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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중국 공산당의 언론은 식량 위기를 고의로 무시하고 산업의 회복이 중국
동북부의 옥수수 가격을 올려 놓았다고 전했다.

中共媒體刻意忽略糧食危機，只宣傳行業復蘇帶動東北玉米價格大漲。



2.칭다오(青岛) 발발로 인해 베이징은 입국 인원을 제한 해 하루에 약 500 명을
허용했다.

由於青島疫情爆發，北京限制進京人數，每日允許約為500人。



3.미 국무부 차관은 중국 공산당이 대기, 토양, 물, 자유 환경에 악의적 인
피해를 입혔다 고 비난했고, 자오리잰(赵立坚)는 미국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美國務院次卿指責中共惡意破壞空氣、土壤、
水，還有自由的環境，趙立堅稱美撒謊。



4. 10 월 13 일 폼페이 오 미 국무 장관은 유엔 인권 이사회가 중국 공산당, 
러시아, 쿠바를 포함한 권위주의 정부를 수용 한 것에 대해 비난했다.

10月13日美國務卿蓬佩奧譴責聯合國人權理事會擁
抱威權政府，將中共，俄羅斯和古巴納入其中。



5. 10 월 13 일 중국 외무 장관 왕이(王毅) 는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에
반대했다. 중국 공산당은 미국이 이끄는 정의 세력의 단결로 엄청난 압력을
느꼈다.

10月13日，中共外長王毅反對美國印太戰略。中共已感
受到以美國為首的正義力量聯合起來的巨大壓力。



6.차이잉원(蔡英文) 대만 대통령은 10 월 13 일 미국 요원들과 함께 레이더
기지를 조사하여 대만과 미국 간의 새로운 수준의 군사 협력을 예고했다.

10月13日台總統蔡英文和美方人員一同視
察雷達站，預示台美軍事合作新高度。



7.대만 전우들의 항의 : 대만의 거물-대만 중앙 방송이 중국 공산당의 스파이
샤예량(夏業良)을 인터뷰하고 대만 국민들을 오도하며 중국 공산당의 외국
선전 방송국으로 되었다.

“臺灣戰友抗議：臺灣大牛-臺灣中央廣播採訪中共間
諜夏業良，誤導臺灣人民，淪為中共大外宣電臺。”



8. (아리랑 뉴스, 10/14) 한국 과학 기술원은 물방울을 이용해 중국 공산주의
바이러스를 죽이는 기술을 개발했다고 밝혔다. 이승수 교수와 그의 팀은 이
새로운 기술로 생성 된 물방울이 박테리아와 바이러스를 죽일 수 있지만 인체
건강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 과정을 "정전기 분무"라고 한다.
이러한 입자는 물방울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공기 중에 더 오래 머무르며 좋은
소독제가 될 수 있다.

（阿里郎新聞，10/14）韓國科學技術院宣佈
，已開發出使用水滴殺死中共病毒的技術。
李勝秀教授及其團隊說，這項新技術產生的
微滴可以殺死細菌和病毒，但不影響人體健
康。這個過程叫做“靜電霧化”。因為這些顆
粒被包含在水滴中，所以在空氣中滯留時間
更長，可以成為很好的消毒劑。



9. (잭 맥시, 10/13) 테드 로스 씨, 역사상 전체 행성을 폐쇄 할 전략이 없었음을
상기시키고 싶습니다. 그래서 지난주 과학자들은 (대배 링턴 선언) 선언을 내놓고
봉쇄 개방을 옹호했습니다. 왜냐하면 도시 폐쇄는 젊은이들에게 점점 더 많은
피해를 입히고 더 많은 자살이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중국의 시대는 세계 경제를
파괴했습니다 .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사람들은이 질문에 무엇을 묻기
시작했습니다.

（傑克·麥克西，10/13）譚德塞先生我要提
醒你，歷史上我們從未有過關閉整個星球的
戰略。所以上週科學家們提出（大巴靈頓宣
言）宣言，主張打開封鎖，因為封城正對年
輕人造成越來越大的傷害，越來越多的自殺
發生，我們也許故意在近代歷史上最偉大的
時代，破壞了全球經濟，而這究竟是為了什
麽？人們開始問這個問題，為了什麽。



10. (Mr. Guo, 10/13) 노인 (줄리아니)은 공산당을 제거해야한다고 반복해서
말씀했습니다. 공산당 고위층 관리자들은 줄리아니를 두려워했는데 줄리아니가
뉴욕에서 5 명의 갱스터 가족을 붕귀함으로 뉴욕의 부동산이 몇십배나
증가했습니다. 중국 공산당은 자신들이 갱스터라는 사실을 알고 줄리아니가
그들에게 RICO 법 사용 할것을 걱정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줄리아니에게 당신은
RICO 법안을 사용하시라고 말했습니다. 줄리아니는 그 자리에서 총선이 끝나고
미국은 미국내 공산당의 스파이망, 그리고 공산당의 가족과 재산에 대해 RICO
법을 확실히 사용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郭先生，10/13）老人家（朱利安尼）就一再說，我們必須滅
掉共產黨。共產黨的高官怕朱利安尼，為什麼，朱利安尼是幹掉
了紐約的五個黑幫家族，結果讓紐約的地產增長了幾十倍。中國
共產黨自知自己就是黑幫，他就擔心朱利安尼對他們使用RICO

法案。所以我就跟他說，朱利安尼先生你要用RICO法案。朱利
安尼當場就說，他說只要是大選過後，美國一定會在美國的共產
黨的間諜系統還有共產黨的家人和家產一定會使用RICO法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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