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텐진(天津) 전염병이 발생하여 텐진시 정부에서는 예방 및 통제 기자
회견을 열었다. 11월 9일 현재 확진자와 무증상 감염이 각각 “1명“씩
발견했고 모 소식에 근거하면 11월 7일 현재 확인된 감염 사례가
138명에 달하였다고 했다. 텐진시 정부에서는 빈하이신구(濱海新區)
한구제(漢沽街) 60,789명 인구에 대하여 핵산 검사를 실시할 거라고
발표하였다.

天津疫情爆發，天津開防控發布會介紹稱：截止11月
9日天津發現確診病例和無症狀感染病例各“1例”，另
有消息卻顯示11月7日確診感染人數即已經達到138人
；天津稱將對濱海新區漢沽街60789人展核酸檢測。



중공국의 여러 지역에서 코로나 사태가 폭발하자 그 책임을 수입
냉동식품에 덮어 씌우려고 하였다.

中共國多地爆發疫情，並將疫情爆發原因推卸到進口的冷鏈食
品。



Pfizer’s(輝瑞) CEO는 “백신은 90%의 효과로 모든 것을 바꿀 수 있
고 미국 환자들에게 무료로 접종할 수 있을 거라 믿습니다＂고
말했다. Pfizer는 중국 공산당과 밀접한 관계를 맺었으며 심지어
연구개발 센터를 상하이에 설립했다. 그러므로 백신을 믿을 수가
없다.

輝瑞CEO稱：疫苗90%有效，將改變一切，相信
美國患者可免費獲得疫苗。輝瑞與中共關係密切
，更有研發中心設立在上海；疫苗不可信。



랴오닝(遼寧) 안산(鞍山)의 모 공장이 폭발하자 버섯 구름이 하늘로
솟아 올랐다. 허나 공장 담당자와의 기자 인터뷰에서는 사망자도 없고
대기 오염도 안 돼는 경미한 폭발이라고 하였다.

遼寧鞍山一工廠發生爆炸，蘑菇雲直衝雲霄；記者採訪工廠
負責人，對方卻稱是輕微爆炸，沒有任何人員傷亡和空氣污
染。



영국을 뒷이어 스웨덴(瑞典)도 Huawei를 비롯한 중국 기업을 본국
5G 네트워크 시스템에서 제거를 한 또 하나의 유럽 국가였습니다.

繼英國之後，瑞典成為又一個將華為等中共企業排
除在其5G網絡系統之外的歐洲國家。



홍콩 동포들은 공산당의 백색 테러 속에서도 여전히 트럼프를 지지하기
위하여 시위에 나섰다. 홍콩은 중국의 예루살렘(耶路撒冷)이며, 홍콩인들
은 중국 공산당의 강권 정책을 두려워하지 않고 민주주의와 자유를 위해
노력하는 중화 자녀로서 존경을 받아야 한다.

香港同胞在共產黨白色恐怖中，依然上街遊行支持
川普；香港是中國的耶路撒冷，香港人民是值得尊
重的不畏中共強權爭取民主自由的中華兒女！



미국 해군은 대만에 도착한 후 4주 간 지속적으로 실전 훈련을 진행 하
였다.

美國海軍抵台連續四周實戰操演。



(11/10, <뉴욕포스트> 칼럼니스트 미란다 디바인의 스카이뉴스 호주
인터뷰) 아직 도널드 트럼프(선거에서 승리 할 가능성)을 배제 할 수
없다. 트럼프 캠페인 팀은 모든 경합주에서 여러 건의 소송을 하고 있다. 
이 주 들에서 상당수의 투표 위반 현상이 발생하였고 심각한 투표 계수
사기 혐의도 있으며 공화당 개표 조사관을 비롯한 법률 권한이 있는
자들의 개표 감시 구역 진입을 거부하였다. 이와 동시, 한밤중에 갑자기
출처를 알 수 없는 투표가 집게 되어 대통령 선거 상황이 극변 되었다. 
위의 의 심되는 현상에 대하여 진상이 명확해 질 때까지 계속하여 추적
보도를 할 것이다.

（《紐約郵報》專欄撰稿人Miranda Devine，Skynews

Australia，11/10）還不能排除唐納德·川普（勝選的可能
）。川普競選團隊正在所有搖擺州發起多項法律訴訟，因
為這些州發生了很多違規投票的情況，還有相當嚴重的計
票舞弊嫌疑，包括共和黨的計票監察員，儘管有法律授權
，但還是被拒絕進入計票區監察計票。同時還有大批來歷不
明的選票在半夜突然被計入，立即改變了大選形勢。對於
以上種種可疑跡象，我們將會持續跟踪報導直到事情水落
石出。



(11/9) 여러분들(워룸의 시청자들, 중, 미 양국 국민들)은 이미 세계 역사를 바꾸고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이번 선거는 미국 여태껏 가장 중요한 선거이고 그 뿐만아니라 중화 5천년
이래 가장 중요한 역사 사건이기도 합니다. 이때, 다보스 정상회담에 참석한 고위 인사들은
자신이 지지하는 정권이 곧 권력을 잡을 것이라고 믿고 샴페인 열고 축하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들이 계속하여 정치, 경제를 지배할 것이라고 믿고 있기 때문에 피터 나바로와 보브
라이트시저의 말을 더 이상 들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고 미친 배넌의 말도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샴페인은 베이징에서 부터 런던 펀딩타운, 뒷 이어 윌가까지 열 것이고
그들은 필히 카니발을 위해 모든 럭셔리 스위트룸을 예약 했을 것입니다. 이는 바로 이번
사기의 진실이고 주식시장의 상승 추세는 물론, 그들은 백신까지 발표했습니다.

（11/9）你們（War room的聽眾，中美兩國的普通老百姓
）已經改變了世界的歷史。要知道，這次選舉不僅是美國史
上最重要的選舉，也是中華文明五千年以來最重要的歷史事
件。此時達沃斯峰會的權貴們正在開香檳慶祝。因為他們認
為自己支持的黨派就要當權了，大家不必再去聽Peter 

Navarro，不必再去聽Bob Lighthizer，甚至連瘋狂的
Bannon也無所謂了，因為他們要繼續主導政治經濟了。這
香檳要從北京開到倫敦金融城，再開到華爾街，他們一定已
經包下了所有的豪華套房來用來慶祝狂歡。這就是這場騙局
的真相，股市當然要漲，而且他們也把疫苗搬出來了。



(11/11) 사건의 부작용이 이렇게 클 것이라고 여러분들은 예상치 못 했을
것입니다. 솔직히 말하자면 타이완 시민들이 1,000억 달러로 무기를
구매한다고 해도 미국 국민들한테 가한 상처는 되돌릴 수 없을 것입니다. 
이번 대통령 선거 후 미국의 핵심이익과 국제전략은 반드시 아시아에
집중할 것입니다. 이 시국에서 타이완이 이런 멍청한 짓을 했다니! 반면
홍콩인들이 미국 국기를 내 세운점이 너무나도 현명했어요. 트럼프
대통령은 홍콩에 대해 죄 책감을 느끼기 시작하였고 요 며칠 사이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려고 합니다. 홍콩인들은 크게 승리할 것입이다.

（11/11）你們沒有想到，這件事情副作用太大了
。台灣人民，說實在話，你拿一千億美元再來買武
器你都換不回來這裡邊的一個零頭兒對美國人的傷
害。這次大選之後，美國的核心利益和她的國際戰
略一定是亞洲。你說你台灣這時候幹這個愚蠢的事
情。香港人民非常聰明，打出了美國國旗。川普總
統現在感覺到對香港有點愧疚了，要對香港做點兒
實在事兒啦這兩天。香港人民會大贏。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 51,354,187

下期再见
다음 회에 다시 만나요.

一切都已經開始
모든 것이 이미 시작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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