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나는 내 삶의 주인이며 
창조자이다 . 

나는 나의 내면의 기쁨이 
자유자재로 발산하도록 
허용한다 . 

이럼으로써 나는 사랑을 
느끼고 빛을 본다 .



당신 몸과 마음 사용 설명서
YOUR MIND AND BODY INSTRUCTION MANUAL

  Joachim M Werdin



당신 의식과 내면의 힘을 깨움
Awakening your Awareness and Inner Pow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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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보 – 감각으로 나타나는 모든 데이터
INFORMATION -- any data coming to your senses

믿음 -- 지식의 부족에서 오는 확신 혹은 추정
BELIEF -- a conviction or supposing resulting from the lack of knowledge.

지식 – 경험에 기초한 기억의 구조
KNOWLEDGE -- a structure of memory, built on experience.

정보 , 지식 , 믿음
INFORMATION, KNOWLEDGE, BELIEF



 정보 ,     지식 그리고 믿음 사이의 차이점。
The diference between information, knowledge and belief.

       정보는 출처에 상관없이 진실이거나 거짓일 수 있다。
Information can be true or false regardless of its source.

        정보에 대해 열린 자세를 가지지만 그것을 믿지 말라。
Be open to information but do not believe it.

        지식은 경험에 기초하거나 직감에 의해 읽을 수 있다。
Knowledge can be built on experience 
or it can be read from the intuition.

•        당신이 무엇인가를 알면 ,      당신은 더 이상 그것을 믿지 않는다 ;
          당신이 무엇을 믿는다고 해도 ,     여전히 당신은 그것을 알지 못한다
   When you know something, you do not believe it any more;
      when you believe something, you still do not know it.

정보 , 지식 , 믿음
INFORMATION, KNOWLEDGE, BELIEF



믿음。 =  지식 부족。
Believe. = Lack of knowledge.

 나는 믿는다。 =     나는 모르지만 그것이 사실이라고 생각한다。
I believe. = I do not know but I suppose that it is true.

 나는 의심한다。 =    모르겠지만 그것이 거짓이라고 생각한다 。
I doubt. = I do not know but I suppose that it is false.

   당신은 믿어야만 한다 。 =    당신은 모르는 게 좋다。
You should believe. = You should not know.

정보 , 지식 , 믿음
INFORMATION, KNOWLEDGE, BELIEF



믿음

 정 보

지식

의심



    호흡 운동으로 신경계에 활력을 불어넣고 ,   그것의 효율성 강화 .
Energizing the nerve system and sharpening its efciency
with breathing exercises.

1.
 숨을 내쉬고 , 멈추고。

Exhale and hold your breath.

2.
 숨을 들이마시고 ,  숨을 멈추고。

Inhale and hold your breath.

훈련 EXERCISE



신체
도구
body
too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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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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生命
L i f e

참나
IAM

마음
mind

물질
matter

 에너지 훈련
energizing exercises

신체 훈련
physical exercises

의식적 식사
Conscious Eating

내면의 기쁨 Inner Joy

수동적 숙고
contemplation of passiveness

시각화 visualization

마음도구
mind
tools

각성
enlightenment

 자연적 기쁨
natural joy

 완벽한 건강
perfect health

 영원한 생명
eternal life

  의식적 자기 계발
Conscious Self-Development

전체의식
the Consciousness

  자연 상태의 인간
Natural State of Man

벽곡
inedia



자연 상태의 인간이 되기위한
의식적 자기 계발 

Conscious Self-Development
on the way to

Natural State of Man.



의식 또는 무 또는 제로 
the Consciousness or Nothingness or Zero

0

+∞

+∞

+∞

-∞
-∞

-∞



의식은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않지만 , 
그것은 어떠한 것도 창조할 수 있다 : 
The Consciousness does not have,
but It can create any:
원인 cause,
빛 light,
차원 dimension,
공간 space,
시간 time,
힘 power,
에너지 energy,
생명 life,
지식 knowledge,
제약 limit,
느낌 feeling,
잠재력 potential,
근원 origin,
운동 movement,

상상할 수 있는 것과 없는 것。
thing that you can or cannot imagine.



全意識
CONSCIOUSNESS



☼



생명이 창조되었다。
Life has been created.



직감직감 INTUITION

지능지능 INTELLECT

본능본능 INSTINCT

사고사고
thinking

지식지식
knowledge

프로그램，데이터프로그램，데이터
programs, data

물질
MATTER

참나 참나 IAMIAM









身體
body

참나
I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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物質 matter

全意識
Consciousness

물질 MATTER

직감 INTUITION

지능 INTELLECT

본능 INSTINCT

생명
L i f e

   물질은 마음속에 있는 이미지이다。
MATTER is an image

in the mi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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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체
BODY



  마음의 기능 FUNCTIONS OF THE MIND

   직감은 오직 알 뿐이지 ,   생각하지도 행동하지도 않는다。
The intuition KNOWS only, 
it does not think and does not act.

   지능은 오직 생각  할 뿐이지 ,   알거나 행동하지 않는다。
The intellect THINKS only,
it does not know and does not act.

   본능은 오직 행동  할 뿐이지 ,   알거나 생각하지 않는다。
The instinct ACTS only,
it does not know and does not think.



   무엇인가를 성공적으로 실현하기 위해 ,   인간은 마음의 3     가지 기능 모두를 활용해야 한다。
To successfully realize something,
man needs to utilise all these three functions of the mind parts.

직감 INTUITION

지능 INTELLECT

본능 INSTINCT

사고
thinking지식

knowledge

프로그램，데이터
programs, data



   내가 알 때
When I KNOW

     나는 하나의 계획을 생각할 수 있다
I can THINK of a plan.

  그것을 행동으로 실현한다。
and realize it in ACTION.

   지식은 생각을 필요로 한다 .   그러면 행동이 구체화된다。
 바꾸어 말하면 ,       행동은 지식을 따라야 하는 생각을 따라야 한다。

Knowledge needs thinking and then action to be materialized.
In other words,
action should follow thinking which should follow knowledge.

 알아！나 알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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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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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간은 무엇인가？
WHAT IS MAN?

신체   （물리적 견고한 물질）
+정신 (         볼 수 없고 감지할 수 없는 깊고 미묘한 물질 )

BODY (physical hard matter).
+

SPIRIT (invisible, insensible subtle matter)

?
 →  →  →  → 의식 참나 마음 정신 신체

CONSCIOUSNES → IAM → MIND → SPIRIT → BODY



 참나 IAM

마음 MIND

정신 SPIRIT

육체
BODY

    정신과 육체를 포함한 모든
    물질이 마음 안에 있다 。
   마음은 참나 안에 있다。
   참나는 전체의식 안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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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간구조  THE STRUCTURE OF MAN 

      당신 육체는 당신 마음 안의 이미지이다。
Your body is an image in your mind.



삶이란 무엇인가 ?  What is Life?나는 여기에서 무엇을 하는가 ?  What do I do here? 
，부탁이니 대답해달라 . 。 I beg you, answer me.



존재
성장
본능지능직감

... 무한대
   지구상에 알려진 전체의식의 영역。

인생 , 마음 ,  에너지의 방향
the direction of life, mind, energy

Spheres of the Consciousness
that are known on Earth.



  삶이란 무엇인가？
What Is Life?

    출생과 죽음의 경계 사이의
   원에 있는 영원한 움직임。

The eternal movement
in a circle
between the boundary
of birth and death.

 경계 BOUNDARY

죽음 DEATH

출생 BIR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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삶이란 출생과 죽음이 균형을 이룰 때 영원하다。
Life is eternal when birth and death are kept in balance.



죽음
DEATH

출생
BIRTH

  영원한 운동의
 상징적 부호

∞
SYMBOLIC
REPRESENTATION
OF THE
ETERNAL
MOVEMENT

블랙홀
BLACK
HOLE

태양
SUN 차원간의 경계

BOUNDARY
BETWEEN
DIMENSIONS

태양
SUN

블랙홀
BLACK HOLE



변화의 보편적 원리 
THE UNIVERSAL PRINCIPLE OF CHANGE

변화의 보편적 원리가 우리 우주에 적용된다。
The Universal Principle of Change applies in our universe.

변화의 보편적 원리가 가장 작은 입자에서 전체 우주까지의 규칙을 규정한다。
The UPC rules from the smallest particles of matter to the entire universe.

한가지 물질적 생명체는 또 다른 생명체를 만들거나 유지하기 위해 사용된다
(  죽음을 당하거나 , 먹히거나 , 해체된다 ) 。
One material life form is used (killed, eaten, disassociated)
to create or sustain another life form.

변화의 보편적 원리가 물질의 한 종류가 다른 종류로 변형되는 원인이 된다。
The UPC causes transformation of one type of matter to another.

변화의 보편적 원리 때문에 물질들이 움직이고 변하고 있다。
Due to UPC things are moving and changing.



     변화의 보편적 원리에 따른 먹이 연쇄
FOOD CHAIN ACCORDING TO UNIVERSAL PRINCIPLE OF CHANGE

          한가지 물질적 생명체는 또 다른 생명체를 만들거나 유지하기 위해 사용된다
(  죽음을 당하거나 , 먹히거나 , 해체된다 ) 。
One material life form is used (killed, eaten, disassociated)
to create or sustain another life form. 

인간
MAN

동물
ANIMAL식물

PLANT분자
MOLECULE

IMMATERIAL
BEING

사전물질
PRE-MATTER

아원자
SUBATOMIC
PARTICLE

원자 ATOM



    우선 생명 에너지를 보호하기
   위해 당신 자신을 (  계란

모습으로 ) 채우라。
( 그림 ,    계란 모양의 공간에

 있는 육체 ) 。
First fill yourself (egg)
to protect your life energy.

Love, Light大愛 , 光“   ”  사랑 보내기 는
   다른 존재의 생명을

  지속하는 것을
 의미한다 。

To 'send Love'
means
to sustain life
of other being.

    인간에게서 나오는 에너지는 무형의
   존재를 위한 먹이이다 。Energy emanated 

from humans is food 
for immaterial beings.



‘  ’         부정적인 감정 에서 오는 에너지는 흡혈귀와 다른 생명을 빼앗아 가는
  무형의 존재들의 먹이이다。

Energy from 'negative emotions' is food for vampires and other life-taking immaterial beings.

  당신이 화가 나고 , 짜증나고 ,  겁먹었을 때 ,     “ ”   당신 생명 에너지는 무형의 검은 존재들이 먹어 치운다。
When you are angry, irritated, scared etc. your life energy feeds immaterial 'black' beings.

  분노 증오 공포
anger, hate, fright



    분노의 에너지를 사랑의 감정으로 바꾸라。
Move the energy of anger to the feeling of Love.

    나는 내 인생의 주인이자 창조자이다 .      그러므로 나는 나의 감정을 창조하고 지배한다。
I am the Master Creator of my life, therefore I create and rule my emotions.



☀Love  큰 사랑
 –  노란색 태양 무조건적으로 베풀고 ,   빛과 따뜻함을 발산하고 ,   생명을 만들고 유지하고 , 

 순수하게 영적이고 , 평화롭고 , 안정적이다。
Yellow sun – giving unconditionally, emanating light and warmth, creating and sustaining Life, 
purely spiritual, peaceful, stable.

 love  작은 사랑
  –   빨간색 심장 조건부적인 감정적 끌림 ,  애착과 애정 ,  에너지를 끌어당김 ,     깊은 육체적 경험을 위한목적 , 변화。

Red heart – conditional emotional attraction, attachment and afection; drawing energy;
aiming for deep physical experience; changing.

         다음 두 개의 상징이 본질적으로 다른 의미라는 것을 이해하라 。
UNDERSTAND ESSENTIALLY DIFFERENT MEANINGS OF THESE TWO SYMBOLS.



      빛과 큰 사랑은 생명을 창조하는 과정의 표현이다。
Light and Love are manifestations of Life-creation process.

      그것들은 같은 것이지만 당신이 보는 것은 빛이며 , 

   당신이 느끼는 것은 큰사랑이다。
They are the same thing but Light you see and Love you feel.

모든 존재는 ‘생명을 창조하는 의식’의 영역을 나나태는 것이며 , 

따라서 빛과 사랑은 모든 존재의 근원이다。
그래서 , 당신은 항상 빛과 큰 사랑을 먹고 산다고 말할 수 있다 。
Every being is a manifestation of a sphere of 'the Consciousness creating Life', 
thus Light and Love are at the source of every being. 
So, you can say that you always live on Light and Love.



創造生命的過程 LIFE-CREATION PROCESS

        당신이 당신 자신을 위해 충분한 생명을 의식적으로 창조할 때 , 

        당신 육체는 어떠한 음식도 필요로 하지 않으면서 완벽하게 기능한다。
When you consciously create enough Life for yourself,
your body functions perfectly without any requirement for food.

   당신은 생명을 어떻게 창조하나？
         그저 당신 내면의 기쁨에 집중하고 그것이 당신으로부터 퍼져 나오도록 하라。

How do you create Life? Just focus on your Inner Joy and allow it to emanate.

   의식이 생명을 창조할 때 ,      당신은 큰 사랑을 느끼고 빛을 본다。
When the Consciousness creates Life, you feel Love and see Light.

   당신의 진정한 본질 안에서 ,  당신은 의식이다 . 

    그렇기 때문에 당신은 인생의 창조자이다。
In your true essence, you are the Consciousness, therefore you are the Creator of Life.



사회에 의해 만들어지는 프로그램
 PROGRAMMING BY SOCIETY

       먹는 환경에서 태어난 아이들과 벽곡환경에서 태어난
  아이들과의 주요 차이점。

Major differences between babies 
born in societies of eaters or inediates.

  먹는 것 ,      몸에 필요한 것과 식단이 프로그래밍되어 있다。
Eating, body needs and diets are programmed.

 정서 , 감정 ,  행동은 프로그램이다。
Emotions, feelings and behaviour are programs. 

    프로그래밍은 잉태의 순간부터 이루어진다。
The programming is done from the moment of the conception.

      감정이 담긴 사진은 당신의 본능을 프로그램한다。
Pictures with emotions program your instinct.



재프로그램밍 
REPROGRAMMING

         신체의 모든 기능은 본능 안에 있는 일련의 프로그램이다 。
All the functions of the body are sets of programs in the instinct.

  프로그램을 수정 ,     제거 또한 삽입할 수 있다 .즉 ,     인간을 다시 프로그래밍할 수 있다。
Programs can be modified, removed or inserted, 
in other words, man can be reprogrammed.

 “  ”   정상적인 식사 라는 강력한 프로그램。
The powerful program called 'normal eating'.

     조종자들은 사람들을 프로그램하는 방법을 안다。
Manipulators know how to programme people.

       믿음은 인간의 성장을 심각하게 제한하는 장애물이다 。
Beliefs are barriers that severely limit man's growth.



   믿음은 감옥의 창살과 같다
BELIEFS ARE LIKE BARS IN A PRISON

믿음
B
E
L
I
E
F
S

당신 믿음을 버리는 것보다 이빨로 감옥의 창살을 부수는 것이 더 쉽다。
It is easier to cut the prison bars with your teeth than get rid of your beliefs.

감옥에 갇혀 있을 때는 ( 각종 믿음들 ), 
바깥 세상을 경험할 수 없다 ( 진정한 지식 ) 。
일단 벗어나면 , 
당신은 바깥 세상을 탐험할 수 있을 것이다。
When you are behind the bars (beliefs),
you cannot experience the outside world (true knowledge).
Once you free yourself, you will be able to explore it.

당신 믿음을 발견하고 그것들을 제거하도록 돕는 간단한 훈련。
A simple exercise to help you to notice your beliefs
and get rid of th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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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RAWING
energy from

Sun and Earth.

기는 당신 상상을 따른다。
QÌ follows your imagination.

맨발로 땅위에 선다。
Stand barefoot on the so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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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신 몸에 흐르는 에너지는 당신의 
상상으로 조절될 수 있다。
The flow of energy in your body
can be controlled with your imagination.



왜 ? 그래서 ?      라는 자가 분석을 통해
     당신 결정의 실제 이유를 파악할 수있다。

WSW self-analysis to make you aware about the true reasons of your decision.

     당신 내면의 기쁨이 드러나게 하는 것。
Allowing your Inner Joy to emanate.

 수동적 숙고。
Contemplation of passiveness.

시각화。
Visualization.

» 사랑 , 빛 , 영원한 삶

» 완전한 깨달음

»    일상 생활에서 꿈을 실현하다

강력한 마음 훈련 POWERFUL MIND EXERCISES  



I HAVE DECIDED TO LOSE SOME WEIGHT.

   나는 살을 빼기로 결정했다。
Why have I decided this? 

   왜 내가 이걸 결정했을까 ?

answer 2   두 번째 대답
So that X will see me as more attractive and he will like me.

 그래서 X        는 나를 더 매력적으로 볼것이고 그는 나를
 좋아할 것이다 . 

Why do I care if X likes me?

X      가 나를 좋아하는지 왜 내가 신경쓰는가 ?
Because I love him.   그를 사랑하기 때문이야。
So what? 그래서 ?
 ... and so on. ...   기타 등등。



당신 내적 기쁨이 당신을 포화시킬 수 있도록 
해로운 프로그램과 믿음과 두려움의 층을 
제거하라 , 그러면 당신은 큰사랑을 느끼고 
빛을 본다。
Remove the layers of harmful programs,
beliefs and fear
so that your Inner Joy can saturate you,
then you feel Love and see Light.

 유해 프로그램 harmful programs믿음 beliefs공포 fear
 내면의 기쁨

Inner Joy



   당신 내면의 기쁨을 허용하고 ,
    당신 내면의 태양을 활성 하라 .

   그리하여 당신이 큰사랑을
   느끼고 빛을 보도록 하라 .

ALLOWING YOUR INNER JOY,
ACTIVATES YOUR INNER SUN
THUS MAKING YOU FEEL
LOVE AND SEE LIGHT.

     내면의 기쁨은 언제나 당신 안에 있지만 ,
    당신이 큰사랑을 느끼기로 결정할 때 , 

   그것이 발산하도록 허용해야만 한다。
Inner Joy is always in you,
however,
you must allow it to emanate
when you decide to feel Love.



시각화 VISUALIZATION

1.       모든 감각에 의해 세부적인 것들이 감지되는 깨끗하고 , 현실적이며 , 

    생생한 그림 또는 필름을 만들라。
Make a clear, realistic and vivid picture or film, in which details 
are perceived by all the senses.

2.     그림이나 필름이 반드시 지금 현재 ,      지금 그리고 여기에 있는 것으로 하라。
Make sure that it is in the present time, now and here.

3.     이미 결과를 이루었다고 느껴라 。
Feel that the result has been achieved.

4.     그것이 당신 현재의 현실임을 알라 (    그냥 믿는 것이 아니라 ) 。
Know (not just believe) that it is your present reality.

5.       사랑과 동반되는 기쁨의 에너지로 그것을 흠뻑 적시라。
Saturate it with the energy of Love and accompanying joy.

시각화는 상상에서 현실로 사진이나 영화를 물질화하는데 사용되는 기술 。
Visualization is a technique used for materializing a picture or a film from your imagination into your rea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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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soas, diaphragme).

 자연수 , 특히 바다에서 수영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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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ibrating with the sound. 

 냉온샤워。 Alternate shower. 

 안마。 Massage. 

당신 자신을 보호하라
TAKING CARE OF YOURSELF



전자 좀비
electronic zombies



 자연 속에서 하는 에너지 운동이 신체의 수명을 연장시킨다。
Energizing exercises in nature extend life of your body.



인간은 왜 먹을까？ WHY DO PEOPLE EAT?

1.  신체의 진정한 욕구 。 Real needs of the body.

2.   감정。 Emotions.

3.   습관。 Habit.

4.   중독。 Addiction.

5.   믿음과 두려움。 Belief and fear.

6.   무료함。 Boredom.

7.   변경할 결정。 Decision to change.

8.   미팅。 Meeting.

9.   맛 , 냄새 , 모양。 Taste, smell, appearance.

10.  음식을 낭비하지 않기 위해。 To not waste food.

11. 빈곤、절약。 Poverty, thrift.

12.  억지、강요。 Compelling / forcing.

13.  보상。 Reward.

14.  접지。 Grounding.



신체를 만들고 , 유지하고 강하게 만듦
BUILDING, SUSTAINING AND POWERING YOUR BODY

 –  소화관 소비된 음식。 Digestive tract – consumed fo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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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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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운동 전기와 기。 Movement – electricity and qì.

 –  마음 시각화와 의지。 Mind – visualization and the will.



  식사방식을
관찰하는
것이
식사에
관

 한
것이
아니다

이 무엇고 ?
What is th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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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능의 자기 방어 기제
SELF-DEFENCE MECHANISM OF THE INSTINCT

 지능 INTELLECT

 본능 INSTINCT

시장기를 느끼는 
feeling hungry

음식
food

유해 프로그램
harmful program



      신체 운동학은 적당한 음식을 찾는데 도움을 준다。
Kinesiology helps to find the right food.

  수맥 추 사용。
Usage of dowsing pendulum.

 식품라벨 읽기。
Read the food labels.



 적절한 식사 PROPER NOURISHMENT

1.    의식적인 식사 방법。 Conscious Eating method (CE). 

2.  충분히 씹기。 Sufficient chewing.

3.  마시지 않고。 Without drinking. 

4.    식품의 적절한 조합。 Proper combination of food. 

5.    자연에서 나온 생식。 Food directly from nature (raw). 

6.  양념하지 않은。 Without seasoning and flavourings. 

7.      배 고프거나 목이 마를 때만。 Only when hungry or thirsty.

8.     물 마시기 및 저장。 Drinking and storing water. 

9.   오후 4   시 후부터 금식。 Not after 4 PM. 

10. 묵언식사。 In silence.



 적절한 체중
THE PROPER BODY WEIGHT

         몸이 적절한 양의 음식을 받았을 때 그리고 적절하게 기능할 때
(  건강할 때 ),        그것은 어떻게 보이는지 혹은 사람들이 믿는 것과

   상관없이 적절한 무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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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다른 사람들의 의견이 아닌 당신
  건강에 초점을 맞춘다。

Focus on health of your body,
not on its appearance
or on people's opinion.



  건강을 위한 단식 FASTING FOR HEALTH 
       단식은 벽곡이나 아예 음식을 먹지 않는 것이 아니다。

Fasting is not inedia or non-eating.

     단식，（아무것도 마시지 않는 것을 단식）。 Dry fasting.

    금식，（물만 마시는 것을 금식）。 With water only.                                   

  마시거나 마시지 않거나 ? To drink or not to dri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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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을 사용하여 1% 
  용액으로 소화관 청소。

Cleansing the alimentary tract
(shankh-prakshalan),
using salt (NaCl) water, 1% solution.

(  중탄산 나트륨 NaHCO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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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진、알레르기 강화 ) 。 Changes on skin (rash, allergy 

intensification).
    급병 혹은 급성 질환 (      기존 또는 만성 질환의 강력한 활성화 ) 。

Sudden or acute illness (strong activation of old or chronic dise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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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심장 떨림 ) 。 Heart palpitations.

  느슨한 치아。 Loose teeth.

 탈모。 Loss of hair.

  정신 불안정。 Psychic instability.

  다른 현실。 Different reality.

 기타。 Other.

  불쾌한 증상
UNPLEASANT SYMPTOMS



식수 프로그래밍 하기 PROGRAMMING YOUR DRINKING WA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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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아킴 웨르딘에 대해 about Joachim M Werdin

출생 1963. Born.

석유 가공 과학 기술대학 졸업 1983. Graduated, Technology of oil processing.

폴란드군 준의료 활동으로 복무 1984-1986. Serving in Polish army as para-

medic.

유기화학 연구소 근무 1986-1989. Working in Institute of Organic Chemistry.

주로 아시아에서 에스파란토 강의 1989-1992. Teaching Esperanto mainly in Asia.

자영 출판업 1992-1994. Own publishing business.

랭귀지 스쿨 경영 1994-1996. Own language school.

컴퓨터 회사 경영 1996-2005. Own computer business.

자유 에너지 연구 2006-2015. Free Energy research.

아시아에서 교육 시작 2014– . Teaching in Asia.



주위사항 BE AWARE THAT

       이 발표 파일은 세미나 선생님을 위한 것으로 ,     그는 세미나 중에 주제에
    대한 순서를 기억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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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표는 또한 세미나 참가자들에 의해 사용될 수 있다 .   그래서 그들이
    배운 자료들을 기억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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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신이 세미나에 참석하지 않았다면 이것이 정확히 무엇에 관한 것인지
  이해하지 못할 것이다 .       이와 관련하여 여기에 제시된 자료는 대부분
   당신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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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