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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5G 상용화 일주년을 맞이하며 CCP 전문가들은 진실을
폭로했다. “이 기술은 매우 미숙하고 운영 비용이 매우
높다”

5G商業使用一周年，中共專家自爆實情：技術很不成熟、運營成本極高。



2. 중난산(鐘南山)은돈을벌기위해자신과이익관계가있는
백운산 브랜드 반란건(板蓝根)이란 약품이 CCP 바이러스
예방및치료에효과적이라는허위홍보를했다.

鐘南山為斂財謊稱與自己有利益交換的白
雲山牌板藍根是防治CCP病毒的有效藥。



3. 중국 공산당은 네이멍구(内蒙古) 에서 아동들에게 세뇌적인
군사 노예 훈련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中共用軍訓奴化教育洗腦內蒙古兒童。



4. 국가 에너지 관리국의 고위 관리인 류보우화(劉寶華)는
낙마하였다. 부정수단으로 부정 부패를 척결하고 탐욕으로
부정 부패를 척결하는 중국 공산당의 권력 투쟁에서 누구도
벗어나기어렵다.

國家能源局高官劉寶華落馬，以黑反貪、
以貪反貪，中共權力鬥爭之下無人倖免。



5. 중국 공산당은 칭다오 (青島 ) 코로나 폭발을
기층간부에게 책임을 전가하였다. 관련 기관 인원의 직무
유기, 책임 상실 문제에 대해 조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中共將青島疫情爆發推責給基層幹部：稱將會
對相關單位人員失職、失責問題進行調查。



6. 중국 농업 문제 전문가 허빙성(柯炳生)은 우리의 현재
콩은 대부분이 수입되고 있으며 연간 수입량은 국내
생산량의 약 5 배에 해당합니다.

中國農業問題專家柯炳生：我們現在的大豆都是進
口，每年進口的數量相當於國內生產的5倍左右。



7. "G-Fashion은 10 월 17 일에판매시작된다."자신감과신심, 능력과
영향력, 우아함과아름다움, 문화적함의, 활력, 존경과감탄, 사람을
근본으로패션만이모든것을하나로융합시킬수있습니다. "

"G-Fashion 10月17日上線。“自信和信心、能力和
影響力、優雅美好、文化蘊涵、生命活力、尊重敬仰
、以人為本- -只有時尚才能將這一切融合在一起。 "



8. (10/16,로이터) 로버트 오브라이언 미국 국가 안보 고문은 지난 금요일
아스펜 연구소가 주최 한 온라인 행사에서 중국 공산당이 신장(新疆) 지역의
무슬림에 대해 종족 멸종에 가까운 만행을 진행하고 있다고 언급했다.그리고
대만에 대한 반복적인 억압, 홍콩을 완전히 점령, 그리고 그들이 티베트에서
한 일, 이 모든 것이 민족 감소가 아니더라도 이미 종족 멸종에 매우 가깝다.
현재 중국 공산당이 더욱 심하게 거만 해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미국은 중국 공산당이 이 지역의 위구르 족, 기타 민족과 무슬림에 대한
잔혹한 행위를 비난하고 박해를 가한 공산당 관부들을 제재한다.

（路透社10/16）美國國家安全顧問羅伯特•奧布賴恩上週五
，在阿斯彭研究所主辦的在線活動中評論說，中共國正在對
新疆地區的穆斯林，實行接近種族滅絕的暴行，以及對台灣
一而再地霸凌，完全地接管了香港，還有在西藏的所作所為
，這一切如果不是種族滅絕的話，已經非常接近種族滅絕了
。可以說中共現在變本加厲，變得非常夜郎自大。因此美
國譴責中共國在該地區對待維吾爾族和其他少數民族穆斯林
的暴行，並製裁那些負責施加迫害的中共官員。



9. (10/16,스티브 배넌 ) Joe Biden은 미국 사람들에게 거짓말을
했으며 , 그는 수년 동안 중국 공산당과 거래하고 중국
공산당으로부터 돈을 받고 있었다. Bill Barr 사법 장관과 Ray FBI
국장은 2019 년 11 월과 12 월에 하드 드라이브를 받았습니다.
다음 두 가지를 직면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가? 첫째, 하드
드라이브를 트럼프 대신 론 존슨 상원 의원 (국토 안보)위원회에
넘겨주고 , 둘째 , 언론이 민주당 지지자들과 버니 샌더스
지지자들이 Joe Biden과 CCP 사이의 부패한 관계를 잘 살펴보게
이끌었기때문이다.

（史蒂夫·班農，10/16）喬•拜登對美國人撒謊，他多年以
來一直與中共做交易，收取中共的錢。司法部長比爾·巴
爾和聯邦調查局局長雷在2019年十一，十二月就得到硬
盤了，為什麼他們沒有立刻做以下那兩件事。第一，將硬
盤交給參議員羅恩·約翰遜的（國土安全）委員會，而不
是交給川普；第二，讓媒體看到民主黨的支持者和伯尼·

桑德斯的支持者好好審視喬·拜登與中共之間的腐敗關係
。



10. (10/13, 궈원구이님) G-Club과 G-Fashion이 패션 산업의 휘황을 만들어
냈으면 합니다. G-Club은 인류 역사상 모든 가난하고 세련된 사람들을 위한
합리적인 가격의 패션 플랫폼과 교량을 만들 수 있습니다.패션의 가장
중요한 것은 혁신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다른 한 가지는 패션이 자신감을
찾는 데 도움이 되고 패션이 자신을 찾고 발전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자신의 내심적 아름다움 과 외모상 아름다움을 보여주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패션은 당신에게 힘을 줄 것이고, 패션은 정말 당신을
성공시켜 줄 것입니다.

（郭文貴先生 10/13）我希望G-Club、G-

Fashion它創造Fashion界的所有的輝煌。G-

Club真正能創造人類歷史上讓所有的窮人和有
品位的人能穿得起用得起的時尚平台和橋樑。
Fashion我認為最最重要的就是創新，還有一
個，Fashion能讓你找到自信，Fashion能讓你
找到自我，同時提升自己。它是對自己內心的
美好和展示自己美好的一種方式。而且
Fashion會給你力量，Fashion真的會讓你成功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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