있다。 The Bates method. ( bates on youtube ).

적절한 체중
THE PROPER BODY WEIGHT
몸이 마음 안에 있다 。 적 견고한 물질）절한 물질） 양의 음 안에 있다 。식 안에 있다。을 허용하고 받았을 허용하고 때 그리고 적 견고한 물질）절하게 기능할 수 없는 깊고 미묘한 물질 때
( 건강할 수 없는 깊고 미묘한 물질 때 ), 그것은 참나 안에 있다。 어떻게 보이 마음 안에 있다 。는 깊고 미묘한 물질지 혹은 참나 안에 있다。 사람들이 마음 안에 있다 。 믿는 깊고 미묘한 물질 것과 육체를 포함한 모든 
상관 – 소비된 음식없이 마음 안에 있다 。 적 견고한 물질）절한 물질） 무게를 포함한 모든  가진다 。。
When the body receives the right amount of food
and when it functions properly (is healthy),
it has the proper weight
regardless of how it looks or what people believe.

외모나  , 다 。른 사람들의 의견이 마음 안에 있다 。 아닌 당신  당신
건강에 있다 。 초점을 허용하고 맞춘다 。。
Focus on health of your body,
not on its appearance
or on people's opinion.

직감 INTUITION

비물질존재 immaterial beings

지능 INTELLECT

인간 people

본능 INSTINCT

동물 animals

성장 GROWTH

존재

식물 plants
원소 분자 elements, molecules

EXISTENCE

창조

기 ( 炁 )qì

CREATION

전체의식 → 참나 → 마음 → 정신 → 신체 the Consciousness

소통할 때 사용하는 것 때 사용하는 것 사용하는 이미지이다 것

WHAT TO USE FOR COMMUNICATION

대자연과의 소통

COMMUNICATING WITH NATURE
말하는 깊고 미묘한 물질 것과 육체를 포함한 모든  생각이 마음 안에 있다 。 효력이 마음 안에 있다 。 없다 。。
Talking and thinking may not work.

느낌과 육체를 포함한 모든  감정을 허용하고 이 마음 안에 있다 。용하라。
Use your feeling and emotions.

자연과 육체를 포함한 모든  소통하기 위해 본능을 허용하고 사용하라。
Use your instinct to communicate with nature.

노 인공 감미료 혹은 다름 명칭）래하면서 나온 생식 조화를 포함한 모든  이 마음 안에 있다 。룬 후  , 답을 허용하고 들어라。
Tune to by singing and then listen to the answer.

생각에 있다 。 집중하지 말고 느낌에 있다 。 집중하라。
Focus on feeling, not thinking.

느낌과 육체를 포함한 모든  감정이 마음 안에 있다 。 당신 몸을 허용하고 통해 구현되도록 하라 하라。몸이 마음 안에 있다 。 느끼는 깊고 미묘한 물질 것에 있다 。 계속
집중하면서 나온 생식 , 몸이 마음 안에 있다 。 움직이 마음 안에 있다 。거나  , 울거나  , 소리를 포함한 모든  내면서 나온 생식 스스로 결정할 때를 포함한 모든  표현하도록 하라
한 물질）다 。 . 미친 사람처럼 자유로 결정할 때워져라。
ALLOW feelings and emotions to manifest through your body.
Stay focused on what your body feels and allow your body to express it in
a movement, cry, sound. Become free like a crazy man.

당신
성 하라장을 허용하고
뒷받침
하기 위해
강력한 물질）
기반을 허용하고
필요로 결정할 때
한 물질）다 。
.

In order to support
your growth,
you need to have
a good grounding.

깊고 강한 물질） 뿌리를 포함한 모든  가진 나 무처럼 되라
BE LIKE A TREE, ROOTED DEEPLY AND STRONGLY

The harder your life
seems to be,
the stronger roots
you need to develop,
so that your
spiritual growth
has sufficient
foundation.

당신 삶이 힘들어 보이면 된다 보일수록 ,
당신 영적 성장 강력한 주문이다이 충분한 주문이다 기반을 말하면 된다
갖기 위해 더욱 더 강력한 주문이다 뿌리를 키워야 한 주문이다다 .

。

먹을 말하면 된다 수 있는 이미지이다 음 → 정신 → 신체식 → 참나 → 마음 → 정신 → 신체 발견하라
FIND OUT WHAT IS EDIBLE

신체 운동 – 전기와 기학 근육 테스트  방식 。
Kinesiology muscle testing.

수 없고 감지할 수 없는 깊고 미묘한 물질맥 추 사용。 추 사용。 사용。

Testing with a pendulum.

당신 육체에 있다 。게 자연 에 있다 。너지를 포함한 모든  제공하라
FEED YOUR BODY WITH NATURE‘S ENERGY

：

자연에서 , 당신은 다음과 같은 것들로부터 에너지를 얻을 수 있다

1.
2.
3.
4.
5.
6.
7.

지구
나무
식물
바위 / 돌
바람 / 공기
바
태양

In nature, you can
draw energy from:
1. Earth.
2. Tree.
3. Plants.
4. Rock / stone.
5. Wind / air.
6. Rain.
7. Sun.

대자연에 있는 이미지이다서 가장 강력한 주문이다의 운동

EXERCISES IN NATURE

땅 위에서 천천히 몸을 굴린다。 위에 있다 。서 나온 생식 천천히 씹기 몸을 허용하고 굴린다 。。
Rolling your body slowly on the soil.
땅 위에서 천천히 몸을 굴린다。 위에 있다 。 누어 대지를 포함한 모든  껴안고 당신 깊은 참나 안에 있다。 곳으로 결정할 때 소리를 포함한 모든  낸다 。。
While lying on the soil embrace Mother Earth and emit sounds from the depth of
you.
자연 에 있다 。너지에 있다 。 따라 자연스럽게 춤춘다 。。
Natural dancing in accordance with the flow of nature's energy.
의식 안에 있다。적 견고한 물질）으로 결정할 때 노 인공 감미료 혹은 다름 명칭）여 당신이 큰사랑을 움의 감정을 허용하고 당신 자신에 있다 。 대한 물질） 사랑의 느낌으로 결정할 때 바꾼다 。。
Consciously transform emotions of anger into feeling Love for yourself.
당신 몸의 느낌을 허용하고 따라가면서 나온 생식 자연적 견고한 물질）인 식사 방법 소리 내도록 하라 하기。
Allowing yourself to emit natural sound while following the feeling of your body.
물 , 땅 위에서 천천히 몸을 굴린다。 , 나 무 그리고 나 무에 있다 。서 나온 생식 나 오는 깊고 미묘한 물질 것들의 차이 마음 안에 있다 。점 느끼기。
Feeling the difference in the emanation of water, soil, wood and stone.
몸이 마음 안에 있다 。 물 , 땅 위에서 천천히 몸을 굴린다。 , 나 무 혹은 참나 안에 있다。 돌과 육체를 포함한 모든  가까이 마음 안에 있다 。 접촉할 수 없는 깊고 미묘한 물질 때 , 몸의 반응을 허용하고 느낀다 。。

Feeling your body reactions when it is in close contact with the water, soil, tree or stone.
.

바위와의 대화를 통한 주문이다 깊은 무엇인가？ 치유

DEEPER HEALING THROUGH COMMUNICATION WITH A ROCK

바위에 있다 。 누워 , 당신 심장이 마음 안에 있다 。 바위에 있다 。 의해 공명하는 깊고 미묘한 물질 소리를 포함한 모든  듣는 깊고 미묘한 물질다 。 。
While lying on a big rock, listen to your own heart beat resonated by the rock.

바위에 있다 。 누워 , 깊은 참나 안에 있다。 소리를 포함한 모든  내고 대답을 허용하고 듣는 깊고 미묘한 물질다 。 。
While lying on a big rock, emit a deep sound and listen to the answer.

요아김 웨르딩 선생님에게 연락하려면
Contact Joachim M Werdin
다음 파일 다운로드 하십시오 download this file:
http://servilo.website.pl/presentations/

기사 , 책 , 동영상 등등 articles, books, films, etc.:
http://servilo.website.pl/teksty/

http://inedia.info

http://youtube.com/joachimwerdin

http://servilo.website.pl/innerjoy

http://filmoj.info/ecuador/


WeChat 微信 :
joachimwerdin

주의사항 BE AWARE THAT


이 마음 안에 있다 。 발표 파일은 참나 안에 있다。 세미나  선생님을 허용하고 위한 물질） 것으로 결정할 때 , 세미나  중에 있다 。 말할 수 없는 깊고 미묘한 물질 때
주제 순서 나온 생식를 포함한 모든  기억할 수 없는 깊고 미묘한 물질 수 없고 감지할 수 없는 깊고 미묘한 물질 있다 。 .

This presentation file is for the seminar teacher, so that he can remember the
order of the topics when speaking during the seminar.


이 마음 안에 있다 。 발표는 깊고 미묘한 물질 세미나 에 있다 。 참석한 물질） 사람들도 사용될 수 있어 그들이 배운  수 없고 감지할 수 없는 깊고 미묘한 물질 있어 그들이 마음 안에 있다 。 배 고프거나 목이 마를 때만운
자료들을 허용하고 기억할 수 없는 깊고 미묘한 물질 수 없고 감지할 수 없는 깊고 미묘한 물질 있다 。 .

This presentation can be used also by those who have participated in the
seminar, so that they can recall what was the taught material.


만약 세미나에 참석하지 않았다면 당신은 이것이 정확히 무엇에 관한  세미나 에 있다 。 참석하지 않았다 。면 당신은 참나 안에 있다。 이 마음 안에 있다 。것이 마음 안에 있다 。 정확히 씹기 무엇에 있다 。 관 – 소비된 음식한 물질）
것인 식사 방법지 이 마음 안에 있다 。해하지 못할 수 없는 깊고 미묘한 물질 것이 마음 안에 있다 。다 。 . 이 마음 안에 있다 。와 눈 – 햇빛 관 – 소비된 음식련하여 당신이 큰사랑을  여 당신이 큰사랑을 기에 있다 。 제시된 음식 자료는 깊고 미묘한 물질
대부분 당신에 있다 。게 큰 가치가 없다 。 .

If you have not participated in the seminar you will not understand what exactly this is about. In this concern, this material presented here is mostly of
not much value for you.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