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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올해, 중국 대륙은 중국 공산당 바이러스, 황충재앙(蝗災), 홍수,
태풍 등 재해가 지속되어, 옥수수 판매가격은 최근 4년 이래의 최
고봉에 도달하였다.

大陸今年因疫情，蝗災，洪水，颱風等災害不斷，致玉米價格創4年新高。



2. 최근 중국 유명한 유제품 기업인 - 광밍유업(光明乳業)은 ‘나에게 광명
을 주세요’라는 광고문구 사용으로 인해 30만 위안의 처벌을 받았다. 그
이유는 사용한 광고문구는 나라 이익 및 존엄을 침해하였다고 한다. 중국
공산당의 통치 하의 사기업이든 개인이든 모두 언론 자유가 없다.

近日國內著名乳製品企業光明乳業因為廣告詞“請給我
光明”被罰款30萬，理由是損害了國家利益和尊嚴。在
中共國無論是私企業，還是個人都無言論自由。



3. 10월 16일, 중국 대륙 어얼둬쓰(鄂爾多斯) 경찰 측은 ‘G 시리즈는 사
기이다’란 공고문을 삭제하였다. 중국 공산당은 국내 국민들에게 폭로
혁명(爆料革命)이 더 많이 알려질까봐 온갖 방법으로 폭로혁명(爆料革
命)에 오명을 씌우고, 국내에서 그 어떤 폭로혁명(爆料革命)에 관한 문
구도 사용하지 못하게 하고 있다.

10月16日大陸鄂爾多斯警方刪除G系列是騙局的通告。
共產黨不僅千方百計污名化爆料革命，更不敢在國內提及
任何關於爆料革命的字眼，怕國內百姓了解到爆料革命。



4. 중국 공산당의 세뇌는 어린이집부터 대학교까지, 심지어 유학생조차
피할 수 없다. 하이난성 정부(海南政府)는 중국 공산당이 유학생의 사
상을 통일화 시키려고 더욱 쉽게 통치하기 위해 귀국한 유학생들에게
홍위병(紅衛兵) 복장을 입히고 그들에게 세뇌 교육을 한다.

共產黨的洗腦從幼兒園覆蓋到大學，甚至是留學生：海南
政府讓歸國留學生穿上紅衛兵服飾，給他們開會企圖對他
們進行洗腦，便於統一他們的思想，好被共產黨所統治。



5. 광저우(廣州)에서 중국 공산당 바이러스 폭발된다. 광저우(廣州) 화두
시링(花都獅嶺)에서 전면적으로 바이러스 검사를 진행하였다. 중국 공산
당 멸망하지 않으면 바이러스는 영원히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廣州疫情爆發：廣州花都獅嶺開展大範圍病毒
檢測。 CCP不滅亡，病毒永遠不會消失。



6. 10월 16일 랴오닝(遼寧) 모 초등학교에서 여러 명 초등학생이 식중독
으로 의심 되었다. 올해 중국 각 지역에서는 이미 여러 차례 중학생, 초
등학생의 식중독 사건이 발생하였다. 중국 공산당 체제의 부패가 바로
학교 식중독 사건이 계속 발생하는 근본적인 원인이다.

10月16日遼寧小學多位學生疑似⻝物中毒。今年中共
國已發生多起各地中小學生食物中毒事件，中共體制
性腐敗,就是學校毒食品事件不斷發生的根本原因。



7. 트위터는 뉴욕 포스트 발간한 미국 대통령 후보자 조 바이 든(Joe
Biden) 아들인 헌터 바이든(Hunter Biden)의 스캔들에 관련된 신문을 차
단하였다. 이 보도에서는 헌터 바이든(Hunter Biden)이 아동학대, 수뢰등
여러 위법 행위를 적발하였다.

推特屏蔽紐約郵報關於美國總統候選人喬∙拜登兒子
亨特∙拜登相關的醜聞報導文章，該篇報導揭露了亨
特∙拜登犯有虐童、受賄等多項違法行為。



8. [로이터(Reuters), 10/17] 홍콩 시위ㅈ ‘왕씨 할머니’는 토요일에 자기가
중국 공산당에게 체포된 후, 선진(深圳)에서 한달 반의 감옥 생활때 정신적
학대를 받았을 뿐만 아니라 중국공산당이 1년 넘게 홍콩에 돌아가지 못 하게
가로막았다고 표하였다. 그가 풀린 후 “나는 공산당이 내가 홍콩으로 귀가하
는 것을 가로막을까 봐 매시매초 공포 속에 처하였고, 전화 받기도 두려워했
습니다”라고 최초로 대중에게 말하였고, 그가 아직도 국가보안인원의 정기적
인 방문 수사를 겪고 있다고 하였다.

64歲的香港抗議人士“王婆婆”週六發
聲說在深圳長達一個半月的關押中，
遭受精神虐待，而且一年多以來中共
當局一直阻止她回家。“我害怕他們會
阻止我回香港，我每秒鐘都處在恐懼
中，害怕接聽電話。”這是她釋放後首
次對公眾講話。她說她還遭到國安人
員定期地上門探查。



9. [루디 줄리아니(Rudy Giuliani), 10/17] 거액의 돈이 중국 공산당 당국에서 흘러
나왔다…이는 조 바이든(Joe Biden)이 중국 방문 결과가 실패되었습니다. 약 6일
뒤 헌터 바이든(Hunter Biden)은 거의 쓸모 없는 사모펀드 기업에게 10억 달러 준
다고 약속한 편지를 받았습니다. 조 바이든 (Joe Biden)이 미국 국가 안전 문제를
위하여 일본과 협상했을 때, 그의 아들은 중국 공산당 정부의 파트너로 되어 버렸습
니다. 미국 패배인 반면, 바이든 가족은 이겼습니다. 조 바이든(Joe Biden)이 중국
공산당의 파트너로 되어버린 것입니다. 우리 가지고 있는 메시지는 이 뚜렷한 사실
을 증명할 수 있고, 돈은 분명히 조 바이든(Joe Biden) 손에 들어간 것입니다.

（魯迪·朱利安尼，10/17）大筆錢來自中共國
······ 喬·拜登訪問中共國之行慘敗。大約六天后
，亨特·拜登收到一封信，信上承諾給一個幾乎
沒什麼用的私募股權基金公司十億美元。當喬·

拜登在敏感的國家安全問題上為美國和日本談
判時，他兒子卻成為中共國政府的合夥人。美
國輸了,拜登家贏了. 喬·拜登就是（中共）合夥
人。我們手裡的短信能證實顯這顯而易見的的
事情，很明顯錢到了喬·拜登手上。



10. [궈원구이(Miles Guo), 10/13] 우리 폭로혁명(爆料革命)은 목숨과 진심으로
사람들을 일깨웁니다. 이렇게 큰 미국도 중국 공산당을 도전하기를 두려워했습
니다. 중국 공산당은 20 여만 명의 미국인을 살해하였고 수 백만 명 의 사람들
바이러스 감염되게 하였으나, 용기를 내여 이는 ‘중국 공산당 바이러스’라고 말
한 사람은 없었습니다. 수 천만 명의 사람들이 감염되었고, 수 백만 명의 사람이
죽었지만 감히 나서서 중국 공산당을 도전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오로지 우리
폭로혁명(爆料革命)만이 두려움, 무서움, 이기심을 버리고 진실을 세계에게 전
파하고 있습니다.

（郭文貴，10/13）我們的爆料革命是
用生命，是用真情。這麼大的美利堅
共和國不敢挑戰中共。中共殺了美國
20幾萬人了，幾百萬人得了感染病毒
了，沒人敢說“中共病毒”的。人類上
幾千萬人被感染病毒了，死了上百萬
人了，沒人敢站出來挑戰中共的。只
有我們爆料革命唯真不破無畏無懼無
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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