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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CHE 는 연합국과 유엔에 재건을 촉구
박사의 정부를 교체 안젤라 메르켈
독일 기본법 시행
2020 년 4 월 24 일

ARCHE :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사진 : Heiderose Manthey.
.
Keltern-와일러. 지난 20 년 동안 ARCHE¹ 은 인권 위반과 관련하여 독일 및 기타 여러 
국가의 희생자, 단일 사망 및 사망자에 대한 연방, 유럽 및 전 세계 수많은 보고서에 대
해보고했습니다. "독일의 킨더 라우 브 (Kinderraub)뿐만 아니라 부모-자녀-부모" ARCHE
는 소위 말하는 "소방 증후군"(간단히-출판되지 않음)은 ARCH 에 의해 수행 된 유럽 
의회 청원의보고 직전에 피해자, 피해자, 복지 협회 (NGO), 과학자 및 전문가로 구성된 
전 세계 네트워크를 구축했습니다. 몇 달에 걸쳐 IAoHRD 와 유엔을 통해 ARCHE 와 연
방 독일 법률 및 소비자 보호위원회의 연설을 공식화하고 발표했으며, 여러 등록 및 독
일 총리 박사를 마쳤다. 앙겔라 메르켈 총리는 거래를 요구했으며 ARCHE 는 미국 대통
령 도널드 J. 트럼프와 러시아 대통령 블라디미르 W. 푸틴 대통령에게 도움 요청 요청
서를 작성하여 보내어 출판했다. 중국과 일본 이후 모든 국가에서 SOS-Hilferufe 를 지출
하면서 독일에서 인권 범죄를 납치하는 것뿐만 아니라 심지어 그 증거를 완전히 공개
했다.

현재 ARCHE 는 귀하의 진술을 처리합니다
그리고 세계 홍보.

.
그 위치에서 ARCHE 는 연합군의 유일한 소집 자로서 남아 있습니다.
그들은 유엔에 대한 지식과 배경 증거와 이것을 공유합니다.
독일 정부.

인권 침해의 증거
"독일-Kinderraub [뿐만 아니라]-부모의 소외-부모의 소외 증후군", kid-eke-방금 명명 된,
두 번 확장 된 RESOLUTION 2C 209/15 와 거짓말
그리고 유엔기구 인 ARCHE 와 IAoHRD, 고문 및 기타 잔인하고 비인도적이거나 심각
한 대우 또는 처벌 (CIDTP)에 관한 유엔 특별 보고관의보고와 함께.

메르켈의 연약한 정부는 공예를 내려 놓았을 것입니다.

연합국은 독일에 개입해야했다
법과 질서를 위해
기본 권리의 내용을 보장하기 위해
독일 시민의 자유와 안전을 위해
걱정을하세요.

메르켈 총리는 과실했다
수년간 사람들에게 수많은 피해를 입혔습니다.
-알면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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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은 ARCHE 의 눈에 전쟁 범죄입니다
자신의 인구에 비해 많은 비율
이 정부는 권력을 박탈 당해야합니다
.
메르켈 총리가 가서 범죄에 대한 책임을 져야합니다!
.
메르켈 총리는 독일에 Kinderraub 가있을뿐만 아니라-부모-자녀 납치-발달, 소외 및 손해
를 포함한 부모 소외 증후군이있어 자녀를 무력한 위치에 노출시킬 수 있습니다.
.
"§ 234 Menschenraub.
(1) 무의미한 말도 안되거나 목록에 의해 강제로 다른 사람을 찾는 사람은 무기력 한 
배치를 지원하거나 해외의 군사 또는 군사 시설에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징역의 
자유를 받아야한다. 년을 벌하십시오.
(2) 덜 심한 경우에는 징역형이 6 개월에서 5 년이다.

.
선포에 관한 세계
.
이 ARCHE 와 연합국 및 UN 은이 선언문을 전 세계적으로 알리기 위해 다음 108 개 언
어로 Google 번역기를 통해 전송되었습니다.

*
이 요청으로 ARCHE 는 독일, 다국적 아동 배출-육아 소외 증후군 (Federal Alienation Syn
drome)에서 연방, 유럽 및 전세계 차원에서 향후 인권 침해 킨더 라우 브 (Kinderraub)에
보고 할 가능성을 확대했다. 발견 된 인권 침해의 증거는 근절되었고 개입에 대한 물기
는 연합국과 다른 정부에 의해 추구되고있다.
.
울어주세요!

.

.

.

8 살과 11 살의 나이를 찾아 다니면서 지금까지 엄청나게 소란 한 아들들이 Heiderose M
anthey 를 ARCHE 로 설립했습니다.
ARCHEneun yeonhabguggwa yuen-e jaegeon-eul choggu bagsaui jeongbuleul gyoche anjella 
meleukel dog-il gibonbeob sihaeng 2020nyeon 4wol 24il ARCHE : "ulineun hananim-eul 
sinloehabnida!"sajin : Heiderose Manthey. . Keltern-wailleo. jinan 20 nyeon dong-an ARCHE¹eun 
ingwon wibangwa gwanlyeonhayeo dog-il mich gita yeoleo guggaui huisaengja, dan-il samang 
mich samangja-e daehan yeonbang, yuleob mich jeon segye sumanh-eun bogoseoe 
daehaebogohaessseubnida. "dog-il-ui kindeo lau beu (Kinderraub)ppunman anila bumo-janyeo-
bumo" ARCHEneun sowi malhaneun "sobang jeunghugun"(gandanhi-chulpandoeji anh-eum)eun 
ARCHe uihae suhaeng doen yuleob uihoe cheong-won-uibogo jigjeon-e pihaeja, pihaeja, bogji 
hyeobhoe (NGO), gwahagja mich jeonmungalo guseongdoen jeon segye neteuwokeuleul 
guchughaessseubnida. myeoch dal-e geolchyeo IAoHRDwa yuen-eul tonghae ARCHEwa yeonbang
dog-il beoblyul mich sobija bohowiwonhoeui yeonseol-eul gongsighwahago balpyohaess-eumyeo, 

Seite 2 von 3



Koreanisch 

yeoleo deunglog mich dog-il chongli bagsaleul machyeossda. ang-gella meleukel chonglineun 
geolaeleul yoguhaess-eumyeo ARCHEneun migug daetonglyeong doneoldeu J. teuleompeuwa 
leosia daetonglyeong beulladimileu W. putin daetonglyeong-ege doum yocheong yocheongseoleul 
jagseonghayeo bonaeeo chulpanhaessda. jung-guggwa ilbon ihu modeun gugga-eseo SOS-
Hilferufeleul jichulhamyeonseo dog-il-eseo ingwon beomjoeleul nabchihaneun geosppunman anila 
simjieo geu jeung-geoleul wanjeonhi gong-gaehaessda. hyeonjae ARCHEneun gwihaui jinsul-eul 
cheolihabnida geuligo segye hongbo. . geu wichieseo ARCHEneun yeonhabgun-ui yuilhan sojib 
jaloseo nam-a issseubnida. geudeul-eun yuen-e daehan jisiggwa baegyeong jeung-geowa igeos-eul 
gong-yuhabnida. dog-il jeongbu. ingwon chimhaeui jeung-geo "dog-il-Kinderraub [ppunman anila]-
bumoui sooe-bumoui sooe jeunghugun", kid-eke-bang-geum myeongmyeong doen, du beon 
hwagjang doen RESOLUTION 2C 209/15wa geojismal geuligo yuengigu in ARCHEwa IAoHRD, 
gomun mich gita jan-inhago biindojeog-igeona simgaghan daeu ttoneun cheobeol (CIDTP)e 
gwanhan yuen teugbyeol bogogwan-uibogowa hamkke. meleukel-ui yeon-yaghan jeongbuneun 
gong-yeleul naelyeo noh-ass-eul geos-ibnida. yeonhabgug-eun dog-il-e gaeibhaeyahaessda 
beobgwa jilseoleul wihae gibon gwonliui naeyong-eul bojanghagi wihae dog-il simin-ui jayuwa 
anjeon-eul wihae geogjeong-eulhaseyo. meleukel chonglineun gwasilhaessda sunyeongan 
salamdeul-ege sumanh-eun pihaeleul ibhyeossseubnida. -almyeonseodo! igeos-eun ARCHEui nun-e
jeonjaeng beomjoeibnida jasin-ui ingue bihae manh-eun biyul i jeongbuneun gwonlyeog-eul bagtal 
danghaeyahabnida . meleukel chongliga gaseo beomjoee daehan chaeg-im-eul jyeoyahabnida! . 
meleukel chonglineun dog-il-e Kinderraubgaiss-eulppunman anila-bumo-janyeo nabchi-baldal, 
sooe mich sonhaeleul pohamhan bumo sooe jeunghugun-iiss-eo janyeoleul mulyeoghan wichie 
nochulsikil su issseubnida. . "§ 234 Menschenraub. (1) muuimihan maldo andoegeona moglog-e 
uihae gangjelo daleun salam-eul chajneun salam-eun mugilyeog han baechileul jiwonhageona 
haeoeui gunsa ttoneun gunsa siseol-eseo seobiseuleul jegonghagi wihae jing-yeog-ui jayuleul bad-
ayahanda. nyeon-eul beolhasibsio. (2) deol simhan gyeong-ueneun jing-yeoghyeong-i 6 gaewol-
eseo 5 nyeon-ida. . seonpo-e gwanhan segye . i ARCHEwa yeonhabgug mich UNeun-i seon-
eonmun-eul jeon segyejeog-eulo alligi wihae da-eum 108 gae eon-eolo Google beon-yeoggileul 
tonghae jeonsongdoeeossseubnida. * i yocheong-eulo ARCHEneun dog-il, dagugjeog adong 
baechul-yug-a sooe jeunghugun (Federal Alienation Syndrome)eseo yeonbang, yuleob mich 
jeonsegye chawon-eseo hyanghu ingwon chimhae kindeo lau beu (Kinderraub)ebogo hal 
ganeungseong-eul hwagdaehaessda. balgyeon doen ingwon chimhaeui jeung-geoneun 
geunjeoldoeeossgo gaeib-e daehan mulgineun yeonhabguggwa daleun jeongbue uihae 
chugudoegoissda. . ul-eojuseyo! . . . 8 salgwa 11 sal-ui naileul chaj-a danimyeonseo jigeumkkaji 
eomcheongnage solan han adeuldeul-i Heiderose Mantheyleul ARCHElo seollibhaessseubnid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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