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Dear  Minister of justice, Supreme court, Supreme public prosecutors office, Tokyo high court,Tokyo high public prosecutors office. 
 

죽음 요구자 시부야 야스마사. 
2017 년 3 월 24 일, 시부야 마쓰 도시 (Shibuya Yasumasa)는 성격이없는 남자였습니다. 단기간에 학부모 
협의회 회장과 어린이 보호 협회 회원의 역할을 이용하여 LE THI NHAT LINH를 납치하고 강요하고 
살해했습니다. 그는 린 신체를 잔인하게 버렸다. 시부야 야스마사 (Shibuya Yasumasa)는 납치, 고문, 정욕, 
쫓기고 매일 죽음으로 사망했다. 그 문장은 여전히 그가 한 일을 후회하지 않습니다. 시부야 야스마사 (Shibuya 
Yasumasa)는 계속해서 다른 어린이들에 대한 범죄를 저 지르려고 계속 범죄를 저 지르지 만, 어린이들이 다른 
어린이들을 욕하고 살해 할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일상적인 보호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시부야 야스마사가 2017 년 4 월 14 일 체포되었습니다. 2018 년 7 월 6 일 시부야 야스마사가 치바 
법원이었습니다. 
투옥. 그러나 시부야 야스마사는 여전히 회개를 모르며 여전히 그가하는 모든 것을 부인하고있다. 
시부야 야스마사의 행동으로 천국, 땅, 신이 용서를 못하게되었습니다. 시부야 야스마사는 대신 할 수없는 
사람입니다. 시부야 야스마사 (Shibuya Yasumasa)가 무기한 구속을 선고 받고 감옥에서 석방 될 경우, 그는 
계속 범법을 범할 것이다. 
시부야 야스마사 (Shibuya Yasumasa)는 다른 아이들을 납치하고, 불구하고 죽일 기회를 가질 것입니다. 어떤 나라든지 시부야 야스 
마사처럼 처벌해야합니다. 시부야 야스마사처럼 생각하고 행동하는 사람들에게 시부야 야스마사를 예언 할 필요가 있습니다. 
세계의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함으로써 다른 아이들이 죽지 않도록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아래의 시부야 야스마사에 대한 사형을 요구하는 사인은 모두. 

*　　　　　「    201       year        month            day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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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f you agree with our mind, please sign and send this document to the address below due Jun 26th 2019.  
● Signature should be autograph, and the address should be complete including the block number. (the address can be verified) 
●We are going to submit all the signatures to Tokyo high public prosecutors office.  
●To protect the personal information, this document won’t be used for other purpose. 
●Contact：Name :　LE ANH HAO  ;  　Address: 　〒２７０ー２２０４　CHIBA-KEN MATSUDO-SHI MUTSUMI　５－１５－６ 
(Email)：lethinhatlinhjp@gmail.com  ; (Website): http://partime.biz ;  (facebook): https://www.facebook.com/leanhhaoj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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