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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공산당 외교부는 아직 당선되지 않은 바이든과 해리스께 축하를
표했다. 중국 공산당은 미국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국제
언론과 함께 가짜 뉴스를 퍼뜨렸다.

中共外交部向尚未當選的拜登和哈里斯發表祝賀。
中共同國際媒體一起製造假新聞，企圖通過新聞宣
傳的方式，左右美國大選結果。



미국은 바이트댄스의 금지령 30일 집행 지연 요청을 거부하고 27 
일까지 15일의 지연만 허락하였다. 기존에 미국 정부는 국가 안보
사유로 틱톡을 12일부 금지로 발효했었다.

美國拒絕了字節跳動公司提出的再延長運行30天的請
求，只給了15天的延期，到27號。美國政府基於國家
安全疑慮，此前曾下令禁用TikTok，原定12日生效；



폼페이오는 대만은 중국의 일부가 아니라고 표하였다.

蓬佩奧稱台灣不是中國的一部分。



상하이 지역에서의 중국 공산당 바이러스 팬데믹으로 많은 시민들이
핵산 검사를 받게 되었다.

上海疫情爆發，大批市民接受核酸檢測。



중국 공산당 당국의 경제 침체가 심하여 정저우(鄭州) 중원완다거리
(中原萬達金街)에서 거의 반에 달하는 매장이 폐업 하였다.

中共國經濟衰退嚴重，鄭州中原萬達金街近一半多的門店停業。



대선 후 트럼프는 처음으로 미국 투자자들의 중국전신(中國電信), 중국
이동(中國移動), 하이크비젼(海康威視)등의 중국 군사 관련 31개
기업에 투자하는 행위를 금지하였다.

大選後川普首度頒布行政命令，禁止美國投資者對
有中國軍方背景的企業,如：中國電信、中國移動、
海康威視等共計31家, 進行投資。



홍콩의 마지막 영국 총독 크리스 패튼은 “기존의 홍콩은 세계에서
가장 자유로운 도시 중 하나이자 아시아의 금융 중추이다”고 말했다. 
공산당은 이 모든 것을 망가뜨리고 홍콩의 법치와 사법적 독립을
파괴하였다. 크리스 패튼은 또한 서방 사회와 연합하여 중국 공산당에
대항할 것을 호소하였다.

香港最後一位英國總督彭定康說香港曾是世界上最自由的城市
之一，亞洲金融樞紐；共產黨破壞了這一切，也破壞了香港的
法治和司法獨立。彭定康還呼籲西方社會聯手反對中共。



(루 돕스의 루디 줄리아니의 인터뷰, 11/11) 우리는 어제 펜실베니아에서 소송
을 시작했고, 연방 판사와 일정을 잡아 간단한 진술을 발표하여 가능한 빨리
청문회를 개최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우리는 또한 약 50명의 증인을
확보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주류 언론이 우리가 증거가 없다고 하는
것은 가짜 뉴스이며 우리의 많은 증거를 보여줄 것입니다. 그들은 여태껏 거짓
말을 해 온 것처럼 이번도 완전한 거짓말 뿐입니다. 우리는 준비가 되었고 내일
바로 재판을 진행해도 문제 없습니다.

（魯迪·朱利安尼接受魯道柏採訪，
11/11）我們昨天在賓州發起了訴訟，
並和聯邦法官約好了日程做簡要陳述，
希望盡快舉行聽證會。我們還決定徵召
部分50位證人。我向你們保證我們有大
量的證詞。不是主流媒體所說的我們沒
有證據，那是絕對的、徹底的謊言，就

像多年以來它們一直撒謊一樣。我們已
經準備好了，明天開庭都可以。



(Real America Voice 기자 Ben Bergquam의 아리조나 고참병 인터뷰, 11 
/11) 수십 년 동안, 사회주의 국가들은 미국을 파괴하려 하였고 미국 내부
에서 부터 이를 실행하였습니다. 현재 우리 정부와 중의원 하원에
사회주의자들이 이미 침투해 있습니다. 이에 공화당원이든 민주당원이든
진정한 미국인이라면 그들에게 지나친 관용을 베풀면 안될 것입니다. 
헌법을 옹호 하지 않고 헌법을 파괴하려고 계획하는 자라면 여기에 속하지
않겠죠.

（亞利桑那州老兵接受Real

America's Voice記者本·伯格誇姆
採訪，11/11）幾十年來社會主義
國家一直想摧毀美國，而且他們從
內部做到了。現在已有社會主義分

子在我們的政府、眾議院裡面，真
正的美國人，無論是共和黨還是民
主黨，都不應姑息他們。如果你不
能維護憲法，如果你的計劃是破壞
憲法，那麼你不屬於這裡。



(11/11) 최근, 저의 방향은 양보이다. 이제 폭로혁명의 다음 단계, 즉 중
국 국민들을 단결하여 중국 공산당의 정체성을 분명하게 확인하게 하는 다
음 단계를 시작할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보다 더 중요하다. 전국 국민이
깨어나야만 공산당을 타도할 수 있습니다. 중국 공산당을 최종적으로
타도하는 것은 반드시 중국 공산당 내부에서 깨어난 중국인들로 실현 될
것입니다. 중국인들이 깨어나지 않는다면 중국 공산당을 타도한다 해도 큰
혼란이 일어날 것입니다. 미국으로 중국 공산당을 타도해왔고, 중국
공산당의 자기 비판은 이미 성숙 되었습니다. 이제 전체 민중이 중국
공산당을 타도하고 전세계가 중국 공산당을 타도하는 것이 우리의 제일
핵심적인 일입니다.

（11/11）我最近的用心就是讓，現在要開始
爆料革命的下一個節奏，把全國人民團結起來
看清楚共產黨。這比啥都重要。只有全國人民
站起來那一天，才能把共產黨給滅了。最終滅
共一定是靠以共滅共還有中國人的崛起。中國
人要是自己沒有清醒過來，滅了共也是大亂。
以美滅共、以共滅共已經成熟，現在全民滅共
全世界滅共就是我們現在最核心的工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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