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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중국 공산당 당국 모 지역, 일렬로 시공된 새 빌딩들을 디자인 불합격
의 이유로 폭파 철거 하였다. 시공 전의 디자인 심사는 어떻게 통과 했을
가?

中國某地一排排嶄新的高層建築以設計不合格為
由被爆破拆除：修建前的審批是怎麼通過的？



2. 포산난신신발공장(佛山南鑫鞋廠)은 30년 동안 운영 끝에 부도났다.
허나 공인들이 받은 배상금은 오로지 평균 급여의 60%밖에 안 되었다.

經營了30年的佛山南鑫鞋廠倒閉，工人只賠償平均工資的60%。



3.후베이성(湖北省) 고급 법원 부법원장 및 재판회 위원인 장종빈
(张忠斌)은 10월16일에 업무 회담을 받고 나서, 19일 오후에 사무
실에서 자살했다.

湖北省高院副院長、審判會委員張忠斌在10月16

日被工作約談後，19日下午在辦公室自殺身亡。



4. 중국 공산당은 정권을 지키기 위하여, “열사 될 지라도 망국민으로
살지는 않겠다”는 홍보 문구를 벽에 페인트 하고 세뇌를 통해 중국인
을 인질 로 삼고, 그들을 위해 목숨을 내걸게 하였다.

中共為保政權，搞政治宣傳在牆上印刷“甯為戰死鬼，不做
亡國奴”的標語；企圖洗腦、綁架中國人為共產黨賣命。



5. 트위터는 중국 공산당의 폭정, 헌터 바이든(亨特拜登) 가족의 스캔
들 및 중국 공산당 바이러스 진상을 적발한 여러 명 폭로혁명(爆料
革命) 전우들의 계정을 금지했다.

推特封鎖多個揭露共產黨暴政、亨特拜登家族醜
聞及傳播病毒真相的爆料革命戰友帳戶(號)。



6. 미국은 비시장경제국인 중국 공상당 당국 강철 수입품에 대해 456%의
관세를 부과하였다. 2019년 10월, 베트남에서 중국 강철 수입품에 대해 5
년의 관세를 부과하였다. 당해 12월, 태국도 뒷이어 중국 강철 수입품에
대해 관세 인상을 결정하였다. 이에, 중국 공산당 당국은 태국쌀 수입을
정지할 거라고 태국을 위협하였다.

繼美國對非市場經濟地位的中共國收456%的鋼鐵稅，從
2019年10月越南效仿，對來自中共國的鋼鐵產品稅，為
期5年；12月，泰國隨即決定對自中國進口的鋼鐵產品加
稅，就此，現在中共要以停止進口泰國大米相要脅。



7. 우리는 1년 전의 오늘 - 2019년 10월 20일, ‘홍콩 광복을 위한 시대
혁명’을 주도한 홍콩의 영웅들을 영원히 명기할 것이다.

2019.10.20 一年前的今天，香港的英雄會
永遠被銘記。 “光復香港，時代革命！



8. (피터 나바로, 10/19) 중국 공산당 당국 이겼을 가 아니면 미국 민주주
의가 이겼을 가!? 중국 공산당 관영매체 – 환구시보는 트럼프 정부를 비
난하는 반면, 조 바이든(喬•拜登)을 지지하였다. 미국 CNN, MSNBC, 뉴
욕타임스, 아마존 포스트 등 매체도 뒷이어 같은 일을 하였다. 그들의 차
이는 무엇일까? 이러한 당파 색깔이 뚜렷한 가짜 뉴스 집단이 성행하고
있으나 메인 매체들은 소홀하고 있다. 이는 아시아에서의 미국 영향을 소
멸하려는 나쁜 놈(중국 공산당) 앞잡이로 나쁜 짓을 일 삼는 것과 별 다
른 점 없다.

（彼得·納瓦羅，10/19）中共國贏!? 美國
民主輸!?中共國《環球時報》攻擊川普政
府，支持喬•拜登當總統，美國的CNN、
MSNBC、《紐約時報》、《亞馬遜郵報
》也跟進做同樣的事，他們有什麼區別嗎
？這些有黨派色彩的假新聞集團盛行，而
主流媒體卻忽略了這一點，這也為企圖滅
掉美國在亞洲影響的中共為虎作倀。



9. (스티브 배넌, 10/19) 나는 재무 문제뿐 아니라 더 많은 내용이 공개
될거라 생각 한다. 우리는 그들의 구체적인 협력 내용을 볼 수 있거니와
조 바이든(喬·拜登)이 반영하고 있는 더 깊은 심리구조적 문제를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그는 힐러리 클린턴(希拉里·克林頓) 비롯한 강경파가 아
니다. 그 주변에 있는 사람, 자문인 및 팀원은 모두 연약하다. 스캔들 공개
된 지 5, 6일이나 경과 하였는데, 그들은 아무런 대응도 없었다. 그들은
무엇을 하고 있을까? 바로 사태 마무리 될 때까지 숨어있는 것이다.

（史蒂芬·班農，10/19）我認為，不只
財務方面，還有更多細節將會被曝光
。你們將看到他們具體勾兌的地方。
這也反映出喬·拜登更深層的心理結構
問題。這人並不像希拉里·克林頓那種
所謂強硬派。他很軟，他周圍的人、
顧問、所有團隊都非常軟弱。就像事
情曝光五六天了，他們還沒有任何回
應。他們在做什麼？他們都躲起來了
。



10. (궈운구이. 10/13) 나는 폭로혁명(爆料革命)을 하면서 우리 신중국연
방(新中國聯邦), 폭로혁명(爆料革命) 및 중국인들을 보호하는 해외 자금줄
마련하고 싶은 생각이 들었다. 그 것 바로 G시리즈 산업체 였다. 사랑하는
형제자매들이여, 나는 'G-Fashion'의 이념으로 실업과 금융 산업을 융합할
것이다. 허나 쉽지 않을 거다. 왜냐하면, 우리 폭로혁명(爆料革命)은 중국
공산당과 달리 성실하고 법규를 지킨다. 이에 G-Fashion의 모든 것은 필히
독창적일 것이다.

（郭先生10/13）現在爆料革命讓我萌發了
這個要有一個咱們打造一個咱們G系列的產
業鏈，護佑我們新中國聯邦，護佑我們爆
料革命，和給我們中國人在海外有個資金
池子。親愛的兄弟姐妹們，我就用這個
“G-Fashion”的概念把它變成實業和金融
產業的聯合。但是它不是那麼容易。我們
爆料革命就是要和共產黨不一樣的要真實
守法公平，所以G-Fashion每件都是原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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