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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옌아티(煙台) 고교에서 10월 2일부터 시작된 학생운동은 10월 15 
일까지 진행되었고, 참석한 학생연합회 전체 구성원들은 모두 실종
및 연락 두절되었다. 몇몇 사진 단서로 보면, 그들은 체포 되어 경찰
무장차량에 실려간 걸로 보인다.

煙台高校自10月2日發起的學生運動，截止10月15日，學聯全體成員
失踪且失聯。根據有限的圖片線索判斷，全部都被警用武裝車載走。



2. 미국 농업부에서 8월에 ‘중국 돼지고기 비축이 2020년 하반기에
고갈될 수 있다’는 보고서를 공개하였다.

美國農業部8月公佈的一份報告指出，中國的豬肉儲備可能
在2020年第三季度耗盡。



3. 미국 국무 장관-폼페이오는 올년말 중공이 미국에 설치한 스파이
기구인 공자학원을 모두 폐쇄하겠다고 발표하였다.

美國國務卿蓬佩奧宣布年底前關停中共在美的間諜機構孔子學院。



4. 중국 공산당 주 캐나다 대사는 “홍콩 사태에 항의하는 자들을
비호하면 안된다”라고 캐나다 트뤼도정부를 협박하였다.

中共駐加拿大大使威脅特魯多政府：不要
給香港抗議勇士提供“政治庇護”。



5. 2020년 10월 15일, 중국 공산당 신장 위구르 자치구의(新疆維吾
爾自治區) 파음곽릉몽고자치주(巴音郭楞蒙古自治州)
춰창현(若羌縣)에서 엄격한 출입통제를 다시 실시하였다.

2020年10月15日，中共國新疆維吾爾自治區巴音郭楞蒙
古自治州若羌縣又開始嚴格管控進出。



6. 칭다오(青島) 도시 봉쇄 후, 칭다오(青島)에서 시안(西安)으로 돌아가도
14일 자택격리를 해야 한다. 동영상에서 볼 수 있듯 중국의 한
기차역에서는 중국 공산당 바이러스를 엄격히 검사 중이다.

青島封城，青島回西安都要居家隔離14天；
視頻顯示，大陸某火車站嚴格篩查中共病毒。



7. 사진의 차주는 중공 검은 경찰의 핍박을 견뎌지 못하고 반항하는데, 
오히려 중공 검은 경찰은 차주가 자기를 습격했다고 기소 하였다.

車主不堪中共黑警逼迫而奮起反抗，被控襲警。



8. [터커 칼슨 저녁 뉴스, 10/13] 일요일 저녁 NBA 결승전에 서
로스앤젤레스 레이커스는 마이애미 히트를 꺽고 NBA 챔피언을
거머쥐었습니다. 하지만, 관중은 매우 적었고 시청률 은 약 550만 명
뿐이 였다. 이것은 바로 재난이다! 기타 체육연맹에 비해 NBA는 완전히
정치적인데 우리 미국을 위하지 않는 자들과 정치인들 및 중국 공산당
모두 관련되어 있습니다.

塔克・卡森10月13日晚間新聞：洛杉
磯湖人隊週日晚上擊敗邁阿密熱浪隊贏
得NBA冠軍。觀眾非常少，收視率僅有
約550萬人，這是NBA史上最低紀錄。
這是一個崩潰！是一場災難！為什麼？
相比其他體育聯盟，NBA已經完全擁抱
了政治，並且擁抱那些不喜歡這個國家
的人、政治人物以及中共。



9. [스티브 배넌, 10/15] 이번 주말, 우리는 중국인들이 발언할 수
있는 특별한 프로그램을 제작하였습니다. 그들은 “중국 공산당은
악마입니다. 그들은 우리의 문화와 사회를 붕괴시켰고, 우리를
로봇으로 삼았으며 감옥에 던져 넣고 우리의 생활을 철저히
통제했습니다”고 중국 에서 이미 발생했고, 현재도 발생하고 있는
충격적인 현실을 이야기 하였습니다. 바이든 가족은 중국
공산당한테서 피 묻은 돈을 받고 스스로를 위한 호화로운
보금자리를 마련했습니다.

史蒂夫・班農10月15日：每個週末，我們
在做週六讓中國人發聲的特別節目。老百
姓訴說著在中國那兒發生的令人震驚的事
情，“（中共）是魔鬼，他們毀了我們的
文化和社會，把我們當機器人，把我們扔
進監獄，徹底控制我們的生活。” 拜登家
族從中共獲取帶血的錢構築自己的享樂窩
。



10. G-Fasion의 공식 오픈과 온라인 주문 활성화를 축하한다! G-Fasion
창시자 궈원구이(郭文貴) 선생은 그의 폭로혁명을 지지하는 모든 전우들
및 패션 애호자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자신, 파워, 뷰티, 문화, 생활, 존중, 민중등의 요소는 오로지 패션으로만
융합하여 표현할 수 있습니다.”

祝賀！G時尚已正式上線並實現網絡下單訂購操
作。在開啟G時尚之際，郭文貴先生有些話想對
所有支持他的爆料革命的戰友們以及所有時尚
愛好者說：“自信、力量、美麗、文化、生活、
尊重、民眾，只有時尚能將這一切融合在一起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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下期再见
다음 회에 다시 만나요.

一切都已經開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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