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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만여명 트럼프 지지자들이 워싱턴에서 모임을 가졌고, 중국
공산당은미국에서 Antifa 폭동을지원했다.

華盛頓百萬挺川集會，中共支持Antifa在美国发动暴乱。



폼페이오는 리건 연구소에서 미국과 중공 사이의 전쟁은 자유와 극권의 전
쟁이고 ,미국은 중국 인민에게 인터넷 방화벽 제거를 도울 것이며 중국
인민은전소련인민처럼중국공산당을전복할것이라고연설하였다.

蓬佩奧在裡根研究所的演講說美國和中共之爭是

自由與極權之戰；美國將幫助中國人民推倒防火
牆，中國人民會同前蘇聯人民一樣推翻中共。



캐나다 주 유엔 대사는 중공의 종족 멸절을 비난했다. 중공은 “종족 멸절 공
약”을 위반했음으로 캐나다 의회에서는 중공이 신장(新疆)에서의 폭행을 종
족멸절죄로판결했다.

加拿大駐聯合國大使譴責中共種族滅絕。由於中
共違反《滅絕種族公約》，加拿大議會將中共在
新疆的暴行定義為種族滅絕罪。



중국 중앙은행은 8000억 위안 중기채무 재담보를 통해
유동성화폐 2천억위안을방출했다.

央行對8000億中期債務進行再次抵押，釋放流通貨幣2千
億。



중공은 이미 46개 출입국 항구와 66개 변민통로를 금지한 기초
에서 팬데믹 통제 이유로 주민여행, 친척방문, 친구방문 등 사유
출입국을제한하였다.

中共在已經關閉了46個出入境口岸、66條邊民通道的基礎上
，又以防控疫情為由，勸阻和限制居民旅遊、探親、訪友等
出入境。



중공은 뉴질랜드 수입 소고기에서 CCP바이러스가 검출되었다고 발표했
다. 뉴질랜드총리아던은 소고기수출시 코로나바이러스가검출되지않
았으며 중공에서 어떤 공식통보도 받지 않았음으로 진실을 규명하기 바
란다고응답했다.

中共稱從新西蘭進口牛肉驗出CCP病毒，新西蘭總理阿德恩辯
護說牛肉出口時沒有任何冠狀病毒跡象，而且沒有收到中共的
任何官方正式同通知，希望弄清事實。



캐리 람은 “홍콩기본법”을 이용하여 중공에게 4명 민주파 의원 의원자격 취
소를 요청했다. 그후 전체 19명 민주파 의원이 집단사직을 발표했고 강렬하
게 항의했으며 일국양제의 종결을 공식 발표한 것이라며 북경을 비판하였다.
이것은홍콩의회역사상최초반대파의원집단사직사건이다.

林鄭月娥借《基本法》，請求中共除去4名民主派議員資
格。隨後，全體19名民主派議員宣布集體總辭，作出強烈
抗議，他們批評北京正式宣布一國兩制死亡。這是香港議
會史上首次有反對派議員集體總辭。



(헌법 변호사 Jenna Ellis, Maria와 아침 인터뷰, 11/16) 총체적으로 말하자면 눈앞
에 두가지 일이 있습니다. 첫째는 Dominion 사건인데 저희는 이 소프트웨어가 미
시간주에서 6000개 투표조작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저희는 최소 미시간주에서
투표가 의도로 조작된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목하는것은 계표 관
찰원 입니다. 그들이 공화당인 신분으로 진입금지를 당했을 때 이 모든 투표는
폐기해야합니다.

（憲法律師Jenna Ellis，Mornings with Maria，11/16）總
體戰略著眼於兩件事。首先是這Dominion軟件，我們可以
證明它在密歇根州篡改了6,000票。我們知道，至少在密歇根
州這些票是有意篡改的。其次，我們關注的是計票觀察員，
當他們被禁止以共和黨人身份進入時，這些選票必須作廢。



(Raheem Kassam, 11/16) 토요일 낮 시위는 무사했으나 저녁 무렵
Antifa와 BLM 흑인단체(Black Lives Matter)가 젊은이, 가정, 아이와 노
인들을 괴롭히고 공격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The National Pulse
》 톱기사에서 “우리는 바이든, 카멀라 해리스, 낸시 펠로시 및 기타
민주당 의원이 그들을 비판하는 것을 보지 못했습니다＂라 고
보도했습니다.

（Raheem Kassam，11/16）週
六白天的遊行一片平和，黃昏時
，Antifa和黑命貴的黑衣團伙開
始騷擾和襲擊年輕人，家庭，孩
子和老人。《國家脈動》上的頭
條報導的是，我們沒有看到拜登
，賀錦麗，南希•佩洛西及其他的
民主黨人譴責他們。



(11/14) 국가 긴급상태는 두가지 핵심임무와 제일 핵심적인 목적을 의미
합니다. 첫번째는 중국 공산당과 경제 디커플링 입니다. 두번째는 모든
경제전쟁 뒤에 있는 준비는 현대화적인 사이버전쟁의 시작입니다. 여기
에가장핵심적인것은 사이버기업들을겨냥하는것입니다.

（11/14）它（國家緊急狀態
）意味著兩個最核心的任務，
最核心的目的。第一條，與中
共脫鉤，經濟戰。第二個，所

有經濟戰的背後的準備，就是
一個現代化的網絡戰爭的開始
，這個裏面最核心的是針對這
些網絡企業。



코로나바이러스

확진 55,428,596

下期再见
다음 회에 다시 만나요.

一切都已經開始
모든 것은 이미 시작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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