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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공산당 바이러스 재발: 텐진(天津), 상하이(上海), 안후이성(安徽省) 
내 이미 4곳을 중등 위험 지역으로 업그레이드하고 전시상태(戰時狀態)
선포하였다.

疫情爆發：天津、上海、安徽省內已有四地升級為
中風險地區，進入戰時狀態。



산동(山東) 여러 지역에서 중국 공산당 바이러스 재발하였다. 허나 그
들은 바이러스 근원을 수입한 해산물에 책임을 씌웠다.

山東多地疫情爆發，將病毒源頭推卸給進口海產品。



어제 새벽, 경찰은 저명한 중국 기업가인 허베이 다우농목그룹(河北
大午農牧集團) 창시자 쑨다우(孫大午)를 체포하였다. 전하는 바에
의하면, 그는 말실수로 중국 공산당에게 무례를 범했기 때문이다.

中國知名企業家、河北大午農牧集團創辦人孫大午昨天
凌晨被警方帶走，據傳是因言獲罪得罪中共。



중국 공산당 관영매체 ‘참고소식(參考消息)’ 톱뉴스에서 ‘바이든은
백악관 입주를 위하여 신속히 준비하고 있다’고 중국 국내 언론을 조작
하였다.

中共黨媒《參考消息》頭條在國內製造輿論：拜
登迅速行動籌備入主白宮。



미국 경제 제재와 외자기업 대규모 철수하는 곤경을 대비하여, 중국
공산당 관영매체에서는 디지털 가상경제를 주력적으로 홍보하였다.

面對美國經濟制裁、和外資大規模撤離
的窘境，黨媒大勢宣揚數字虛擬經濟。



2020년 11월 11일,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에서 ‘중국 공산
당을 옹호하지 않은 홍콩 입법회 의원은 의원자격을 박탈할 것이다＇고
결정하였다.

2020年11日11日全國人大常委會決定
，剝奪不擁護中共的立法會議員資格。



작년 이날에 홍콩 경찰이 손에 아무런 무기도 없는 시민들을 향해
사격한 사실을 역사가 잊지 않을 것이다. 

歷史不會忘記去年今日的香港：警察向手無寸鐵的市民射擊。



(국무장관 폼페오, 11/10) 이러한 실력과 성실은 미국이 오늘날의 세계에서 자유에
대한 톱 위협인 중국 공산당을 대상으로 정책을 수립하는 기초이다. 그들은
독재정권 뿐만 아니라 야만스러워서 인류의 존엄, 자유와는 서로 반대의 방향으로
가고 있 다. 이에 우리는 글로벌 무대에서 영향력을 주려고 하는 국가들이 원하는
간결한 기준에 근거하여 중, 미 관계가 그들(중국 공산당)의 특별한 지배를 받지
않도록 노력할 것 이고, 중국 공산당 즉 베이징 측에 책임, 투명, 호혜 등을
요구하고 있음을 알린다. 이는 또한, 기존 레이건 대통령이 모스크바에 대한
요구이기도 하다.

（國務卿蓬佩奧，11/10）這些實力和坦誠也是美
國針對當今世界上對自由的頭號威脅――中國共產
黨――制定政策的基礎。它是獨裁政權；它是野蠻
的與人類的尊嚴和自由背道而馳的。而且我們已經
明確一致地表示，美中關係將不會受（中共）的特
立獨行支配，而是按照有志在全球舞台發揮作用的
任何國家所期望的簡單而有力的標準。這就意味著
，也是我們所告訴中方的，北京方面要負責、透明
、互惠。這也是裡根總統曾經對莫斯科的要求。



(11/9) (비가노 대주교의 11월 8일 편지에 관하여) 그는 내부 고발자 뿐만
아니라 전 주미 대사이기도 하다. 이에 그는 심층 정부 및 바티칸이 말한
교황청 잠복 세력에 대하여 더욱 잘 알 것이다. 그는 이번 대선은 거대한
사기이고, “현실은 중요하지 않아요. 중국 공산당 바이러스와 바이든은 2개의
홀로그램이자 인공의 산물입니다. 그들은 수요에 따라 중국 공산당
바이러스와 해리스로 교체 할 수 있습니다.”고 표하였다. 또한, 그는 심층
정부는 ‘조 바이든’, ‘존 포데 스타’와 ‘테오도르 맥캐릭’을 표한다고
지적하였다.

（11/9）（關於維加諾大主教11月8日的信）他
本人就是位吹哨人，他曾是駐美大使，因此他了
解深層政府也了解他梵蒂岡教廷所說的教廷暗勢
力。他稱這是一場巨大的選舉欺詐。維加諾說：
現實不再重要。Covid和拜登是兩個全息圖像，
兩個人工產物，可隨時根據需要調整或由Covid-

21和賀錦麗來頂替。他還指出深層政府是喬·拜
登、約翰·波德斯塔和泰德·麥卡里克。



(11/11) 어제, 모 무장 부대에서 전사들이 양식을 낭비한다는 이유로 그들
을 징벌하고 전군에 통보한 사건이 발생 하였습니다. 더욱 웃긴 것은, 
전우의 말에 의하면 그들 보다 급이 2단계 높은 군사 지도자가 소위
비판대회란 엄숙한 장소에 직접 출석하여 비판을 하였습니다. 이는 중국
공산당의 연극이자 닭을 죽여서 원숭이에게 보이는 행위이기도 합니다. 
그분이 저에게 전 달해 준 정보를 보고 놀랬어요. 중국 해방군이 양식
절감하기 시작 하는 것은 중국 식량재고가 큰 문제 발생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11/11）某武裝部隊，昨天，因為所謂的戰士們
浪費糧食，進行了懲罰，還通報了全軍。更誇張的
是什麼，這位戰友說，他們的高兩級的軍事領導親
自指揮，親自批評，親自出席這個嚴肅的所謂批判
大會。這都是共產黨演戲哪，殺雞給猴看，殺一儆
百。當我看到他給我說這消息的時候，我說，完了
，中國要出糧食大問題啦。解放軍就開始禁糧，省
糧，演戲，那就要出大事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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