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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로리다 의사 그레고리 마이클의 사망과 코비드 백신의 연관성이 확실플로리다 의사 그레고리 마이클의 사망과 코비드 백신의 연관성이 확실
하다는 전문가의 소견.하다는 전문가의 소견.

백신 부작용백신 부작용

플로리다 의사 그레고리 마이클의 사망과 코비드 백신의 연관성이 확실하다는 전문가의 소견.

지난 주에 건강했던 마이애미 의사 그레고리 마이클이 코로나 백신을 맞고 사망했다는 소식을 나누었습니다.

http://blog.naver.com/spiritualwarfare/222200398462

그의 사인은 급성 특발성 혈소판 감소성 자반증으로 나왔는데, 2021년 1월 12일에 뉴욕 타임즈가 이렇게 보도했습니다;

'그레고리 마이클의 치료에는 관여하지 않았었던 존스 홉킨스 대학의 혈액 장애 전문가 제리 스피백 (Jerry L. Spivak) 박

사는 그레고리 마이클의 아내의 증언을 토대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백신이 관련되었다는 것은 의학적으로 확실하다고 생백신이 관련되었다는 것은 의학적으로 확실하다고 생

각합니다각합니다. 이것은 매우 드문 일일 겁니다. 그것은 발생했고, 그것은 또 다시 발생할 수 있습니다.” '

https://www.nytimes.com/2021/01/12/health/covid-vaccine-death.html

적어도 전문가가 사망 원인이 코로나 백신과 관련이 있다고 인정한 첫번째 사례인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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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1월 12일 뉴스. 코로나 사망 없던 미국 요양원에서 백신 접종 22021년 1월 12일 뉴스. 코로나 사망 없던 미국 요양원에서 백신 접종 2
주 만에 24명 사망주 만에 24명 사망

백신 부작용백신 부작용

193명이 접종했는데 24명이 사망했습니다.

아래 링크에서 기사 전체를 읽어 보세요.

http://www.upinews.kr/newsView/upi202101120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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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1월 6일 뉴스. 건강하던 마이애미의 산부인과 의사가 코로나 백2021년 1월 6일 뉴스. 건강하던 마이애미의 산부인과 의사가 코로나 백
신을 맞은 후 사망했습니다.신을 맞은 후 사망했습니다.

백신 부작용백신 부작용

2021년 1월 6일 뉴스. 건강하던 마이애미의 산부인과 의사가 코로나 백신을 맞은 후 사망했습니다.

의사 그레고리 마이클(Dr. Gregory Michael)이 화이자 코로나 백신을 맞고 2주 후에 사망헀는데, CDC는 그의 사망 원인

을 조사하고 있다고 확인했습니다. 그는 지난 15년간 플로리다 마이애미 비치에서 진료를 해온 산부인과 의사이며, 56세

였습니다. 그는 12월 19일에 백신을 맞았고, 1월 3일 밤에서 4일로 넘어가는 시간에 사망했습니다. 화요일(5일)에 부검

이 실시되었으며, 검시관과 협력 기관들에 의해 연구가 완성될 때까지는 사망 원인은 보류 중입니다. 화이자도 역시 조사

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화이자는 성명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것은 심각한 혈소판감소증, 즉 혈액을 응고해서 내부 출혈을 막는 신체의 능력

을 감소시키는 매우 특이한 임상적 사례입니다. 우리는 이 사건을 적극적으로 조사하고 있지만, 현재로서는 백신과 직접적

인 연관성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https://www.cnn.com/2021/01/06/health/coronavirus-vaccine-doctor-death/index.html

————————

번역자 첨부:

늘 그래왔듯이, 이번에도 사망은 백신과 관련이 없다고 결론을 내리겠죠. 참 희한합니다. 백신과 관련은 없는데, 건강하고

멀쩡하던 사람들이 백신을 맞은 후에 줄줄이 죽어나가는 이 희한한 우연의 일치는 뭔지 모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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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1월 4일 뉴스. 포르투갈 여성이 화이자 코로나 백신을 맞은 후2021년 1월 4일 뉴스. 포르투갈 여성이 화이자 코로나 백신을 맞은 후
이틀만에 갑자기 사망했습니다.이틀만에 갑자기 사망했습니다.

백신 부작용백신 부작용

2021년 1월 4일 뉴스. 포르투갈 여성이 화이자 코로나 백신을 맞은 후 이틀만에 갑자기 사망했습니다.

‘포르투갈에서 41세의 의료계 종사자가 화이자 백신을 접종받은지 단 이틀 만에 “갑작스런 죽음”을 당했습니다. 그녀의 가

족에 따르면, 두 아이의 엄마인 Sonia Acevodo 는 아무런 기존 건강 문제가 없었고 화이자 주사를 맞은 후에 아무런 부작

용이 없었습니다. 설날에 쓰러지기 전에 Sonia 는 포르토의 포르투갈 종양 연구소에서 일했었습니다.

그녀의 아버지 Abilio Acevedo 는 포르투갈의 뉴스 매체인 코레이오 다 만하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녀는 괜찮았었

습니다. 그녀는 아무런 건강상의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녀는 코비드-19 백신을 맞았지만 아무런 증상이 없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모르겠습니다. 나는 단지 해답을 원할 뿐입니다. 나는 무엇이 내 딸을 죽음에 이르게 했는지를 알고 싶습

니다.'

포르투갈 종양 연구소는 성명을 통해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2021년 1월 1일에 포르토 IPO에서 한 조수가 갑자기 사망

한 것과 관련하여, 이사회는 이 사건을 확인하고 가족과 친구들에게 진심어린 유감을 표하며, 확실히 이곳에서도 이 손실

을 느끼고 있습니다.’

사망의 원인을 밝히기 위해 부검이 앞으로 며칠 안에 완료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https://www.euroweeklynews.com/2021/01/04/woman-in-portugal-dies-after-receiving-pfizer-vacc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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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1월 2일 뉴스. 멕시코 의사가 코비드-19 백신을 맞은 후에 뇌척2021년 1월 2일 뉴스. 멕시코 의사가 코비드-19 백신을 맞은 후에 뇌척
수염으로 중환자실에 입원했습니다.수염으로 중환자실에 입원했습니다.

백신 부작용백신 부작용

2021년 1월 2일 뉴스. 멕시코 의사가 코비드-19 백신을 맞은 후에 뇌척수염으로 중환자실에 입원했습니다.

32세의 여성 멕시코 의사가 화이자의 코비드-19 백신을 맞은 후 발작과 호흡 곤란과 피부 발진을 일으키고 병원의 중환자

실에 입원했습니다. 초기 진단은 뇌척수염이라고 보건부가 금요일 밤(1일) 성명에서 말했습니다. 뇌척수염은 뇌와 척수의

염증입니다. 보건부는 그 의사가 알레르기 전력이 있으며, 임상 시험에서 화이자 백신을 맞은 후에 뇌에 염증이 생겼다는

증거는 없다고 말했습니다. 멕시코는 12월 24일에 의료인들에게 코비드-19 백신 접종을 시작했습니다.

https://www.reuters.com/article/health-coronavirus-mexico-vaccines-idUKKBN2970H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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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12월 30일 뉴스. 이스라엘과 스위스에서 코로나 백신을 맞은2020년 12월 30일 뉴스. 이스라엘과 스위스에서 코로나 백신을 맞은
후 사망자들이 잇따라 발생함.후 사망자들이 잇따라 발생함.

백신 부작용백신 부작용

2020년 12월 30일 뉴스. 이스라엘과 스위스에서 코로나 백신을 맞은 후 사망자들이 잇따라 발생함.

이스라엘의 88세 노인이 화요일(12월 29일)에 코로나 백신을 맞은 후 몇시간 만에 사망했습니다. 75세 이스라엘 남성이

코로나 백신을 맞은 직후 심장마비로 사망한지 하루만에 일어난 입니다. 의료 전문가들은 이 두 경우 모두 그들의 사망이

백신과는 관련이 없다고 믿습니다.

이스라엘의 75세 남자가 코비드-19 접종을 받은 후 단 2시간만에 심장마비로 사망했습니다. 보건 당국은 그 남자는 기존

의 심장 질환으로 죽은 것이며, 그의 사망과 백신은 관련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그 남자는 월요일(12

월 28일) 아침 8:30 쯤에 접종을 받았고, 부작용이 없는지 확인하기 위해 잠시 그 시설에 머물었습니다. 그가 괜찮다고 느

꼈을 때, 그는 거기서 내보내졌었습니다.

화이자가 12월 초에 FDA 에 안전성 데이터를 제출했을 때, 백신을 맞은 두명의 임상 시험 참가자들이 사망했다고 밝혔는

데, 사망자 중의 한명은 면역력이 약화되어 있었습니다.

https://www.jpost.com/israel-news/88-year-old-dies-hours-after-covid-vaccination-in-second-such-

incident-653721

https://www.fda.gov/media/144246/download#page=50

스위스 양로원에서 크리스마스 이브(목요일)에 코로나 백신을 맞은 노인이 사망했습니다. 치매가 있었던 그 노인은 토요

일에 요도와 배에 통증을 호소했고, 나중에는 혈압이 떨어졌고 맥박이 치솟았습니다. 화요일에 그 환자는 사망했습니다.

https://nypost.com/2020/12/30/nursing-home-resident-dies-after-getting-covid-vaccine-report/

그들은 장기 요양시설에서 코로나 백신을 맞고 사망할 노인들이 많을 것이며, 그것은 코로나 백신 때문이 아닐 것이라고

미리 예고했었습니다. 그들이 노인들이 특별히 연약하기 때문에 코로나 백신을 맞고 사망할 것을 알았다면, 왜 노인들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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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코로나 백신을 맞히는 걸까요? 어차피 죽을 사람들이라면서 꼭 그렇게 억지로 코로나 백신을 맞혀서 사망 시간을 앞

당길 필요가 있을까요?

http://blog.naver.com/spiritualwarfare/222171025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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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비드 백신을 맞고 안면마비가 된 테네시주 네쉬빌 간호사의 증언.코비드 백신을 맞고 안면마비가 된 테네시주 네쉬빌 간호사의 증언.

백신 부작용백신 부작용

한글 자막 비디오 출처:

https://www.bitchute.com/video/Dy7mnIHFgrHp/

https://www.brighteon.com/e05cc011-1542-43b7-91a8-843780367ccf

원본 비디오 출처 (Original Video Source):

https://www.bitchute.com/video/MAHpJhIxSheA/

= 내용 =

안녕하세요. 저는 테네시주 네쉬빌의 간호사이고, 내 이름은 콜리 로메트로입니다. 나는 모두에게 코비드-19 백신 접종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나는 최근에 코비드 백신을 접종코비드 백신을 접종받았습니다. 그 주사를 맞고 난 후에 나는 괜찮았었습니다. 그러나, 3일 내에3일 내에 내가 의사에

게 갔습니다. 내 얼굴에 문제가 생겼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내 왼쪽 얼굴 전체에 말입니다.

이제 나에게 벨 마비(안면마비)벨 마비(안면마비)가 왔습니다. 보시다시피 나는 미소를 지을 수가 없습니다. 내가 미소를 지으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

나는 단지 모두가 이 백신이 최악이라는 것을 알기를 원합니다. 나는 이것을 누구에게도 주고 싶지 않습니다. 나의 최악의

원수라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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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발, 미국인 여러분. 그들은 우리에 대해 신경쓰지 않습니다.그들은 우리에 대해 신경쓰지 않습니다.

이 백신을 받지 마세요.이 백신을 받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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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17일에 카메라 앞에서 화이자 코로나 백신을 맞고 쓰러졌던 간호12월 17일에 카메라 앞에서 화이자 코로나 백신을 맞고 쓰러졌던 간호
사가 사망했다는 소식.사가 사망했다는 소식.

백신 부작용백신 부작용

지난번에 테네시주 병원의 간호사가 카메라 앞에서 화이자의 코로나 백신을 맞고 10분 후에 쓰러지는 동영상을 나누었습

니다. 그리고, 나중에 그녀는 자신이 쓰러진 이유에 대해 설명하는 인터뷰를 했는데, 그녀는 자신은 원래 잘 쓰러지며 지난

6주동안 6번 쓰러졌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런 전력이 있는 사람을 선전용으로 카메라 앞에서 백신을 맞힌다는 것이 말이

안됩니다. 그렇게 자주 쓰러지는 사람이라면 그것을 그들이 몰랐을 리가 없었을테니까요. 또한 그렇게 자주 쓰러지는 사람

이 응급 진료실이나 중환자실에서 일한다는 것도 사실은 이해가 안됩니다. 그 이후로 티파니 도버의 사망 소식이 전해졌는

데, 대중매체들은 그것이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해왔습니다.

그리고, 티파니 도버가 일하던 병원에서는 티파니 도버가 잘 있다며, 12월 21일에 동료들과 함께 찍은 비디오라는 것을

올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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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youtu.be/wxGR3y0gE_0

그러나, 위의 비디오에서 티파니 도버로 나온 사람의 얼굴은 백신을 맞고 쓰러졌던 티파니 도버의 얼굴과는 많이 다릅니

다. 아래 비디오는 그 두 얼굴을 비교 분석한 내용입니다. 딱 봐도 전혀 다른 사람입니다.

https://youtu.be/SdziUqh2KEY

이 비디오에는 티파니 도버의 일상 생활 속의 사진들이 소개되는데, 나중에 병원에서 티파니 도버라고 주장한 사람의 얼굴

과 잘 비교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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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youtu.be/vXBmxye-AWs

이 비디오에서는 티파니 도버가 약 5년 전에 유튜브에 올렸던 비디오에서 자신이 알라바마주 행튼에서 왔고 25세라고 말

하는 장면과 함께, 지금 알라바마주 행튼 출신의 30세 티파니 도버의 사망 기록이 나옵니다.

https://www.brighteon.com/32483376-a90d-4511-a53a-115463f3272d

티파니 도버가 2016년 1월 22일에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올린 비디오. 여기서 그녀는 자신이 25세라고 말하는데, 그녀

의 생일이 12월 17일 전에 있었다면, 그녀는 2016년 12월 17일에는 26세이고, 2020년 12월 17일에는 30세입니다.

12 · 예수님과 여호와 하나님의 레마 말씀

http://blog.naver.com/spiritualwarfare/222185140245
http://blog.naver.com/spiritualwarfare/222185140245
https://youtu.be/vXBmxye-AWs
http://blog.naver.com/spiritualwarfare/222185140245
http://blog.naver.com/spiritualwarfare/222185140245
https://www.brighteon.com/32483376-a90d-4511-a53a-115463f3272d


13 · 예수님과 여호와 하나님의 레마 말씀



https://youtu.be/NDDn5_x92FA

또한, 티파니 도버의 사망 기록에 있는 친척들의 이름 중에 그녀의 다른 프로파일에 소개된 실제 친척의 이름이 있습니다.

https://www.bitchute.com/video/0Ckd0YRXTgJd/

내가 직접 searchquarry.com 에 Tiffany Dover 의 사망 기록을 검색했을 때는 계속해서 에러가 나왔습니다. 서버가 바쁘

다느니 결과의 양이 많아서 오래 걸린다느니 하는 메세지만 떴습니다. 그러나, 내가 다른 매우 흔한 이름들을 검색했을 때

는 100개의 결과도 금새 나왔습니다. 그들이 일부러 이 이름에 대한 검색을 막았다는 것으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이렇

게 되니 더 의심스럽습니다. 만약 이 사망기록이 그 티파니 도버가 아니라면 굳이 검색을 차단할 이유가 없을겁니다.

지금 대중매체들은 그녀의 사망설이 거짓이며, 그녀는 잘 살아있다고 말하는데 안간힘을 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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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페이스북 페이지는 닫혔으며, 그녀의 가족들은 그녀에 대해 언급하는 것을 회피한다고 합니다. 정말 살아있다면 그냥

그녀가 페이스북에 나와서 이야기하면 되지 않을까요? 왜 그녀가 이틀이 멀다 하고 열심히 올리던 페이스북을 12월 17일

이후로 닫고 그녀의 가족들은 입을 다물어야 하는 걸까요? 대중매체들에서 그녀가 죽지 않았다고 그렇게 열심히 ‘펙트체

크’를 보도하는데, 왜 아무도 한번 찾아가서 인터뷰라도 하지 않는 걸까요? 그리고, 왜 병원에서는 딱 봐도 다른 사람인 누

군가를 데려다가 비디오를 찍어서 올린 걸까요? 뭔가 확실히 석연치 않습니다.

업데이트:

이런 비디오가 있네요. ancestry.com 이라는 족보 찾아보는 싸이트에 디파니 도버가 죽었다고 나오네요. 티파니의 남편

은 더스틴 도버 (Dustin Dover) 이고, 티파니의 결혼 전 성은 Pontes 인데, 1990년생이고 2020년에 사망했다고 나옵니

다 (30세). 티파니 아래에 자녀도 둘이 있네요. 티파니 자신의 비디오에서 아이가 둘 있다고 했던 것과 일치합니다. 알라바

마 출신이고, 모든 정보가 일치합니다.

https://www.brighteon.com/e8568fd7-3e4f-49aa-a773-5cbef53d8e8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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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서 코비드-19 백신 접종 시작 후 5일동안 3150건의 심각한 부작미국에서 코비드-19 백신 접종 시작 후 5일동안 3150건의 심각한 부작
용 사례가 보고됨.용 사례가 보고됨.

백신 부작용백신 부작용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에서 코비드-19 백신 접종 현황과 부작용 사례들을 집계한 보고서입니다.

미국에서 접종을 시작한 2020년 12월 14일부터 2020년 12월 18일 오후 5:30 까지의 자료입니다.

첫번째 줄은 1차 접종을 받은 숫자입니다.

두번째 줄은 부작용 사례 숫자인데, 정상적인 일상 생활을 할 수 없고, 일을 할 수 없고, 의사나 전문 의료인의 도움이 필요

했던 경우입니다. 백신 접종 시작 후 5일동안 3150건의 심각한 부작용 사례가 보고된 것입니다.

세번째 줄은 백신 접종시 임신하고 있었던 사람의 숫자입니다.

보고서 출처:

https://beta.documentcloud.org/documents/20432769-05-covid-clark

https://www.cdc.gov/vaccines/acip/meetings/downloads/slides-2020-12/slides-12-19/05-COVID-CLARK.pdf

이 보고서는 여기에 PDF 자료로도 첨부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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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DC 자료에 따르면, 독감 백신 의무화 후에 독감 관련 사망자 수가 크게CDC 자료에 따르면, 독감 백신 의무화 후에 독감 관련 사망자 수가 크게
증가했다.증가했다.

백신 부작용백신 부작용

한글 비디오 출처:

https://www.bitchute.com/video/mlvtb8LCUW0O/

https://www.brighteon.com/9e72eb1d-2a20-43ff-8ffe-b1b397f72e30

원본 비디오 출처:

https://www.facebook.com/DrEisenstein/videos/10151789460757382

비디오 내용:

안녕하세요? 저는 닥터 메이어 아이젠스타인 (Dr. Mayer Eisenstein) 입니다.

일년에 36,000 명이 독감과 폐렴으로 사망합니다. 잠깐만요, 독감과 폐렴이라구요? 그럼, 그냥 독감만으로 죽는 사람은

몇명인가요? 독감 백신이 사람들에게 의무화되고 강제되는 것이니까요.

한번 봅시다. 닐 밀러가 ‘연간 독감 사망자: 큰 거짓말’을 썼는데, 이렇게 말했습니다.

‘미국 국립활력통계보고서에 기록된 CDC(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의 공식 기록에 따르면, 인플루엔자(독감)로 사망하는인플루엔자(독감)로 사망하는

사람은 평균적으로 1년에 몇백명사람은 평균적으로 1년에 몇백명에 불과합니다.’

내가 더 찾아보았는데, 다른 것도 찾았습니다. 2005년에 브리티시 메디컬 저널브리티시 메디컬 저널에 적힌 기사에서 CDC의 독감 사망자 수CDC의 독감 사망자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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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완전히 가짜가 완전히 가짜라고 말했습니다. 세상에나, 엄청난 진술입니다.

더 심한 것이 있습니다. 2003년 전에는 독감 백신이 그다지 의무화되지 않았었습니다. CDC가 말하기를, 2003년 전에는

매년 23,000명의 독감 관련 사망자가 발생했습니다. 흥미롭지 않습니까? 그들에 따르면, 독감 백신이 의무화되기 전에는독감 백신이 의무화되기 전에는

23,000명23,000명이 독감 관련 사망자이 독감 관련 사망자였는데, 독감 백신 의무화 후에는 사망자가독감 백신 의무화 후에는 사망자가 36,000명36,000명입니다.

CDC는 우리 모두가 멍청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은 우리가 연구 자료를 읽지 않는다고 믿습니다. 그들은 그들이 무슨 말그들은 그들이 무슨 말

을 해도 우리가 믿는다고 믿습니다.을 해도 우리가 믿는다고 믿습니다.

몇백명의 사망자는 여전히 심각합니다. 하지만, 독감 백신이 해답인가요? 이 데이터로부터 나올 수 있는 생각들 중의 하나

는, 다른 어떤 것도 아닌 독감 백신이 사망자 수의 증가의 원인일 수 있다독감 백신이 사망자 수의 증가의 원인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닥터 메이어 아이젠스타인입니다. 오늘 내가 여러분에게 드리는 조언입니다; 독감 백신을독감 백신을 안 맞기안 맞기에 너무 늦지 않습에 너무 늦지 않습

니다.니다.

——————

‘2005년 12월 10일에, 브리티시 메디컬 저널이 CDC의 독감 사망자 수가 완전히 가짜이며, 대중을 겁주어서 더 많은 독CDC의 독감 사망자 수가 완전히 가짜이며, 대중을 겁주어서 더 많은 독

감 백신을 판매하기 위해 과대하게 부풀려졌다는 주장을 입증감 백신을 판매하기 위해 과대하게 부풀려졌다는 주장을 입증함으로써, 닐 밀러의 이 기사의 진실성을 인정하는 보고서를

발행했습니다.’

‘Annual Flu Deaths: The Big Lie’ by Neil Z. Miller.

https://www.drbuttar.com/annual-flu-deaths-the-big-li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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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12월 17일 테네시 간호사가 화이자 코로나 백신을 맞고 10분2020년 12월 17일 테네시 간호사가 화이자 코로나 백신을 맞고 10분
후에 쓰러진 동영상후에 쓰러진 동영상

백신 부작용백신 부작용

2020년 12월 17일 뉴스.

테네시주 채터누가의 CHI 메모리얼 병원의 간호사 티파니 도버 (Tiffany Dover) 가 화이자 코로나 백신을 접종받고 인터

뷰를 하던 중 백신을 맞은지 10분쯤 후에 쓰러졌습니다. 주변에 있던 의사들이 그녀를 붙들었고, 나중에 그녀는 회복되었

다고 말했습니다. 그들은 이것이 백신 속의 성분 때문이 아니라, 백신을 맞을 때의 통증 때문에 그녀가 쓰러졌다고 주장했

습니다. 그녀가 통증이 있으면 쓰러지는 경향이 있다는 겁니다.

https://www.foxnews.com/health/tennessee-nurse-passes-out-after-getting-covid-19-vaccine (폭스 뉴스)

어떻게 전혀 조사도 해보지 않고 그것이 백신 속의 성분 때문이 아니라고 결론적으로 알 수 있는건지 모르겠습니다. 백신

접종이 시작된 이래로 백신 접종 후 10분 안에 이상 반응을 일으킨 사람들이 계속 나오는데도 그들은 여전히 백신이 안전

하다는 입장입니다. 무증상 코로나 '감염'은 위험하지만, 백신을 맞고 일어나는 이상 반응들은 괜찮다는건 무슨 논리인지

모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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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과 미국에서 화이자 코로나 백신 접종이 시작된 직후 심각한 과민증영국과 미국에서 화이자 코로나 백신 접종이 시작된 직후 심각한 과민증
과 알레르기 반응이 보고됨. “과거에 알레르기 반응이 있었던 사람은 화과 알레르기 반응이 보고됨. “과거에 알레르기 반응이 있었던 사람은 화
이자 백신을 맞지 말라.”이자 백신을 맞지 말라.”

백신 부작용백신 부작용

< 영국과 미국에서 화이자 코로나 백신 접종이 시작된 직후 심각한 과민증과 알레르기 반응이 보고됨. “과거에 알레르기

반응이 있었던 사람은 화이자 백신을 맞지 말라.” >

2020년 12월 9일 뉴스:

2020년 12월 8일 영국에서는 의료인들과 노인들을 시작으로 화이자 코로나 백신 접종을 시작했습니다. 영국 의약품건강

관리제품규제청(MHRA)은 백신 출시 이래로 (하루만에) 두 명의 과민증 보고와 한 명의 알레르기 반응 가능성이 보고되

었다고 말했습니다. “백신이나 약이나 음식에 대한 과민증이 있었던 사람은 화이자의 백신을 맞지 말아야 합니다.백신이나 약이나 음식에 대한 과민증이 있었던 사람은 화이자의 백신을 맞지 말아야 합니다.” 라고

MHRA의 최고위자 준 레인이 말했습니다.

https://www.reuters.com/article/idUSKBN28J1D1 (로이터 통신)

12월 8일에 영국에서 제일 먼저 화이자 백신을 접종받은 사람들 중 두 명이 주사를 맞은 후에 알레르기 반응이 있었는데,

그 두 사람은 국립 의료 서비스 소속이었습니다. 과거에 백신에 심한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켰던 사람은 그 백신을 맞지 말

라고 안내했습니다.

https://www.wsj.com/articles/people-with-severe-allergies-shouldnt-get-covid-19-vaccine-says-u-k-regulator-

after-reactions-11607515727?mod=business_minor_pos1 (월스트리트저널)

------------------

2020년 12월 14일에 미국에서 화이자 코로나 백신 접종이 시작되었습니다.

https://www.cnn.com/2020/12/14/us/coronavirus-vaccine-first-shot/index.html (CNN 뉴스)

2020년 12월 16일 뉴스. (번역자: 기사의 내용 중 일부를 발췌해서 번역했습니다.)

알래스카의 같은 병원에서 일하는 두명의 의료인들이 화이자의 코로나 백신을 맞은 후 몇분 내에몇분 내에 우려스러운 반응들을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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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켰는데, 그 중의 한 명은 목요일(17일)까지 병원에 입원해 있었습니다. 첫번째 의료인은 과거에 알레르기를 일으킨 적이

없는 중년의 여성이었는데, 화요일(15일)에 코로나 백신을 맞고 10분 후에 과민성 반응코로나 백신을 맞고 10분 후에 과민성 반응을 일으켰습니다. 그녀는 얼굴과얼굴과

상체에 발진이 일어났고, 호흡 곤란과 심박수 상승상체에 발진이 일어났고, 호흡 곤란과 심박수 상승을 경험했습니다. 그녀는 그 심각한 알레르기 반응들에 대한 표준 치료

제인 에피네프린 주사를 맞았는데, 증상들이 가라앉았다가 다시 나타났으며, 스테로이트제와 에피네프린 점적주사로 치

료받았습니다. 의사들이 점적주사를 멈추려고 하자 증상들이 다시 나타났고, 그래서 그 여성은 중환자실로 옮겨졌으며, 밤

새 치료를 받고 수요일(16일) 아침에는 점적주사를 점차로 줄여서 떼어냈습니다. 그녀는 수요일 밤에도 병원에 머물러야

했습니다.

두번째 의료인은 수요일(16일)에 이 주사를 맞았고, 주사를 맞은지 10분 후에주사를 맞은지 10분 후에 눈이 붓고, 어지러움과, 목의 간지러움눈이 붓고, 어지러움과, 목의 간지러움이 발

생했습니다. 그는 응급실로 갔고, 에피네프린과 펩시드와 베네드릴로 치료받았습니다.

수요일(16일) 현재 총 144 복용량을 투여했던 그 병원은 그 의료인들 둘 다가 그들의 경험이 다른 이들이 그 백신을 맞기

위해 줄을 서는데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비록 화이자 백신이 44,000 명의 지원자가 관여된 임상 시험에서 95% 효과적이었고 안전하다고 보여졌을지라도, 알래

스카의 사례들은 가능한 부작용들에 대한 우려를 강화시킬 가능성이 큽니다.

오핏 박사는 화이자와 모더나의 백신화이자와 모더나의 백신들 두 다에서 폴리에틸렌 글리콜(PEG)폴리에틸렌 글리콜(PEG)이라고 불리는 물질이 알레르기 반응을 야기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https://www.nytimes.com/2020/12/16/health/covid-pfizer-vaccine-allergic-reaction.html (뉴욕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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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펌] 내 손자가 MMR과 독감 주사를 맞고 2주 후에 병원에 입원했습니[펌] 내 손자가 MMR과 독감 주사를 맞고 2주 후에 병원에 입원했습니
다.다.

백신 부작용백신 부작용

여기에 내 손자의 또 다른 사진이 있습니다.

MMR과 독감 주사를 맞고 2주 후에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의사들은 원인을 몰랐습니다. 그러나 그는 엡스타인 바 (단핵

증) 바이러스와 홍역 바이러스와 다른 두 가지 바이러스에 양성 결과가 나왔습니다.

https://www.facebook.com/372638272814622/photos/a.379997582078691/379997865411996/

(번역자: 이건 지나가다가 우연히 보고 퍼왔는데, 사실 페이스북에는 수년동안 이런 사례들이 끊임없이 올라왔었습니다.

백신을 맞고 응급실에 실려가서 경련을 일으키는 아기의 비디오, 소아과에서 백신을 맞은 바로 직후에 경련을 일으킨 아기

의 비디오 등 이런 비디오들이 끊임없이 올라왔었습니다. 아마 요즘은 페이스북에서 이런 것을 검열해서 새로운 비디오들

은 그다지 올라오지 않을 수 있겠지만, 과거에는 이런 비디오들과 사진들이 정말 많았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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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자료:

변이된 MMR 백신 바이러스가 아이의 뇌에서 만성적 염증과 사망을 초래함 - 중증 복합면역결핍병 (SCID)

http://blog.naver.com/spiritualwarfare/222130055132

MMR 백신을 맞은 이들이 홍역을 퍼뜨린다고 세계보건기구(WHO), 머크(Merck),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의 자료

들이 확증하다.

http://blog.naver.com/spiritualwarfare/222131092967

독감 백신 속의 성분들. 독감 백신의 부작용: 유산, 면역력 변동, 열과 열성 경련, 두통, 근육통, 짜증, 불안감, 길랭-바레 증

후군

http://blog.naver.com/spiritualwarfare/222104948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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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세 아이의 돌연사 - 백신을 의심하는 이유. 사망 신고가 들어와도 다16세 아이의 돌연사 - 백신을 의심하는 이유. 사망 신고가 들어와도 다
인과 관계 없음이라고 결론내면서 사망 신고조차 안 받음.인과 관계 없음이라고 결론내면서 사망 신고조차 안 받음.

백신 부작용백신 부작용

이것은 어떤 분이 댓글에 나누어 주신 내용입니다. 오타만 수정해서 나눕니다.

----------------

안녕하세요.

작년에 영아 돌연사와 같은 사례로 16세 아이를 보낸 부모입니다. 부검 후 부정맥 추정 돌연사라는 최종 결과를 3개월 뒤

에 받았습니다. 제 정신을 차리고 원인을 찾던 중, 사망 6개월 전 기숙사 입교를 위해 3건의 백신기숙사 입교를 위해 3건의 백신을 맞았던 사실이 의심스

러웠고, 심증으로 정보를 모으다 보니 이곳까지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3개의 백신은 장티프스, B형 간염, A형 간염장티프스, B형 간염, A형 간염입니다.

15년동안 다니던 소아과 의사도 한번도 심장에 이상을 의심해 본 적 없었다며 정말 희귀한 사례라고만 합니다. 제 아이가

맞은 수많은 백신의 목록을 받아 성분을 알아보니, 위에서 언급한 독성 물질들, 죽은 태아 세포 등등 치명적인 화합물들이

다 들어 있었어요. 방심했던 지난 날들 너무너무 후회합니다.방심했던 지난 날들 너무너무 후회합니다.

그래서 전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의심조차 안하면 통계에 잡히지도 않고 안전하다고 홍보하면서 여전히 달통계에 잡히지도 않고 안전하다고 홍보하면서 여전히 달

라지는건 없을 것라지는건 없을 것이기에 보건소에 신고하려고 찾아 갔습니다. 분명히 공문으로 받고 원하지 않은 백신을 3건이나 맞았지분명히 공문으로 받고 원하지 않은 백신을 3건이나 맞았지

만만 간염 추가 접종은 국가 필수가 아니라서 신고를 안 받는다신고를 안 받는다. 장티프스는 알아보고 피해 접수를 해보겠다고 했어요. 그리

고 연락을 받았어요. 윗선에서 장티프스도 필수가 아니라서 국가는 책임이 없으니 신고도 받지 않겠다신고도 받지 않겠다고요.

학교 측에서는 2010년부터 국가가 기숙사 입교 학생에게 필수로 접종을 하라고 시켜서 어쩔수 없었다고 국가에게 책임을

넘기고 있습니다.

인과 관계 조사를 위해 역학 조사를 하겠다는 의지가 국가는 전혀 없습니다. 그져 조용히 하라는 겁니다. 개인이 건강을 위인과 관계 조사를 위해 역학 조사를 하겠다는 의지가 국가는 전혀 없습니다. 그져 조용히 하라는 겁니다. 개인이 건강을 위

해 자발적으로 선택한 거라고 해석을 하며 신고조차 못하게 하는 현실입니다.해 자발적으로 선택한 거라고 해석을 하며 신고조차 못하게 하는 현실입니다.

백신 사망 신고가 들어와도, 시간이 너무 지났다던가 지병이 있다고 형식적으로 역학 조사 하고 인과 관계 없음이라고 결지병이 있다고 형식적으로 역학 조사 하고 인과 관계 없음이라고 결

론 낼거면서론 낼거면서 말입니다. 개인이 선택한 접종의 피해를 접수하는 곳 전화 번호를 알려 줍니다.

이런 식으로 필수 접종 피해 사례 통계를 관리이런 식으로 필수 접종 피해 사례 통계를 관리한다고 생각합니다. 제 아이 자료를 공개 하겠습니다. 해외든 국내든 백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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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 연구하는 단체에 참고 자료로 보내고 싶습니다.

어려서 필수 접종 후 원인을 알 수 없는 피부 뒤집어짐으로 고생한 기록도 다 있습니다. 학교 특이 사항에 비염 기록되 있

고, 여지껏 큰 질병으로 입원이나 수술 받은 적 없고, 정상 체중이고, 선천적 유전병 없고, 사망전 열이나 이상 증상 나타난

적 없습니다.

어린이나 청소년의 부정맥 사망은 10만명 중 1명, 35세 이상일 경우 1000명에 1명 꼴입니다. 그래서 왜 젊고 건강한 아

이가 노인이나 걸리는 부정맥이 갑자기 와서 자다가 사망했는지 백신과의 연관성을 합리적으로 의심해 보고 연구해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최대한 감정은 자제하고 씁니다.

제 아이 사례가 저 더러운 백신 회사 커낵션의 고리를 끊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널리 퍼트려도 괜찮고, 이름 학교 부검 자료 병원 기록 다 참고 자료로 쓰겠다는 단체도 알려 주세요.

국가 백신 부작용 신고 기간은 5년까지입니다. 그래서 2016년에 접종한 일본 뇌염(쥐뇌조직 유래 불활성화 백신)과

Tdap를 신고하겠다고 담당자에게 의지를 밝혔습니다. 제가 요구한 백신 상세 목록에는 분명 쥐의 뇌조직이라는 문구가

있습니다.이것을 왜 접종하러 오는 엄마들에게 알려주지 않습니까? 쥐 뇌조직이 들어간 백신을 누가 아이 몸에 넣겠습니

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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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는 출생과 동시에 B형 간염 백신이 접종되었습니다. 항체가 생기지 않았기에 추가 접종을 해야 했습니다. 저 역시 백백

신을 맞았음에도 B형 간염 항체가 생기지 않습니다신을 맞았음에도 B형 간염 항체가 생기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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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기숙사 입교 후 시력이 1.2에서 0.6으로 떨어진 것기숙사 입교 후 시력이 1.2에서 0.6으로 떨어진 것 외에 심장병을 의심할 어떤 징후도 없었습니다. 기숙사 보건 선

생님도 호흡 곤란등 부정맥 의심 증상으로 보건실에 온 적이 없었다고 했구요. 2016년 2번의 백신 이후 어릴 때 심했던2016년 2번의 백신 이후 어릴 때 심했던

피부 아토피가 도져서 고생피부 아토피가 도져서 고생했습니다. 학교 건강 서류에 기록된 신체 능력 점수도 중1때 최저였으니까요. 기숙사에서 규칙

적으로 통제 받을텐데 갑자기 시력이 나빠져서갑자기 시력이 나빠져서 이상하다고 생각했었구요. 결국 제 아이는 자다가 세상을 떠났고, 되돌릴

수 있는 건 하나도 없다는 것이 너무 아픕니다.

------------

사망 6개월 전에 맞은 세개의 백신들의 의약품 상세 정보:

유박스비 프리필드주[B형간염백신(유전자재조합)

https://nedrug.mfds.go.kr/pbp/CCBBB01/getItemDetail?itemSeq=201203143

박타주(A형간염백신)

https://nedrug.mfds.go.kr/pbp/CCBBB01/getItemDetail?itemSeq=199806687

지로티프-주(정제브이아이장티푸스백신)(수출명 : TYPHIX Injection)

https://nedrug.mfds.go.kr/pbp/CCBBB01/getItemDetail?itemSeq=199202622

그 중 B형 간염 백신의 상세 정보에 다음과 같이 쓰여 있습니다 (심혈관 질환, 시각 장애, 습진 등의 부작용도 이미 보고되

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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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B형 간염 백신의 시판후, 다음의 부작용이 보고되었다.

① 과민증 : 아나필락시, 스티븐스-존슨 증후군(Stevens-Johnson syndrome)을 포함하는 다형홍반, 혈관부종, 관절염

② 심혈관계 : 빈맥, 심계항진빈맥, 심계항진

③ 호흡기계 : 천식양 증상을 포함하는 기관지경련

④ 소화기계 : 간기능검사치의 이상, 소화불량

⑤ 신경계 : 편두통, 실신, 부전마비, 지각감퇴, 지각이상, 신경병증[길랑-바레 증후군(Guillain-Barre Syndrome), 안면신

경마비, 횡단성 척수염 등]

⑥ 혈액 : 혈소판감소증

⑦ 피부 : 습진습진, 자반, 대상포진, 결절홍반, 탈모증

⑧ 특수 감각 : 결막염, 각막염, 시각장애시각장애, 어지러움, 이명, 귀의 통증

12) 이 약에는 제조공정 유래의 치메로살(유기수은제제)이 미량 잔류하여 과민반응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여기서 국내 이상 사례를 보고이상 사례를 보고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상 사례를 경험하신 분들은 보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https://nedrug.mfds.go.kr/CCCBA03F010

이상 사례란? https://nedrug.mfds.go.kr/cntnts/1

-------------

관련 정보:

B형 간염 백신 속의 엄청난 양의 알루미늄이 아이들을 독살한다. 폴 토마스.

http://blog.naver.com/spiritualwarfare/222158140346

쥐 뇌세포 속의 레트로바이러스로 오염된 백신들.

http://blog.naver.com/spiritualwarfare/222152766802

변이된 MMR 백신 바이러스가 아이의 뇌에서 만성적 염증과 사망을 초래함 - 중증 복합면역결핍병 (SCID)

http://blog.naver.com/spiritualwarfare/222130055132

백신 투여량이 많은 나라에서 유아 사망률이 높았다.

http://blog.naver.com/spiritualwarfare/222152020351

백신 부작용: 간질, 자가 면역 신경 장애 (PANDAS), 리퀴것 증후군, 자폐증, 피부 발진, 설사, 습진(아토피)

http://blog.naver.com/spiritualwarfare/2211247805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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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감 백신들이 많은 상해를 일으킨다는 것을 보여주는 정부 자료독감 백신들이 많은 상해를 일으킨다는 것을 보여주는 정부 자료

백신 부작용백신 부작용

< 독감 백신들이 많은 상해를 일으킨다는 것을 보여주는 정부 자료 >

독감 주사는 큰 사업독감 주사는 큰 사업입니다. 산업 분석가들은 다음 5년 안에 미국의 독감 백신 시장이 2018년의 50억으로부터 증가한,

연간 약 75억 달러의 가치가 있을 것이라고 추산했습니다. 매년, 정부와 제약 회사들은 미국인들에게 그들의 독감 주사를

맞도록 설득하기 위해 공격적인 캠페인을 벌립니다.

임신한 여성들에 대한 잘 제어된 충분한 안전성 연구가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임신한 여성들도 역시 독감 백신을 맞도

록 권장됩니다. 더우기, 인플루엔자 백신의 제품 설명서에는 이렇게 쓰여있습니다: “임신한 여성들에게 투여된 인플루엔

자 백신들에 대해 이용가능한 자료는, 임신한 여성들의 백신 관련 위험성에 대해 정보를 주기에는 불충분하다.”

그러나, 독감 백신들이 상해를 일으킨다는 것을 보여주는 정부 자료가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국립 백신 상해 보상 프로그램국립 백신 상해 보상 프로그램이 보상한 모든 청구들 중의 거의 반이 독감 백신 상해거의 반이 독감 백신 상해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지금까지, 44억 달러 (약 4조8천억원) 이상이 백신으로 상해를 입은 사람들에게 지급44억 달러 (약 4조8천억원) 이상이 백신으로 상해를 입은 사람들에게 지급되었습니다. 보상금은, 1986년에 의1986년에 의

회가 백신 제조사들에게 그들의 제품들로 인한 상해에 대해 어떠한 책임도 면제하는 법회가 백신 제조사들에게 그들의 제품들로 인한 상해에 대해 어떠한 책임도 면제하는 법을 통과시킨 이래로 소비자들에 의

해 지불되었습니다. 그러나, 정부 자료에 따르면, 오직 1%의 백신 상해들만 보고됩니다.

요점:

- 독독감 주사는감 주사는 큰 사업큰 사업입니다.입니다.

- 백신 상해백신 상해는 드물지 않습니다.는 드물지 않습니다.

- 독감 주사로부터의 백신 상해독감 주사로부터의 백신 상해가 가장 흔하게 보고되고, 보상받습니다.가 가장 흔하게 보고되고, 보상받습니다.

출처: https://youtu.be/Fo2UUoUTP6M (Children's Health Defen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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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이자 코로나19 백신, 미국 임상 시험서 안면 신경마비 사례 나와 /화이자 코로나19 백신, 미국 임상 시험서 안면 신경마비 사례 나와 /
CNN 의사 "장기 요양 시설에서 코로나 백신을 맞고 하루나 이틀 후에CNN 의사 "장기 요양 시설에서 코로나 백신을 맞고 하루나 이틀 후에
여러명이 동시에 죽어도 불필요하게 놀라지 말라"여러명이 동시에 죽어도 불필요하게 놀라지 말라"

백신 부작용백신 부작용

'화이자 코로나19 백신, 미국 임상시험서 안면신경마비 사례 나와'

2020년 12월 9일 외신들은 화이자의 미국 내 코로나19 백신 임상시험 결과 백신을 투약한 그룹에서만 4명의 안면마비

증세가 나타났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러나...

'앞서 화이자화이자는 기자회견기자회견을 통해 백신의 효능과 부작용 등에 대해 설명했는데 당시에 안면마비 사례는 공개되지 않았습니안면마비 사례는 공개되지 않았습니

다다.'

'이 백신의 사용을 승인한 영국 보건당국도 안전성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영국 보건당국도 안전성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기사 출처:

http://tbs.seoul.kr/news/newsView.do?typ_800=4&idx_800=3414734&seq_800=20407311

그렇습니다. 화이자는 들킬 때까지는 이런 사례를 공개하지 않았고, 보건당국은 그래도 안정성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

다. 대체 어떻게 해야 안전성에 문제가 있는 겁니까?

심지어 '켈리 무어'라는 의사는 CNN 에 나와서 "장기 요양 시설에서 코로나 백신을 맞고 하루나 이틀 후에 여러명이 동시장기 요양 시설에서 코로나 백신을 맞고 하루나 이틀 후에 여러명이 동시

에 죽어도 불필요하게 놀라지 말라에 죽어도 불필요하게 놀라지 말라" 고 말했습니다. 코로나 백신은 "연약한 노인들"을 대상으로 시험되지 않았고, 그런 곳

에 있는 노인들이 백신을 맞은 후에 죽어도 그것은 백신 때문이 아니라 그런 곳에 있는 사람들이 죽는 것은 정상적인 일이

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럼 그렇게 정상적으로 죽을 사람들에게 왜 백신을 맞힙니까? 그들은 많은 노인들이 백신을 맞고

죽을 것을 이미 예상하고 있고, 그것에 대해 미리 연막을 치고 있습니다. 앞으로 백신을 맞은 후 많은 노인들이 죽어도 그

것은 백신 때문이 아니라고 미리 결정한 겁니다. 우리 나라에서 독감 주사를 맞고 많은 노인들이 죽었어도 그것은 독감 백

신 때문이 아니라 그들이 늙었기 때문에 어차피 죽을 사람들이었기 때문인 것과 같은 논리겠지요.

https://www.lifesitenews.com/news/doctor-on-cnn-dont-be-alarmed-if-elderly-die-after-receiving-covid-

vaccine?utm_source=must_rea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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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신을 접종받은 아이들과 접종받지 않은 아이들의 건강 상태의 10년간백신을 접종받은 아이들과 접종받지 않은 아이들의 건강 상태의 10년간
의 비교 연구의 비교 연구

백신 부작용백신 부작용

< 백신을 접종받은 아이들과 접종받지 않은 아이들의 건강 상태의 10년간의 비교 연구 >

미국 의회가 청문회에서 그렇게 질의하고 요구했는데도 CDC가 끝끝내 하지 않고 있는, 백신을 접종받은 아이들과 접종받

지 않은 아이들의 건강 상태의 비교 연구가 독립적인 기관에 의해 이루어졌습니다. 이것은 소아과 의사 폴 토마스의 통합

소아과 의료원에서 태어날 때부터 진료받은 아이들을 대상으로 한 10년 동안의 자료를 순수 및 응용 지식 연구소에서 분

석한 것입니다.

아래 그래프는 백신 접종을 받은 아이들(오렌지색)백신 접종을 받은 아이들(오렌지색)과 백신 접종을 받지 않은 아이들(파란색)백신 접종을 받지 않은 아이들(파란색)이 건강 문제로 소아과를 방문

한 횟수를 보여줍니다. X축은 나이를 날수로 나타낸 것이고, Y축은 소아과 방문 횟수를 나타냅니다. 각각의 그래프에 대한

진단은 왼쪽 상단부터 천식, 알레르기성 비염, 호흡 문제, 행동 문제, 주의력 결핍 및 과잉 행동 장애, 호흡기 감염, 중이염,천식, 알레르기성 비염, 호흡 문제, 행동 문제, 주의력 결핍 및 과잉 행동 장애, 호흡기 감염, 중이염,

귀통증, 다른 감염, 눈병-결막염, 다른 귓병, 습진, 피부염, 두드러기, 빈혈귀통증, 다른 감염, 눈병-결막염, 다른 귓병, 습진, 피부염, 두드러기, 빈혈입니다. 백신 접종을 받은 아이들은 2763명이고

백신 접종을 받지 않은 아이들은 561명이기 때문에 같은 수를 비교하기 위해서 백신 접종을 받지 않은 아이들의 진료소

방문 횟수를 4.9배로 곱했습니다. 이 기간 동안에 두 그룹 사이의 정기 검진 횟수는 동일했습니다. 그나마 여기에는 사망

한 아이들은 없습니다. 이 통합 소아과에서는 '설명 후 동의' 과정을 거치고 있고, 다른 소아과에 비해 훨씬 적은 양의 백신

들을 훨씬 늦게 투여하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자료는 백신 접종을 받은 아이들이 시간이 갈수록 여러가지백신 접종을 받은 아이들이 시간이 갈수록 여러가지

건강 문제들을 훨씬 더 많이 겪는 것건강 문제들을 훨씬 더 많이 겪는 것을 보여줍니다. 백신들의 특허를 가지고 있으면서 백신 접종 스케줄을 만드는 CDC는

이것을 잘 알고 있고, 이 사실을 숨기기 위해 이 비교 연구를 하는 것을 지금까지 회피해 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많은

독립적 과학 연구 논문들과 통계들은 이 사실을 너무나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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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출처:

https://www.mdpi.com/1660-4601/17/22/8674/htm

(이 논문의 PDF 파일도 여기에 첨부되어 있습니다.)

-------------

2021년 1월 13일 업데이트:

이 논문이 발행된 다음, 오레곤주 의사 협회가 긴급 회의를 하고 닥터 폴 토마스의 의사 면허를 정지하고 마침내 취소했습

니다. 그들은 많은 거짓 혐의들을 그에게 뒤집어 씌웠고, 닥터 폴 토마스는 그것에 대한 법정 투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백신을 맞지 않은 아이들이 훨씬 더 건강했다는 사실을 보고한 것이 그들에게는 그렇게도 싫은 일이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아이들의 건강이 목적이 아니라, 그들의 백신 판매 수익을 보호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https://youtu.be/mpp2rBDJGz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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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펌] 자궁경부암 백신(HPV)을 중단시켜야 하는 이유. [공개편지] 인유두[펌] 자궁경부암 백신(HPV)을 중단시켜야 하는 이유. [공개편지] 인유두
종바이러스백신은 안전성 확보없이 시행, 즉각 중단해야종바이러스백신은 안전성 확보없이 시행, 즉각 중단해야

백신 부작용백신 부작용

찾아보니까 이런 훌륭한 자료가 있어서 퍼왔습니다. 2018년의 이 공개서한은 아래의 분들에게도 역시 전달되었다고 합니

다.

정은경 질병관리본부장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김민경 박사, 질병관리본부 역학담당

대통령 문재인

국무총리 이낙연

교육부장관 유은혜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

각 당 대표

국회보건복지위원회

각 시장과 도지사

그러므로, 아직도 나라에서 사람유두종바이러스(HPV) 백신을 어린 소녀들에게 권장할 뿐만 아니라, 심지어 최근에는 18

세 이하의 모든 소년, 소녀들에게 의무화하는 법을 입법 예고했었다는 사실은 정말 용납되지 않습니다. 그들이 몰라서 그

런 것이 아니라, 알고도 일부러 밀어부친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훌륭한 일을 시도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 이것을 마구 퍼날라서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모르고 있을 때, 정부에서는 계속해서 사람을 죽이는 악법을 슬그머니 강제할 수 있습니다. 모쪼록 여기저기 많

이 퍼다 날라 주세요.

------------------------------

출처: http://www.jabo.co.kr/37371

< 자궁경부암 백신(HPV)을 중단시켜야 하는 이유 >

34 · 예수님과 여호와 하나님의 레마 말씀

http://blog.naver.com/spiritualwarfare/222164349804
http://www.jabo.co.kr/37371


[공개편지] 인유두종바이러스백신은 안전성 확보없이 시행, 즉각 중단해야

작성일: 2018년 11월 10일

수신: 정은경 질병관리본부장

cc: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김민경 박사, 질병관리본부 역학담당

공개편지 작성주체:

(가칭)대한민국백신자문위원회:

위원장 김갑수 제주한라대학교 마사학부 교수

위 원김동균 신라대학교 생물학과 교수

임동규 가정의학과 전문의

홍성일 효성요양병원 진료원장/가정의학과

노건웅 제주한라병원 소아과전문의/알러지과

정 민 제주한라대학교 간호보건학과 교수

김영곤 조선대 생명과학과 명예교수

선재광 동국대학교 한의과대학 겸임교수/한의학 박사

김지훈 뇌기능 신경학 박사

최정호 원장, 한의사

김세령 경희대학교 한방재료가공학과 교수

오로지 〈백신 주의보〉 저자

임은조 뇌교육종합대학원 겸임교수/뇌건강융합연구소 소장

임경빈 제주한라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김 억 아프리카미래재단 사무총장/목사

양성호 건국대학교 명예교수/독일학습연구회

송문희 고려대학교 평화와민주주의연구소연구교수/“펭귄날다” 저자

강경수 전 제주한라대학교 음악과 교수

법률자문위원 Dr. Andrea Holzleithner, Austria

정은경 질병관리본부장님께:

보건복지부는 자궁경부암을 예방하기 위한 목적으로 12~13살 여학생을 대상으로 무료 예방접종을 시작하였습니다. 가다

실·서바릭스 무료 예방접종은 230억원을 들여 실시하는 대규모 정책사업으로 자궁경부암 백신의 여러 가지 심각한 부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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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과 효율성의 문제가 세계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국가적으로 충분한 검토와 국민적 논의 없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다음 사항은 인유두종바이러스백신(자궁경부암 백신)을 중단시켜하는 이유들입니다.

1. 인유두종 바이러스(HPV)가 자궁경부암을 일으킨다는 증거가 없다

자궁경부암 백신이 인유두종 바이러스의 감염에 대한 백신으로서는 사용될 수 있겠지만, 자궁경부암에 대한 백신으로 상

용화되고 있는 것은 잘못됐다. 왜냐하면 자궁경부암 백신은 아직까지 한 번도 자궁경부암과 자궁암을 예방했다는 증거가

없기 때문이다.1)자궁경부암 백신이 자궁암을 예방한다는 것은 과학적 데이터에 의한 것이 아니다. 그 대신 백신이 “몇 가

지 종류의 HPV가 일으키는 전암성병터를 예방할 수 있다.”는 자료밖에 없다. (전암성병터: 암으로의 변이 가능성이 있는

조직의 변화를 나타내는 질환. 암의 조기진단에 중요-편)

자궁경부암의 가장 놀라운 점은 자궁경부암이 바이러스에 의해 유발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2013년 미국 버클리 대

학의 연구팀이 Molecular Cytogenetic에 발표한 연구에 의하면 자궁경부암은 세포의 핵형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인유두

종 바이러스의 존재유무와 관계없이 비정상적 핵형이 생긴다는 것이다.2)이러한 연구 결과는 인유두종바이러스 백신(자

궁경부암 백신)이 자궁경부암을 예방하지 못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

▲ 일본에서는 수많은 자궁 경부암 백신 피해자들이 소송중에 있다. © 백신자문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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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팀의 결론을 뒷받침할 수 있는 또 하나의 논거가 있는데, 그것은 인유두종 바이러스에 감염되지 않은 여자도 자궁경

부암에 걸린다는 점이다. 인유두종 바이러스와 자궁경부암의 발생은 직접적인 상관관계가 없다.3)

2. 인유두종바이러스백신(소위 자궁경부암 백신)의 부작용은 최소한 9.9%

인유두종바이러스백신(자궁경부암 백신)이 자궁경부암을 예방한다는 증거는 없으나, 백신 중에 가장 부작용이 크다는 사

실은 여러 나라에서 잘 입증되어 있다. 인유두종바이러스백신(자궁경부암 백신)의 부작용을 다루는 다큐멘터리가 영국과

덴마크에서 제작되었다.

2016년 캐나다의 연구팀이 인유두종바이러스백신(자궁경부암 백신)을 맞고 42일안에 부작용으로 응급실에 간 사람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한 결과를 Vaccine에 발표하였다.4)Liu등은 2006년~2014년, 백신 접종 195,270명중 무려 19,351명

이나 응급실에 갔다. 그것은 연구기간동안 조사된 백신접종을 받은 사람의 9.9%나 되는 것이다.

게다가 이것은 접종 42일 이후에 생긴 부작용으로 응급실에 내원한 사람은 포함되지 않은 수치다. 그러나 실제로 인유두

종바이러스백신(자궁경부암 백신)을 맞고 관절염 증상이 나타나는 시기는 평균 55일 후라는 점을 감안하면 자궁경부암

백신의 부작용은 9.9%보다 훨씬 높을 것으로 추정된다.

한국에서 보고되는 자궁경부암백신의 부작용이 만12~13세 여성 청소년 154,122명 중 단 16명(0.01%)에 그친다는 점

은 오히려 백신 부작용의 모니터링 체제에 근본적인 문제가 있음을 가리키는 것이다.

3. 인유두종바이러스에 감염된 사람은 자궁경부암 백신을 맞으면 자궁경부암에 걸릴 확률이 44.6% 높아진다

인유두종바이러스에 이미 감염된 사람이 “가다실”을 맞으면 전암성 병터가 생길 확률이 44.6%가 높아진다는 데이터가

머크 제약사 문서에 나타난다.5)즉 이미 인유두종 바이러스에 감염된 사람이 자궁경부암을 예방하려고 백신을 맞으면 그

로 인해 암이 생길 가능성이 더 높아진다는 것이다. 가다실 임상시험에 참여했던 하퍼 박사는 미국의 11-12세 여아 중

10%는 인유두종 바이러스에 이미 감염되어 있다고 밝혔다.

실지로 스웨덴에서 인유두종바이러스백신(자궁경부암 백신) 도입 후 에 오히려 자궁경부암이 크게 증가했다. 특히 20-29

세는 자궁경부암이 2006-2015년 동안 거의 70%가 증가했다.6) 한국에서도 20-35세의 자궁경부암이 최근 60%가 증

가했다.

※ 자궁경부암백신예방접종(Cervix Cancer Vaccination)이란 용어는 단지 대한민국에서만 사용되고 있는 용어인 것 같

다. 학술적으로든 일상적인 용어든 지간에 대한민국을 제외한 내가 알고 있는 외국어 권에서는 HPV(Human Papilloma

Vaccine/Vaccination)이란 용어를 사용하고 있지, 이것을 “Cervix Cancer Vaccine/Vaccination”이라고 표시하는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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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개 이상의 국제학술논문을 검색하였지만, 아무리 발견하려하여도 발견할 수가 없었다. “이처럼 ”국내에서만 사용하

는 “자궁경부암백신”이라는 용어를 어떤 이유로 언제부터 사용하였는지는 매우 의문이다.

4. 자궁경부암 백신은 조기폐경을 일으킨다

미국 소아과의사협회는 “인유두종바이러스백신(자궁경부암 백신)이 조기폐경을 일으킬 수 있다.”고 발표했다. 자궁경부암

백신 도입 후 조기폐경이 30배가 증가했다. 또한 자궁경부암 백신은 자가면역질환을 유발해서 조기폐경이 일어난다고

American Journal of Reproductive Immunology에 발표된 바 있다.7)

한국에서도 조기폐경이 증가하고 있다. 2012-2016년 동안 10대는 51.5%, 20대는 48%, 30대는 48.2%가 증가했다.

5. 자궁경부암 백신에 함유된폴리소베이트 80은 자궁을 망가트린다

인유두종바이러스백신(자궁경부암 백신)에 함유된 폴리소베이트 80은 세포의 산화 스트레스를 일으킨다.8)또한 “폴리소

베이트80”은 독성물질로 다른 물질과 결합하여 혈액뇌관문(Blood Brain Barrier) 통과시키도록 할 수 있다.9)그 뜻은 백

신에 함유된 다른 독성 물질이 쉽게 뇌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무엇보다도 “폴리소베이트80”이 생식기능에 악 영향을 주는 독성물질이라는 것은 이미 학계에 잘 알려진 사실이다. “폴리

소베이트80”을 태어난 지 4-7일 지난 쥐에 투입했을 때 질과 자궁의 내벽이 변화되었고, 호르몬의 변화, 난소의 기형, 모

낭의 퇴보 등이 일어난다.10)이런 증상들은 폴리소베이트80이 불임을 일으킬 수 있다는 증거다.

6. 붕사가 함유되어있다

“가다실”에는 살충제에 사용되고 있지만 심한 독성 때문에 의료품에는 사용이 금지된 붕소화합물인 “붕사”가 함유되어 있

다. 붕사의 독성 증상은 기절, 발작, 코마, 사망, 근경련, 무기력, 신장손상, 구토증, 설사, 저혈압 등이다. 이런 물질이 가다

실에 함유되어 있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

붕사는 생식과 성장발달상에 독성 작용을 한다.11)붕사는 쥐약에도 사용된다. 미국 FDA는 붕사를 음식 첨가물로 사용하

는 것을 금지했다. 2010년 유럽연합(EU)에서도 붕사는 생식과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독성작용이 높은 물질리스트에 올

려졌다. EU에서는 붕사가 들어있는 제품에는 생식계 및 태아에 피해를 줄 수 있다는 경고를 하여야 한다는 규정이 있다.

쥐를 죽이는데 사용되고 식품에는 안전하지 않다고 인정하지만 백신에는 사용되도록 허용이 된다는 사실은 상식 밖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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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궁경부암백신 70% 접종률을 가졌던 일본은 현재 거의 0% 접종률에 가깝다. 일본은 자궁경부암 백신을 권장 백신

에서 제외했다. © 백신자문위원회

7. 인유두종바이러스백신(자궁경부암 백신)은 불임을 일으킨다는 증거

인유두종바이러스백신(자궁경부암 백신)이 생식기능에 악영향을 주는 증거는 미국 바룩 대학(Baruch College)의 게일

디롱(Gayle Delong) 교수가 제시했다. 자궁경부암 백신을 맞지 않은 25-29세 여자들의 임신율을 맞은 여자들과 비교를

했는데 자궁경부암 백신을 맞는 여자는 임신율이 무려 40%가 적었다.12)

한국여성들이 수십만 원을 주고 10년 넘게 인유두종바이러스백신(자궁경부암 백신)을 맞아 왔으니, 한국의 불임환자 중

상당한 수가 자궁경부암 백신이 원인일수 있는 것이다. 그렇지 않아도 한국은 출산율이 치명적으로 감소하고 있는데 여기

에 인유두종바이러스백신(자궁경부암 백신)까지 더해지면 문제는 더 악화될 것이다. 이 백신을 맞은 10대 초반의 여아들

이 10-20년 후에 결혼을 하면 심각한 불임 문제에 시달리리라고 예상될 수 있다.

8. 알루미늄의 심각함

인유두종바이러스백신(자궁경부암 백신)에서 가장 큰 피해를 주는 또 다른 성분은 “알루미늄”일 것이다. 입을 통해 섭취되

는 알루미늄은 섭취량의 0.2%-1.5%정도가 몸으로 흡수되지만, 주사로 투입되는 백신에 함유된 알루미늄은 100%가

몸으로 흡수 용해되어 제거가 쉽지 않으며, 인체에 자가면역질환을 일으킬 수 있고 특히 뇌에 축적되면 자폐증과 치매의

원인이 될 수 있다.

알루미늄은 심각한 면역질환과 장기적으로는 뇌에 염증을 일으켜 신경질환을 유발시킨다. 그 외에 신장부전증, 치매, 대뇌

허혈, 불면증 등을 유발시킨다는 증거가 제시되었다.13) 몸에 들어와 축적되는 알루미늄은 무려 200가지 넘는 부작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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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으킨다.14)

건강한 젊은 여자가 자궁경부암 백신을 맞고 6개월 후에 예상치 못하게 잠을 자는 도중 사망했다. 검시에서 나온 혈청과

비장세포를 조사한 결과 백신에 함유된 알루미늄이 DNA와 견고히 붙어서 분해되지 않는다는 증거가 보고되었다.15)

9. 가다실의 플라시보는 속임수

이렇게 여러 가지 심각한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유두종바이러스백신(자궁경부암 백신)은 어떻게 승인이 났을까?

놀랍게도 인유두종바이러스백신(자궁경부암 백신)의 임상시험에서 사용된 플라시보(대조구)는 식염수가 아닌 알루미늄

이었다. 한마디로 자궁경부암 백신의 임상시험은 속임수이다.

스페인에서는 2014년 6월 자궁경부암 백신 피해자들이 제약회사와 스페인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는데, 가장 큰 이

유 중 하나는 임상실험에서 잘못된 플라시보(대조구)를 사용했다는 점이었다.

백신 실험에 대한 정직한 플라시보(대조구)를 사용한 연구가 Immunological Research에 보고되었다. 가다실이나 알루

미늄을 투입한 암컷 쥐와 정직한 플라시보(식염수)가 투입된 암컷 쥐를 비교 했다. 가다실이나 알루미늄이 투입된 쥐는 올

바른 플라시보가 투입된 쥐에 비해 높은 비율로 신경성염증과 자가면역 반응이 일어났다.16)

10. WHO의 문제

WHO(세계보건기구)라면 대다수 사람들은 신뢰를 한다. 이 세계보건기구가 유두종바이러스백신(자궁경부암 백신)을 권

장하고 있다. 그런데 WHO 산하의 백신 홍보 단체들은 제약업체가 설립했고, 후원을 한다. 이런 단체들에는 제약업계 관

련자들이 광범위하고 깊숙하게 침투되어 있다. 이들은 백신을 맞지 않을 경우, 곧 질병에 걸릴것처럼 홍보하며, 백신을 맞

도록 조장한다. 예를 들어 B형 간염백신을 홍보하는 컨퍼런스는 백신 연구에 직접 가담했던 전문가들이 참여를 한다. 이러

한 단체나 컨퍼런스는 허위적인 경보를 울려서 모든 사람들이 백신을 맞도록 유도한다. 프랑스의 마크 지라드 박사(Dr.

Marc Girard)는 “WHO가 어떤 과정을 거쳐 백신을 권장하는지에 관한 독립적인 조사가 시급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고

주장한다. “WHO가 백신을 어떻게 권장을 하게 되었는지를 보게 되면 과학적 무능함과, 범죄적 불법행위 등에 대한 충분

한 증거들을 발견하게 될 것이라고 지라드 교수는 말한다. 17)

11. 자궁경부암 백신은 “최고의 의학 스캔들”

캐나다 콘코디아대학(Concordia University)의 쥬느비에브 레일(Genevieve Rail) 교수는 캐나다 정부로부터 인유두종바

이러스(HPV)의 부작용에 대한 연구비로 30만 달러를 받았다. 레일 교수는 예방접종으로 인한 부작용을 겪는 170가족을

조사한 결과, “자궁경부암 백신”을 조속히 금지시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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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탈리도마이드”로 불리우는 자궁경부암 백신은 일본, 스페인, 콜롬비아, 프랑스, 인도 등에서 정부와 제약업체를

상대로 수많은 소송들이 진행중이다.

자궁경부암 백신의 대안은 팹스미어(pap smear)자궁경부암 진단 검사다.3-5년마다 팹스미어 검사를 하면 자궁경부암을

80%까지 줄일 수 있다.16)

머크(Merck)사에 근무했던 프랑스의 버나드 델버그(Bernard Dalbergue) 박사는 2014년 4월 인터뷰에서 가다실은 “최

고의 의학 스캔들”이라고 말했다. 그는 가다실이 쓸모없고 엄청나게 비싸다는 것을 모든 정책 결정자들은 알고 있었다고

말했다. 그는 어떤 시점 부터는 가다실이 자궁경부암을 전혀 예방하지 못하고 심한 부작용으로 사람을 병들게 하고 죽이기

까지 한다는 과학적 증거가 쌓여가다 결국은 드러나게 될 것이고 자궁경부암 백신은 제약회사에게 돈벌이 외에는 아무것

도 하지 않는다는 사실이 알려지게 되리라고 주장한다.18)

결론

(가칭) 대한민국백신자문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제시한다.

첫째, 정부는 하루 속히 자궁경부암 백신을 중단시켜야 한다.

둘째, 백신 피해자들을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셋째, 또 다른 소위 “자궁경부암 백신”과 같은 사건이 일어나지 않도록, 백신의 의약품 승인 절차와 백신프로그램을 전면

개혁해야 한다.

넷째, 정부는 백신피해자들에게 사죄하고 보상하여야 하며, 모든 백신관련 홍보와 광고를 중지하고, 다시는 이러한 백신이

대한민국에 발을 붙이지 못하도록 법적 장치를 만들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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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 자료 >

자궁경부암 백신 예방 접종의 끔찍한 부작용 사례:

https://brunch.co.kr/@himneyoo1/51

(이 내용은 여기에 PDF 파일로도 첨부했습니다.)

이미 수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불구로 만든 사람유두종바이러스(HPV) 백신 의무화 입법예고

http://blog.naver.com/spiritualwarfare/2221444919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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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라델피아의 카톨릭 사제가 모더나의 코비드-19 백신 임상시험에 참여필라델피아의 카톨릭 사제가 모더나의 코비드-19 백신 임상시험에 참여
한 후에 사망하다. 2020년 12월 4일 뉴스.한 후에 사망하다. 2020년 12월 4일 뉴스.

백신 부작용백신 부작용

필라델피아의 카톨릭 사제가 모더나의 코비드-19 백신 임상시험에 참여한 후에 사망하다.

2020년 12월 4일 뉴스.

‘수많은 보도에 따르면, 수백만명의 미국 노인들이, 2차 접종 후 하루 정도 꽤 심각한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는 COVID-19

백신을 받기 위해 준비하고 있는 가운데, LifeSiteNews는 우크라이나의 그리스 정교회 카톨릭 사제가 모더나의 백신 시험

에 참여한 후 펜실베니아 자택에서 사망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사인은 아직 알려지지 않았으며, 그가 새로운 mRNA 백신새로운 mRNA 백신의 임상시험에 참여한 것이 죽음과 연관되어 있는지 아닌지는

불분명합니다.

존 필즈 사제는 우크라이나 그리스-카톨릭 교회의 일부인 필라델피아 교구의 커뮤니케이션 및 종교 교육 감독이었습니다.

그의 사망 발표에서, 교구는 필즈 사제가 “그의 집에서 돌아가셨습니다. 사망 원인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라고 말

했습니다. 그 사제는 70세였습니다.

존 필즈는 최근 8월 말에 펜실베니아 대학으로부터 백신 임상시험의 “3단계이자 최종 단계에 참여하기를” 희망하느냐는

이메일을 받고 모더나의 COVID-19 백신 시험에 참여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그는 연구팀이 "COVID-19 바이러스의 고위험군이라고 여겼던” 그의 나이 때문에 접근받은 것으로 알려

졌습니다. 그가 받은 첫 주사는 8월 31일에 받았고, 두 번째 주사는 10월 1일에 받았습니다.

특히 그 사제는 2차 접종 후에 아무런 심각한 증상을 보고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초고속 작전의 일환으로 불과 몇 달 안에 이 의학적 이정표를 달성하기 위해 전능하신 하나님으로부터 온 그들의 지

식과 지혜를 집단적으로 사용했던 연구자들을 생각합니다.” 라고 그는 말했었습니다. “내가 아마도 전세계적인

COVID-19 전염병과 공포를 막는 데 도움이 될 효과적인 백신을 개발하는데 어떤 작은 방식으로 기여할 수도 있을 것입니

다."

섣불리 결론을 내리기 전에, 다른 사제가 필즈 사제가 심장마비를 일으켰을 수도 있다고 제안했다는 것을 주목할 필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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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단체들은 최근의 '3단계' 시험 자료와 함께 드러난 모더나 임상 시험 지원자들의 고위험군 안에서모더나 임상 시험 지원자들의 고위험군 안에서

의 “심각한” 상해의 비율의 “심각한” 상해의 비율에 대해 의문들을 제기했습니다.

고용량 - 250mg - 을 투여받은 집단의 인간 기니피그들 15명 중 3명15명 중 3명이 모더나의 주사를 받은 지 43일 내에 “심각한 부작43일 내에 “심각한 부작

용”을 겪은 것용”을 겪은 것으로 보고되었습니다.’

https://www.zerohedge.com/geopolitical/philadelphia-priest-dies-after-participating-moderna-covid-vaccine-

trial

————————

번역자:

이 기사의 카톨릭 사제가 사망한 원인에 모더나의 임상시험 백신이 연관되어 있는지 아닌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는 것은 코로나 백신의 동물 실험에서는 많은 동물들이 죽거나 심각하게 병들었다는 것입니다. 지금 그들이 동물 실험을

건너뛰고 인간 임상시험으로 바로 들어갔는데, 동물 실험에서 관찰되었던 사망이 인간 임상시험에서는 나타나지 말아야

한다는 보장이 있겠나 싶습니다.

참고 자료: 코로나 백신에 대한 심각한 경고. 쉐리 텐페니 박사.

http://blog.naver.com/spiritualwarfare/222125835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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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스트라제네카 코비드-19 백신의 인도 임상시험 참가자가 심각한 급성아스트라제네카 코비드-19 백신의 인도 임상시험 참가자가 심각한 급성
신경성 뇌질환을 앓다. 사이언스 학술지 2020년 12월 2일 기사신경성 뇌질환을 앓다. 사이언스 학술지 2020년 12월 2일 기사

백신 부작용백신 부작용

번역자: 백신을 맞고 난 후에 일어난 어떤 심각한 반응에 대해서도 그들은 ‘백신과 상관이 없다’ 라고만 잘라 말하고 무시합

니다. 이번에 인도에서 아스트라제네카 코로나 백신 임상시험에 참여한 한 남성이 심각한 부작용 반응을 겪고 백신 제조사

를 고소했는데 (이 남성은 플라시보(위약)가 아닌 실제 백신을 맞은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백신 회사에서는 이 사람을 오

히려 맞고소하겠다고 위협했습니다. 그러니까, 백신을 맞고 부작용 반응을 겪은 사람에게 그것에 대해 보상은 커녕 오히려

뒤집어 씌우겠다는 겁니다. 제조사와 관련된 모든 사람들이 이 심각한 반응이 백신과 관계가 없다고 주장하며 세부 사항에

대해서는 입을 열지 않습니다. 그 동안에 그들은 이미 매일 엄청난 양의 백신을 생산하고 있으며, 정부는 많은 양을 내년에

사들일 것을 이미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생산되고 있는 백신에 대한 이런 부작용은 전혀 그들에게 용납될 수

없는 것이죠. 이미 미국의 백신 상해 프로그램에서 기존에 있었던 백신들의 부작용들에 대해 그렇게 큰 돈이 지불되어 왔

는데, 그와 유사한 반응을 보인 이 남자의 상태에 대해서는 인도의 백신 회사가 절대적으로 책임을 부인하겠다는 겁니다.

우리나라 독감 백신에 대해서와 마찬가지로 백신을 맞은 후에 나타나는 심각한 반응들이나 사망에 대해 그들은 한결같이

‘백신과 상관없다’ 라고 주장한다는 것을 알아 두세요. 책임과 결과는 오로지 여러분의 몫입니다. 아래에 그것에 대한 사이

언스 학술지의 기사 전문의 한글 번역을 올렸습니다.

기사출처:

https://www.sciencemag.org/news/2020/12/malicious-and-misconceived-indian-vaccine-producer-hits-back-

complaint-trial-volunteer

< ‘악의적이고 오인되었다’ 라고 말하며 인도의 백신 생산업체가 임상시험 지원자의 고소에 반격하다. >

사이언스 학술지. 2020년 12월 2일 기사.

한 인도 남성이 옥스퍼드 대학교와 아스트라제네카에서 개발한 COVID-19 백신의 임상시험 동안에 심각하게 병든 후에

그 세계 최대의 백신 제조업체들 중 한 곳을 고소하고 있습니다. 이 환자는 지난달 백신을 접종한 뒤 신경학적 질환이 생겼

고, 인도에서 (아스트라제네카의) 백신을 생산하는 인도 세럼연구소(SII)로부터 5000만 루피(68만 달러)의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SII는 강하게 반격했습니다: 11월 29일 성명에서, 그 회사는 그 혐의들을 "악의적이고 오인되었다” 라고 부르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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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판 훼손을 주장하는 맞고소맞고소로 최대 10억 루피까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회사측은, 이 지원자가

"그가 겪은 합병증이 그가 받은 백신 임상시험과는 무관하다고 의료진으로부터 특정하게 통보받았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 사례는 인도에서 며칠동안 뉴스에 크게 보도되었지만, 결정적인 사실들은 여전히 모호합니다; SII도 인도 정부의 규제

당국도 세부사항을 제공하지 않았습니다. 일부 비평가들은 부작용이 발생했을 때, 같은 백신에 대한 또 다른 임상시험이

중단되었듯이, 왜 그 임상시험이 중단되지 않았느냐고 물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임상시험 지원자에 대한 SII의 가혹한

반응이 임상시험에 대한 대중의 이미 약한 신뢰를 떨어뜨릴 수도 있다고 우려합니다.

아스트라제네카는 다른 연구에 근거해서, 비록 첫번째 접종에서 실수로 더 적은 양을 받은 환자들에게 더 효과가 있는 것

처럼 보였기 때문에 그 결과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었을지라도, 자신의 백신이 62%에서 90%에 이르는 효능을 가지고 있

다고 보고했습니다. SII는 빌 & 멜린다 게이츠 재단빌 & 멜린다 게이츠 재단과 세계백신연합 가비(GAVI)세계백신연합 가비(GAVI)의 지원과 함께 월 수천만 투여량의 대규월 수천만 투여량의 대규

모로 백신을 생산모로 백신을 생산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이 회사는 현재 인도의 9개 주에 걸쳐 17개 지역에서 1600명의 참가자들에게 ‘코

비쉴드(Covishield)’라고 이름붙혀진 자사의 버전을 시험하고 있습니다.

첸나이에서 온 40세의 비즈니스 컨설턴트인 이 시험 참가자는 첫번째 백신 접종을 받은 지 열흘 후인 10월 11일에 심각

한 신경학적 질환이 발생했다고 주장하는 법적 공지를 11월 21일에 SII에 보냈습니다. 고소장에 따르면, 그는 그를 "완전

히 정신 혼미 상태로” 만든 급성 신경성 뇌질환급성 신경성 뇌질환을 앓으며 중환자실에서의 8일을 포함한 15일동안을 병원에서 보냈는데중환자실에서의 8일을 포함한 15일동안을 병원에서 보냈는데,

상태가 너무 심각해서 그는 더 이상더 이상 가까운 친척들도 알아볼 수 없었다가까운 친척들도 알아볼 수 없었다고 합니다. 그는 현재 많이 나아졌지만 아직 완전히

회복되지는 않았다고 그의 부인이 기자들에게 말했습니다.

SII의 최고경영자 아다르 푸나왈라는 11월 28일 언론 브리핑에서 임상시험 참가자들 중에 “전혀 입원이 없었다" 라고 기

자들에게 말했습니다. 그러나, 그 임상시험의 연구책임자인 스리 라마찬드라 고등교육연구소의 S. R. 라마크리쉬난은 인

터뷰를 통해 그 시험자가 심각하게 병들었으며심각하게 병들었으며, 위약이 아닌 연구 백신을 투여받았다연구 백신을 투여받았다는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라마크리쉬

난은 뇌의 방사선 검사를 통해 그의 병이 백신 접종의 결과가 아니라고 결정했다결정했다고 스트레이츠 타임즈와의 인터뷰에서 말

했다고 보고되었습니다. 지역 윤리위원회가 이 평가에 동의했다고 라마크리쉬난이 말했습니다. (라마크리쉬난은 사이언라마크리쉬난은 사이언

스로부터의 질문들에 응답하지 않았고, 윤리위원회의 위원장에게 한 전화들도 응답되지 않았습니다.스로부터의 질문들에 응답하지 않았고, 윤리위원회의 위원장에게 한 전화들도 응답되지 않았습니다.)

SII는 11월 29일 성명에서 "백신 시험과 그 지원자의 의료 상태는 전혀 상관관계가 없다" 며 동의했지만, 아무런 구체적아무런 구체적

내용을 제공하지 않았습니다.내용을 제공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그 회사는 부작용이 발생했을 때 임상시험이 중단되지 않은 이유도 설명하지 않았습니

다. 그러한 일시 중지는 드물지 않습니다: 아스트라제네카의 자체 임상시험에서 심각한 부작용 의심 환자가 발생한 후,

23,000명이 넘는 사람들에게 백신 접종이 중단되었습니다. 이 연구의 공동 후원자공동 후원자인 인도 의학 연구회의 발람 바르가바

국장은, SII의 연구에서 "초기 인과관계 평가 결과들이 중단을 필요로 하지 않았다" 라고 말합니다.

SII는 어제 페이스북에 올린 새로운 성명에서, 그 임상시험의 안전 및 감시 이사인 라마크리슈난과 윤리위원회가 “(그 부

작용 사건을) 백신 시험과 무관한 문제라고 독립적으로 정리하고 판단했다독립적으로 정리하고 판단했다" 고 말했고, “그 사건과 관련된 모든 보고서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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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자료”가 규제당국에 보내졌다고 말했습니다. 인도의 중앙약물기준통제기구는 이 문제를 공개적으로 논의하지 않았고,이 문제를 공개적으로 논의하지 않았고,

사이언스지의 질의에 응답하지 않았습니다.사이언스지의 질의에 응답하지 않았습니다.

“적절하게 이루어졌다면, 심각한 부작용에 대한 조사는 단 3일 만에 이루어질 수 있었을 겁니다," 라고 이전에 벨로르 기

독교 의과대학에 있었던 은퇴한 바이러스 학자 테크케카라 제이콥 존이 말했습니다. "만약 그들이 확실히 몰랐다면, 그 연

구는 중단되었어야 했고, 대중들에게 알려졌어야 했습니다."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개발을 도운 옥스퍼드대 제너 연구소의 애드리안 힐은 임상시험이 보류되었어야 하는지에 대한 질문

에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 나는 그 사건의 세부 사항을 모릅니다.” 라고 응답했습니다.

비평가들은, 비록 이 남성의 질병이 연구 백신과 관련이 없다고 여겨진다 하더라도, 환자에게 맞고소하겠다는 그 회사의환자에게 맞고소하겠다는 그 회사의

위협위협은 나쁜 본보기가 되고 있다고 말합니다. “아마 이것에 대처하는 더 나쁜 방법이 있을 수도 있겠으나, 나는 그것을 상

상하기가 어렵다.”라고, 증거 기반 의학의 독립적 전문가인 힐다 바스티안은 월요일에 플로스(PLOS)에 있는 COVID-19

백신에 대한 자신의 블로그에 썼습니다.

인도의 라제시 부샨 보건장관은 그 문제가 지금 법정에 있다고 말하며 이 문제에 대한 질문을 피했습니다. 전 인도 약품 행

동 네트워크의 공동 설립자인 말리니 아이솔라는 정부가 "대국민 관심사에 대해 답변하는 것 피하기 위한 방패로” 이 주장

을 이용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160개 이상의 국가들에 소아마비, 홍역, 간염, 결핵과 같은 질병들에 대한 백신들을 공급하는 SII는 이미 매달 4~5천만의SII는 이미 매달 4~5천만의

코비실드 투여량을 생산하고 있으며, 곧 그것을 1억으로 늘릴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코비실드 투여량을 생산하고 있으며, 곧 그것을 1억으로 늘릴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 회사는 2주 안에 인도에서

그 백신의 긴급 허가를 신청그 백신의 긴급 허가를 신청하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인도 총리 나렌드라 모디가 11월 28일에 푸네에 있는 회사 본사를

방문한 후, 푸노왈라는 인도 정부가 2021년 7월까지 3억에서 4억의 투여량의 코비실드를 구입할 것으로 예상인도 정부가 2021년 7월까지 3억에서 4억의 투여량의 코비실드를 구입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

했습니다. SII은 COVAX로 더 잘 알려진 COVID-19 백신 글로벌 접근 시설을 통해 아프리카에서도 그 백신을 널리 판매

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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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정보:

영국 약품 및 건강상품 규제국은 다량의 코비드-19 백신 부작용을 예상하고 있다.

아스트라제네카 코비드-19 백신의 포장지와 제품 설명서.

http://blog.naver.com/spiritualwarfare/2221462827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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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형 간염 백신 속의 엄청난 양의 알루미늄이 아이들을 독살한다. 폴 토B형 간염 백신 속의 엄청난 양의 알루미늄이 아이들을 독살한다. 폴 토
마스.마스.

백신 부작용백신 부작용

한글 자막 비디오 출처:

https://www.bitchute.com/video/DAJ9anYC9hZD/

https://www.brighteon.com/72d33527-7880-4339-b0c6-2f48cace3104

이 비디오의 원본은 내가 약 4년 전에 유튜브에서 내려받았던 것인데, 지금 다시 찾아보려고 하니까 찾아볼 수가 없었고,

오직 폴 오핏 같은 뻔뻔스런 거짓말장이의 비디오만 나왔습니다. 암울한 현실입니다. 사실을 이야기하는 이런 비디오들은

다 제거되고, 백신을 지연하거나 분산시켜서 맞으면 위험하다고 빨리 한꺼번에 다 맞아야 한다고 뻔뻔하게 거짓말하는 폴

오핏의 비디오만 선전되고 있습니다. 과거에 이 비디오를 내려받아 놓기를 잘했다 싶습니다.

<비디오 내용>

2002년 현재, B형 간염 백신은 미국의 병원들에서 출생시 24시간 안에 투여되고 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닥터 폴 토마스 (다트머스 의대를 졸업한 면허된 소아과 의사):

우리가 티메로살(수은)을 백신들로부터 빼냈던 그 똑같은 해에, 우리는 십대들에게 주어지고 있던 B형 간염 백신을 신생

아들에게 주어지도록 옮겼습니다.

B형 간염 백신B형 간염 백신에는 250 마이크로그램의 알루미늄250 마이크로그램의 알루미늄이 들어 있습니다. 성인의 하루 최대 허용치는 50 마이크로그램성인의 하루 최대 허용치는 50 마이크로그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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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 최대 허용치의 다섯배를 신생아에게 주입성인 최대 허용치의 다섯배를 신생아에게 주입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생일 선물이죠.

부모들이 이것을 알아야 하는데, 여러분이 미국의 병원에서 아기를 낳겠다고 서명할 때, 여러분은 일상적 치료를 허용하는

겁니다. 일상적 치료라는 것은, 아기를 꺼내서 닦은 다음, 비타민 K를 주입하고, 여러분의 아기에게 필요하지 않은 B형 간

염 백신을 위해 250 마이크로그램의 알루미늄을 주입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B형 간염은 성행위나 혈관 마약을 할 때 더러운 바늘들을 공유하는 것을 통해 걸립니다.B형 간염은 성행위나 혈관 마약을 할 때 더러운 바늘들을 공유하는 것을 통해 걸립니다. 나의 소아과에 오는 어떤 아기들

도 그런 일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왜 우리가 B형 간염 백신을 십대들로부터 신생아들에게로 옮긴걸까요? 그들은 우

리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B형 간염에 면역인 인구를 키우고자 한다. 그리고, 우리가 천연두를 근절시켰듯이 우

리는 이것을 근절할 수 있다.” 그렇게 되었나요? 아닙니다. 연구 자료들은 20세의 경우 그들 중 26%가 여전히 면역력을

가지고 있다고 보여줍니다. 74%는 그렇지 않다는 뜻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불필요하게 이 모든 아기들을 독살할 뿐만 아니라 - 독살한다는 말을 써서 미안하지만, 독소를 주입할

때, 그것은 독살하는 겁니다. 그들에게 B형 간염에 대한 위험성이 없는데도 우리가 불필요하게 그들을 독살할 뿐만 아니그들에게 B형 간염에 대한 위험성이 없는데도 우리가 불필요하게 그들을 독살할 뿐만 아니

라, 그들이 필요로 할 때 좋은 면역력을 가질 능력도 감소시키고 있는 겁니다.라, 그들이 필요로 할 때 좋은 면역력을 가질 능력도 감소시키고 있는 겁니다. 그것과 MMR의 문제가 8년 전에 내가 나의

집단 의료소에 가서 동료 소아과 의사들에게 이렇게 말했던 이유였습니다; “나는 더 이상 윤리적으로 신생아들에게 B형 간

염 백신을 줄 수가 없습니다.”

그만큼 많은 양의 알루미늄은 그들의 발달 점수를 감소시킬 거라는 것을 보여주는 연구가 있었습니다. 시청자들에게 분명

히 해 두자면, 실제로 그 연구는 혈관 주사에 대해 이루어졌습니다. 비숍에 의해 이루어진 매우 좋은 연구였습니다. 그것이

1990년대 후반이었다고 생각하는데, 그들은 ‘하이퍼랄’이라는 관을 통해 영양을 공급받아야 했던 미숙아들을 조사했습니

다. 그 당시에 하이퍼랄은 알루미늄으로 매우 오염되어 있었습니다. 그들은 이것에 대해 염려되었습니다. 아시다시피, 미

숙아들은 신장 기능이 좋지 않기 때문에 알루미늄 독성과 상해에 대해 더 위험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발견한 것은,

만일 아기들이 하루에 몸무게 1 킬로그램 당 4-5 마이크로그램 이상의 알루미늄이 주입되었다면하루에 몸무게 1 킬로그램 당 4-5 마이크로그램 이상의 알루미늄이 주입되었다면, 그들이 하이퍼랄을 사용

했던 하루마다하루마다 그들이 베일리 발달 점수에서 1점을 잃었다베일리 발달 점수에서 1점을 잃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매일 알루미늄을 주입받으면 매일 발달

점수를 잃는 겁니다. 뇌 손상뇌 손상을 입는 겁니다.

예를 들어, 하루에 몸무게 1 킬로그램당 5 마이크로그램의 알루미늄을 주입한다고 합시다. 전형적인 신생아의 몸무게가

무엇이죠? 약 3 킬로그램? 3 곱하기 5 는 15입니다. 그러니까 하루에 15 마이크로그램의 알루미늄이 신생아에게는 최대하루에 15 마이크로그램의 알루미늄이 신생아에게는 최대

허용치여야 합니다.허용치여야 합니다. 그러나, B형 간염 백신B형 간염 백신으로 우리는 250 마이크로그램의 알루미늄250 마이크로그램의 알루미늄을 주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알루미늄은 안전하다’ 라고 증명되었다고 말합니다. 그것이 일반적으로 안전하다고 여겨지고 간주되는 겁니다.

그들이 음식에 대해 그렇게 하는 것처럼요. 알루미늄이 안전한지 그들이 연구를 했다고 생각해서, 나는 그것에 대해 논문

을 찾아보았습니다. 거의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내가 하나의 연구를 찾았는데, 고용량의 알루미늄이 주사된 쥐들고용량의 알루미늄이 주사된 쥐들

이 일찍, 아주 일찍 죽은 것이었습니다.이 일찍, 아주 일찍 죽은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이것이 40년대와 50년대부터 백신들 속에 있어왔습니다. 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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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단지 우리가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계속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점점 더 많은 백신들점점 더 많은 백신들을 스케줄에 첨

가함에 따라… 그 티메로살(수은) 이야기를 기억하시죠? 우리는 점점 더 많은 알루미늄을 첨가점점 더 많은 알루미늄을 첨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스케줄을 신생아들과 영아들에게 몰아넣습니다.

여러분, 나는 우리가 우리 아이들을 독살하고 있다우리가 우리 아이들을 독살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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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들은 백신 부작용을 알아보거나 보고하는 법을 배우지 않는다. 200의사들은 백신 부작용을 알아보거나 보고하는 법을 배우지 않는다. 200
가지 이상의 백신 부작용을 보여주는 과학 연구 자료가 있다.가지 이상의 백신 부작용을 보여주는 과학 연구 자료가 있다.

백신 부작용백신 부작용

한글 자막 비디오 출처:

https://www.bitchute.com/video/3L5zvx788IgB/

https://www.brighteon.com/dashboard/videos/4d0327b1-37f8-4e0c-9125-72ea38000618

원본 출처: The Truth About Vaccines. Episode 1.

(여기서 일부를 발췌했습니다.)

소아과 의사 폴 토마스:

미국에는 ‘VAERS, 백신 부작용 보고 시스템VAERS, 백신 부작용 보고 시스템’ 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의사나 환자나 누구든지 백신 부작용을 보고할

수 있는 곳입니다. 이것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이유는 이것입니다.

나는 소아과 의사입니다. 내가 이 모든 백신 반응들을 보고 있어야 합니다. 그렇죠? 어떤 소아과 의사에게라도 이렇게 물

어보세요. “몇번이나 백신 부작용을 보았나요?” “아… 하나도 본 적이 없어요. 주사를 맞은 곳이 약간 빨갛게 되었고 열이

있었지만, 그건 우리가 예상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어떤 반응도 본 적이 없어요.”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아무런

반응이 없는 것이거나, 아니면 우리가 무엇을 봐야 할지를 모르는 겁니다우리가 무엇을 봐야 할지를 모르는 겁니다. 나는 후자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겁니다. 아이들이 백신 후에 경련을 일으킵니다. 우리는 그것이 정상이라고 말합니다. “열성 경련”을 일으킬 수 있고,

그것이 정상적인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열성 경련이 정상이라고 배웠습니다. 그것이 정상일까요? 글쎄요. 백신을 접종백신을 접종

받지 않은 아이들과 백신을 접종받은 아이들을 비교해 보고, 백신을 접종받지 않은 아이들도 열성 경련을 일으키는지 봅시받지 않은 아이들과 백신을 접종받은 아이들을 비교해 보고, 백신을 접종받지 않은 아이들도 열성 경련을 일으키는지 봅시

다다.

영아돌연사증후군. 나는 그것이 정상이라고 생각하도록 훈련받았습니다. 무엇이 그것을 일으키는지 모르지만, 이것이 정

상이라는 겁니다. 백신을 접종받지 않은 아이들과 백신을 접종받은 아이들을 비교해 보고, 그들 모두에게 같은 양의 영아백신을 접종받지 않은 아이들과 백신을 접종받은 아이들을 비교해 보고, 그들 모두에게 같은 양의 영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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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연사증후군이 있는지를 봅시다.돌연사증후군이 있는지를 봅시다.

신경적 문제들, 자폐증. 그것들은 빙산의 일각일 뿐입니다. 주의력 결핍증, 주의력 결핍 및 과잉 행동 장애, 자폐 범주성 장

애, 우리가 보고 있는 불안과 우울증 등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점점 더 많이 보고 있는 자가 면역 질환들, 제 1형 당뇨 등은

이야기하고 있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훨씬 더 많은 알레르기와 아토피에 대해 듣고,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땅콩 알

레르기를 일으키고 알레르기 주사약을 가지고 다녀야 하는 것에 대해 듣습니다. 우리가 아이들에게서 보고 있는 이 모든우리가 아이들에게서 보고 있는 이 모든

만성적 질환들의 같은 양이 백신 접종을 받지 않은 쪽에도 여전히 일어날까요?만성적 질환들의 같은 양이 백신 접종을 받지 않은 쪽에도 여전히 일어날까요? 나는 그것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지는 것을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조사해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소아과 의사 토니 바크:

VAERS 에 보고되고 있는 것은 정부가 말하듯이 상해의 10분의 1이 아닙니다. 정부는 아마 이것이 10분의 1일 거라고 말

합니다. 그렇죠? 그러나, 그것은 아마 상해의 1000분의 1일 겁니다. 내가 그렇게 말하는 이유는, 내가 VAERS 에 보고할내가 VAERS 에 보고할

줄을 몰랐기 때문줄을 몰랐기 때문입니다. 나는 소아 응급실소아 응급실을 운영했고, 나는 소아과 의사소아과 의사로 훈련받았습니다.

타이 볼린저:

그런데 당신은 백신 상해를 보고해야 한다는 것을 몰랐군요.

소아과 의사 토니 바크:

몰랐습니다. 그리고, 내가 의과 대학생이었고, 수련의였고, 응급실을 운영하고 있었을 때, 우리는 확실히 그런 아이들을 보

았고, 심지어 백신 진료소에 갔다가백신 진료소에 갔다가 응급실로 와서 호흡을 멈추었거나 경련을 일으켰던 아이들호흡을 멈추었거나 경련을 일으켰던 아이들을 다른 병원으로 옮기기도

했습니다. 아무도 그것을 보고하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그것을 보고해야 한다는 것을 몰랐습니다아무도 그것을 보고해야 한다는 것을 몰랐습니다.

타이 볼린저:

알지도 못했군요.

소아과 의사 토니 바크:

몰랐죠. 그냥, 우리는 그런 일이 있었다는 것을 알았을 뿐이고, 그것들이 보고되지는 않았습니다그것들이 보고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것들이 보고되지 않는지에 대해 생각해 보세요.

소아과 의사 래리 팔레브스키:

의사들은 백신 부작용들이 어떻게 보이는지에 대해 배우지 않습니다.의사들은 백신 부작용들이 어떻게 보이는지에 대해 배우지 않습니다. 사실상, 부모가 의사에게 전화해서 “내 아이가 백신

을 맞았는데 얘를 깨울 수가 없어요. 얘는 먹을 때만 깨어나요. 얘는 이틀동안 잠만 자요.” 라고 말할 때, 그 부모는 그것이

정상이라는 말을 듣습니다. 아이가 전에는 전혀 그런 적이 없었기 때문에 부모가 “이것이 백신 때문일 수 있을까요?” 라는

의문을 제기할 때, 의사들은 모두 똑같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요. 그냥 우연의 일치예요.” 그 아이는 뇌 손상을 입은 겁

니다. 아기가 이틀동안 잠만 잔다구요? 먹을 때 외에는 깨어나지 않는다구요? 그 아이는 뇌 손상뇌 손상을 입은 겁니다. 뇌에 염증뇌에 염증

을 일으킨 겁니다. 먹을 때는 제외하고는 이틀동안 전혀 깨어나지 않는다구요? 그것은 신경적인 사건신경적인 사건입니다. 그것은 정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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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것은 뇌에 물질을 주입한 것 때문뇌에 물질을 주입한 것 때문입니다.

변호사 로보트 F. 캐네디 주니어:

1989년이 아이들의 질병들의 유행병이 시작된 해1989년이 아이들의 질병들의 유행병이 시작된 해입니다. (1986년1986년에 백신 제조사들에게 법적 책임을 면제백신 제조사들에게 법적 책임을 면제하는 법이 제정

됨) 자폐증, 자폐 범주성 장애, 주의력 결핍증, 주의력 결핍 및 과잉 행동 장애, 말 지연, 언어 지체, 틱장애, 내가 이전에는

들어본 적이 없었던 ‘비참 장애’라고 불리는 것. 틱장애는 투렛 증후군인데 심각한 신경 장애들로서 그 해에 유행병이 되었

고, 영아돌연사증후군, 발작성 수면, 발작 장애, 또한 물론 음식 알레르기와 천식, 그 모든 것들이 1989년에 시작되었습니

다. 그 모든 질병들이 티메로살(수은) 또는 알루미늄과 같은 보조제나 다른 어떤 백신 관련 물질에 의해 야기된다는 것을그 모든 질병들이 티메로살(수은) 또는 알루미늄과 같은 보조제나 다른 어떤 백신 관련 물질에 의해 야기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과학 연구 자료들보여주는 과학 연구 자료들이 오늘날 있습니다.

소아과 의사 래리 팔레브스키:

무언가가 우리 아이들의 뇌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무언가가 정상적인 뇌 발달의 신경 순차 과정을 방해정상적인 뇌 발달의 신경 순차 과정을 방해하고 있습니다.

아기가 태어날 때는 뇌가 발달되어 있지 않습니다. 태어날 때 아기들은 필요한 것보다 더 많은 신경 세포들을 가지고 있습

니다. 삶의 경험을 통해 근육 발달, 말 발달, 인지 발달, 감정적 발달을 위한 적절한 순차를 만들어내기 위한 길들이 놓여집

니다. 무언가가 그런 단계들의 적절한 순차를 방해하고 있는 겁니다. 무언가가 뇌가 적절하게 발달하는 것을 방해하고 있

는 겁니다. 아무도 “왜?” 라는 질문을 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게 많은 아이들에게 뇌 발달의 적절한 순차에 대한 방해가 일왜 그렇게 많은 아이들에게 뇌 발달의 적절한 순차에 대한 방해가 일

어나고 있는 걸까요?어나고 있는 걸까요? 왜 2016년 1월 현재 우리가 5세 이하의 아이들 20명 중 한명에게서 발작 장애5세 이하의 아이들 20명 중 한명에게서 발작 장애를 보고 있는 걸까요?

작가, 강연가, 전국건강연합 고문 이사 세이저 지:

백신이백신이 기관지 천식과 다른 건강 문제의 출현과 함께 나의 평생의 문제로 발전된 나의 건강의 하락의 시작점나의 건강의 하락의 시작점이었다는 것은

매우 분명하다고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나에게는 매우 개인적인 여정과 주창이 되었습니다. 나는 이렇게 많은 부작이렇게 많은 부작

용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견해를 뒷받침하는 논문이 있는지용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견해를 뒷받침하는 논문이 있는지를 보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10년동안 연구 자료를 본 후에10년동안 연구 자료를 본 후에, 그

모든 것을 나의 웹사이트에 올려놓았는데, 실제로 오늘날 주어지는 백신들에 의해 야기되는 200 가지 이상의 부작용들이실제로 오늘날 주어지는 백신들에 의해 야기되는 200 가지 이상의 부작용들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기록되어 있었습니다.

타이 볼린저:

VAERSVAERS. 그것은 ‘백신 부작용 보고 시스템백신 부작용 보고 시스템’의 약자입니다. 인정되는 부작용들이 있다인정되는 부작용들이 있다는 사실 때문에, 그 이름 자체가 백신백신

이 완전히 안전하지 않다이 완전히 안전하지 않다는 것을 암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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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25 06:54 http://blog.naver.com/spiritualwarfare/222153802301

화이자 코비드-19 백신 임상시험 참가자 부작용 - 고정약물발진화이자 코비드-19 백신 임상시험 참가자 부작용 - 고정약물발진

백신 부작용백신 부작용

정확한 데이터를 모두 제시하지도 않은 채로 코비드-19 백신이 임상시험에서 90%의 예방 효과를 보였다고 선전해 대던

화이자/바이오앤테크의 코비드-19 백신 임상시험에 참가했던 한 여성이 접종반응으로 인해 발 뒤꿈치에 엄청나게 크고

끔찍한 염증/괴사가 발생했는데, 그것은 고정약물발진(Fixed Drug Eruption)이라고 불린다고 합니다. 이 여성은 이 접종

반응으로 인해 걷지 못하게 되어서 몇주동안 일을 할 수 없었고 그로 인해 치료비와 생활비와 두살짜리 아이를 돌보는 비

용 등이 부족하게 되었고, 이 여성의 사촌이 이 여성을 위해 고펀트미(GuFundMe)에 모금을 시작하면서 이 이야기가 알

려지게 되었습니다. 화이자는 이 여성에게 전혀 치료비나 생활비를 배상하지 않았고, 물론 대중매체들은 이런 내용을 절대

알리지 않습니다. 미국 FDA에 이 백신에 대해 긴급승인 신청을 해 놓은 상태에서 이런 사실이 알려지는 것은 기를 쓰고 막

으려고 하겠죠. 이 여성은 소셜 미디어를 통해 사이버 협박과 위협을 받고 있기 때문에 안전을 위해 현재 소셜 미디어를 사

적으로 설정해 놓았다고 합니다. 아래는 모금하는 웹싸이트에 그녀의 사촌이 올린 정보입니다.

https://gf.me/u/y8khd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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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이 여성의 유튜브 비디오는 'unlisted' 상태라 주소가 있는 사람만 볼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사진을 가짜라고

하고 음해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이 여성의 얼굴과 발이 함께 나오는 유튜브 동영상도 여기에 올립니다. 이것은 2020년

11월 23일에 올라온 비디오이고, 이 여성의 발은 치유되고 있는 상태라고 합니다. 이 여성은 11월 2일에 응급실을 방문

한 이래로 지팡이 없이는 걷지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최근 비디오에 나오는 발은 그나마 처음보다는 많이 호전된 상태

인 것 같습니다.

https://youtu.be/7C1krefvUE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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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신 투여량이 많은 나라에서 유아 사망률이 높았다.백신 투여량이 많은 나라에서 유아 사망률이 높았다.

백신 부작용백신 부작용

논문 제목:

‘일상적으로 주어진 백신 투여량에 비교한 유아 사망률: 생화학적 또는 협력 작용적 독성이 있는가?’

논문 개요:

‘유아 사망률(IMR)은 한 나라의 사회경제적 행복과 공중보건 상태를 나타내는 가장 중요한 지표 중 하나이다. 미국의 소아

백신접종 스케줄은 1년 미만 유아에 대한 26번의 백신 투여량을 명시하고 있으나 (세계에서 가장 많음), 33개의 국가들이

미국보다 더 낮은 유아 사망률(IMR)을 가지고 있다. 선형회귀를 이용하여 이들 34개국의 백신접종 스케줄을 조사하여 유

아 사망률(IMR)과 영유아에게 일상적으로 주어지는 백신 투여량 사이에서 r = 0.70 (p < 0.0001)의 상관 계수를 알아보

았다. 국가들은 또한 12~14, 15~17, 18~20, 21~23, 24~26의 다섯 개의 백신 투여량 범위로 분류되었다. 그런 다음

각 그룹 내 모든 국가들의 평균 유아사망률(IMR)을 계산했다. 비가중 평균 IMR의 선형 회귀 분석 결과, 백신 투여량 증가백신 투여량 증가

와 유아 사망률 증가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의미있는, 뚜렷한) 상관관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와 유아 사망률 증가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의미있는, 뚜렷한) 상관관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r = 0.992 (p =

0.0009)를 보였다. Tukey-Kramer 테스트를 사용하여, 12~14번 백신을 투여한 국가들과 21~23 및 24~26번을 투여한

국가들 사이에 평균 유아 사망률(IMR)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의미있는, 뚜렷한) 차이가 발견되었다. 백신 투여량과, 생

화학적 또는 협력 작용 독성과, 유아 사망률(IMR) 간의 상관관계에 대한 면밀한 검사가 필수적이다.’

이것은 생후 1년 내의 백신 투여량과 유아 사망률의 상관관계를 조사한 논문의 내용입니다. 유아 사망률 또는 영아 사망률

은 1년 동안의 1000명의 출생아 당 출생 후 1년 이내에 사망한 영아 수를 말합니다.

Table 1 은 2009년도의 유아 사망률 상위 34개의 국가들을 보여주고, Table 2 는 각 국가에서 1년 내에 권장하거나 요구

하는 백신 투여량을 보여줍니다. 미국미국은 유아 사망률이 6.22 명으로 34개 국가들 중에서 가장 높은 유아 사망률가장 높은 유아 사망률을 기록했

는데, 이 34개 국가들 중에서 미국이 백신 투여량이 가장 높았습니다백신 투여량이 가장 높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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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의 그래프들은 유아 사망률과 백신 투여량과의 상관 관계를 보여주는 그래프입니다. 백신 투여량이 높은 국가들에서

유아 사망률이 더 높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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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출처:

https://www.ncbi.nlm.nih.gov/pmc/articles/

PMC3170075/?fbclid=IwAR2QWIIJhPV235zJFYMN2mCgF9Pf7FXAfMsTG7nLr0-OHhlJZ-9e3OTNixk

이 논문의 PDF 파일을 여기에 첨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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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감백신 접종 후 사망자 104명, 그러나 103건은 인과성이 없다??? /독감백신 접종 후 사망자 104명, 그러나 103건은 인과성이 없다??? /
백신으로 인한 사망자에 대한 WHO의 입장백신으로 인한 사망자에 대한 WHO의 입장

백신 부작용백신 부작용

올해 독감백신을 접종받은 후 104명이 사망했다고 신고되었는데, 그것에 대해 구글에 검색하면 마치 짠 것처럼 모든 매체

들에서 똑같은 내용이 뜹니다. 독감백신 접종 후 사망자는 104명이지만 103건은 인과성이 없다는 겁니다. 마치 한 사람

이 기사를 써서 모든 매체들에 나누어 준 것 같은 느낌입니다. 단 한 곳도 이것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는 곳은 없습니다. 어

떻게 그렇게 짧은 시간에 103건은 인과성이 없다는 것을 알아냈다는 것일까요? 그새 그 모든 사망자들을 다 부검하고 그

들의 체내에 수은과 같은 백신의 성분들이 어디서 얼마나 검출되었는지를 다 조사해 본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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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보건기구(WHO)는 백신을 맞고 사망하는 사람들이 존재한다는 것과, 그것에 대해 그들이 깔끔한 대답을 해 줄수가

없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아래 비디오에서 그들이 비공개회의에서 뭐라고 했는지를 보세요. 그들은 백신으로 인해 사람들백신으로 인해 사람들

이 사망한다이 사망한다는 것과, 그들이 그것에 대해 적당한 설명을 제공할 수 없다그들이 그것에 대해 적당한 설명을 제공할 수 없다는 것을 압니다. 그러나, 대중에게는 언제나 '백신

은 안전하다' 라고만 광고합니다. 사람들이 과학 자료와 통계 자료를 직접 조사하지 않고, 그냥 그들의 거짓말을 쉽게 믿어

주기 때문입니다. 이제 좀 그만 속아줍시다.

https://www.brighteon.com/e8007f64-009b-41ee-936a-a7df670f9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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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비드-19 백신 접종을 받고 난 후에 코비드-19에 감염되면, 병원성 프코비드-19 백신 접종을 받고 난 후에 코비드-19에 감염되면, 병원성 프
라이밍이 자가면역반응을 통해 질환을 더 심각하고 위태롭게 만들고 사라이밍이 자가면역반응을 통해 질환을 더 심각하고 위태롭게 만들고 사
망률을 높일 수 있다.망률을 높일 수 있다.

백신 부작용백신 부작용

< 코비드-19 백신 접종을 받고 난 후에 코비드-19에 감염되면, 병원성 프라이밍이 자가면역반응을 통해 질환을 더 심각하

고 위태롭게 만들고 사망률을 높일 수 있다 >

이전에 사스-CoV-2 와 관련된 백신 접종이나 감염이 있었을 경우, 병원성 프라이밍이 질환을 더 심각하게 만드는데 기여

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나요?

"사스(SARS)에 있어서, 사스 스파이크 단백질을 기반으로 한 백신의 동물 연구 동안에, 백신을 접종받은 동물들이 이후에백신을 접종받은 동물들이 이후에

야생 사스 바이러스에 노출되었을 때 일종의 면역 체계의 ‘프라이밍’이 질병성과 사망률을 증가시키는 것야생 사스 바이러스에 노출되었을 때 일종의 면역 체계의 ‘프라이밍’이 질병성과 사망률을 증가시키는 것이 관찰되었다.”

"하나를 제외한 모든 사스-CoV-2 면역성 항원결정기들은 인간 단백질과 유사성을 가지고 있다. 인간 단백질의 약 3분의

1은 적응 면역 체계의 핵심 요소들이다.… 그것은 또한 어떤 항원결정기들이 이전의 감염, 또는 백신 접종 후에 사스

-CoV-2 나 그것의 친족에 노출된 것으로 인한 자가면역학적 병원성 프라이밍의 원인이 될 수 있는지도 나타낸다. 병원성

프라이밍의 위험으로 인한 자가면역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이런 항원결정기들은 개발 중인 백신으로부터 배제되어야 한

다."

Did you know that pathogenic priming may contribute to serious illness when there has been an earlier

vaccination or infection involving SARS-CoV-2?

"In SARS, a type of 'priming' of the immune system was observed during animal studies of SARS spike

protein-based vaccines leading to increased morbidity and mortality in vaccinated animals who were

subsequently exposed to wild SARS virus."

“All SARS-CoV-2 immunogenic epitopes have similarity to human proteins except one. Roughly one-third of

the human proteins are key players in the adaptive immune system.…It also indicates which epitopes might

be responsible for autoimmunological pathogenic priming due to prior infection or following exposure to

SARS-CoV-2 or relatives following vaccination. These epitopes should be excluded from vaccines under

development to minimize autoimmunity due to risk of pathogenic prim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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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search was conducted by IPAK - the Institute of Pure and Applied Knowledge - a member of the Coalition

for Informed Consent.

논문 출처:

https://www.sciencedirect.com/science/article/pii/S2589909020300186

(이 링크에서 논문이 삭제될 경우를 대비해서 이 논문의 PDF 파일을 여기에 첨부했습니다.)

기사 출처:

https://www.facebook.com/PICphysicians/photos/did-you-know-that-pathogenic-priming-may-contribute-to-

serious-illness-when-ther/16281886773372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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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17 06:55 http://blog.naver.com/spiritualwarfare/222146282790

영국 약품 및 건강상품 규제국은 다량의 코비드-19 백신 부작용을 예상영국 약품 및 건강상품 규제국은 다량의 코비드-19 백신 부작용을 예상
하고 있다. 아스트라제네카 코비드-19 백신의 포장지와 제품 설명서.하고 있다. 아스트라제네카 코비드-19 백신의 포장지와 제품 설명서.

백신 부작용백신 부작용

아스트라제네카 코비드-19 백신의 포장지와 제품 설명서입니다.

여기에는 ChAdOx1-S 라는 재조합 유전자재조합 유전자가 들어있고, MRC-5 라는 낙태된 태아낙태된 태아의 세포주가 사용되었다는 것이 표기되

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내가 나누고 싶은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거기에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영국 약품 및 건강상품 규제국(MHRA)은 예상되는예상되는 다량의다량의 코비드-19 백신코비드-19 백신 부작용부작용을 처리하고 부작용의 어떤 세부사항도

놓치지 않도록 확실히 하기 위해 긴급하게 인공지능 소프트웨어 도구를 찾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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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그들은 코비드-19 백신이코비드-19 백신이 많은 부작용많은 부작용을 일으킬 것이라는 것을을 일으킬 것이라는 것을 이미 알고 있다이미 알고 있다는 뜻입니다. 임상 시험에서 이미 횡단

성 척수염과 다발성 경화증 사례가 발견된 것에 대해 이전에 나누었습니다.

원본 비디오가 이미 삭제된 상태라 다른 사람이 원본을 이용해서 만든 이 비디오를 내려받아서 여기에 올렸습니다. 한글

자막은 없습니다. 그냥 비디오 자료가 없어질까봐 여기 올린 겁니다.

비디오 출처:

https://www.roxytube.com/watch/urgent-vaccine-information-share-with-everyone-you-know-

now_IQGlIdJQGOf1kAY.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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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신 디톡스, 바이러스와 박테리아 감염 예방 및 치료백신 디톡스, 바이러스와 박테리아 감염 예방 및 치료

백신 부작용백신 부작용

할 말은 많지만, 설명하기도 장황하고, 또 사람들이 알아듣지 않는 것도 힘들고 해서 올릴까 말까 고민하다가,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 수 있겠다 싶어서 올립니다. 요즘 계속 백신에 대한 정보를 올리고 있는데, 그것은 백신이 짐승의 표의 일부로

사용될 것이고, 그렇지 않다 해도 적어도 짐승의 표를 받는 것을 용이하게 하는 역할을 확실히 할 것이므로, 백신 자체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한 것입니다. 지금 독감 백신도 아무 꺼리낌 없이 받는다면, 경제 활동과 관련이 있게 될 짐승 백

신은 어떻게 거부하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백신 자체에 대해 사람들에게 알리고 생각해 보게 만드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

니다. 듣든 안 듣든, 주변 사람들에게 노래하듯이 계속해서 떠드세요. 처음에는 거부감을 느끼더라도, 언젠가는 들었던 것

을 기억하고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지게 될 순간이 올지도 모릅니다. 지금까지 사람들이 들어왔고 세뇌되어 왔

던 거짓말들을 중화시키고 파쇄하려면, 그만큼 많은 진실을 들이부어야 하는 겁니다. 기도의 능력과 함께 우리의 입으로

끊임없이 진실을 퍼뜨려야 합니다. 안 듣는다고 스트레스 받지는 맙시다. 물방울이 바위를 뚫는다고도 하는데, 그냥 계속

해서 미친 척하고 떠들어대다 보면, 역세뇌가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어쩄든 지금 하려고 하는 이야기는 백신을 맞은 후 그 안에 들어있는 독성 물질들을 배출하기 위한 방법에 관한 것입니다.

과거에도 간간이 이야기했지만, 여기서는 또 새로운 것을 하나 더 소개할까 합니다. 가족들 중에 말을 안 듣고 끝끝내 독감

백신을 맞은 분들이 있을 경우, 특히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독감 백신의 부작용 증상들을 잘 알고 계셨다가, 그런

증상이 가족들에게 나타나기 시작할 때 그것이 독감 백신 속에 들어있는 성분 때문이라는 것을 알려 주시고, 바로 디톡스

를 시작하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는 만일 아이들에게 백신을 맞히셨다면, 무조건 디톡스를 하셔야 합니다. 사람들

이 백신 속의 물질들이 일으키는 부작용들을 잘 모르기 때문에, 발진이나 두드러기, 아토피, 자가 면역 질환, 치매 증상, 손

떨림 증상, 파킨슨 초기 증상, 우울증, 짜증, 폭력적인 행동, 기억력 감퇴, 학습 장애, 발달 장애, 언어 장애 등등을 겪기 시

작해도 그것이 백신 속의 독성 물질들 때문인 줄은 전혀 모릅니다. 우리 가족들 같은 경우도, 제가 그렇게 강조하며 이야기

했었어도, 앞에서는 알았다고 하고 나중에 가서 독감 백신을 맞은 경우도 있었습니다. 저는 오랫동안 모르고 있었다가, 갑

자기 어느 순간부터 우울하다고 계속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었고, 그렇게 똘똘하시던 분이 치매 증상이 엿보이면서 파킨슨

증상이 시작되었던 분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때, 그것들이 독감 주사 속의 수은이 일으키는 증상들이라는 것을 내가 그

들에게 이야기해 주었고, 글루타치온, 풀빅산, 클로렐라, 스피룰라 등의 디톡스 제품들을 보내주었습니다. 그리고, 내가 그

렇게 맞지 말라고 했는데 왜 맞았냐고 했더니, "직장에서 공짜로 놔 줘서" 또는 "남들 다 맞으니까" 등의 답답한 소리를 했

습니다. 어쨌든, 그것들이 독감 백신 속의 수은 때문이고, 디톡스 하지 않고 계속 독감 주사를 맞으면 완전 폐인이 된다는

것을 확실히 이야기해 주었고, 본격적으로 디톡스 하도록 제품들을 보내 주었습니다. 일일이 보내 줘야지, 뭐를 사 먹어라

하면 말을 잘 안 듣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리하여 올 해는 아무도 독감 백신을 맞지 않았다고 했고, 내가 보내 준 정보들

을 다른 사람들에게도 나누며 독감 백신 반대자들이 되었다고 들었습니다. 사실이기를 바랄 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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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신들 속의 주요 독성 물질들은 항원으로서 주입되는 살아있는 변이된 바이러스 (뇌나 척수로 들어가서 염증과 신경 마비

를 일으킬 수 있음), 항체 반응을 증폭하기 위한 보조제로서 알루미늄같은 물질들, 보존제로서 넣어지는 수은 (특히 독감

백신에 많이 들어 있음), 포름알데히드 같은 독성 화학 물질 (실험실에서 이것을 사용할 때도 후드 안에서 해야 할 정도로

독한 물질인데 이것을 몸 속에 주입한다는 것이 정말 이해가 안 됩니다), 뇌-혈관 장벽을 뚫기 위한 폴리소르베이트 80 같

은 계면활성제 등 여러가지가 있고, 그 외에도 성분 목록에 들어있지 않은 여러가지 다른 중금속들과 심지어 유리 조각 같

은 불순물들도 발견된 바 있습니다. 또한, 많은 백신들이 낙태된 태아 세포를 이용한 세포주나 동물 세포주에서 배양된 항

원을 사용하는데, 그 과정에서 낙태된 태아의 DNA나 동물 DNA가 다 걸러지지 못하고 백신 속에 들어가게 됩니다. 낙태

된 태아의 DNA는 인간 DNA 이기 때문에 아토피와 같은 자가 면역 반응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리고, 동물 세포들 속에 들

어있는 다른 바이러스들도 걸러지지 않고 백신 속에 들어가게 되는데, 과거의 소아마비 백신 속의 SV-40 원숭이 발암 바

이러스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암에 걸렸던 일도 있었고, XMRV 라는 쥐 발암 바이러스도 많은 사람들 속에서 발견되었습

니다. 그리고, 백신 속의 수은이 문제가 되자, 많은 백신들에서 수은을 더 이상 사용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는데, 그렇다 해

도 그 백신들도 수은이 사용되었던 시설에서 제조되고, 그 안에 어쩔 수 없는 잔류량의 수은이 들어있게 됩니다. 그들은 그

것이 '미량'이라고 말하지만, 'Trace Amount' 라는 다큐멘터리 영화를 찍은 사람의 경우에서처럼, 이런 '미량'의 수은에

도 예민하게 반응해서 심각한 부작용을 겪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독감 백신처럼 아예 대놓고 수은을 엄청나게 집어넣은 백

신도 있지만, 같은 시설에서 제조된 소위 수은 없는 백신들 속에도 어쩔 수 없이 잔류량의 수은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러

므로, 실상은 모든 백신들 속에 수은이 들어 있다고 보면 됩니다. 이렇게 여러가지 엄청난 독성 물질들이 들어 있는데, 어

떻게 사람이 멀쩡하겠습니까? 소위 '재수 없으면' 갑자기 심각한 부작용을 겪어서 심하게 고통받거나 사망하는 것이고, 그

렇지 않으면 자기도 모르게 조금씩 만성적 문제들을 겪어 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자신이 왜 그런 문제들을 겪고 있는지

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살다가 죽는 겁니다.

장황하게 설명했는데,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간단하게 이야기하겠습니다. 나는 많은 것들을 사용해 보았습니다. 그리

고, 효과가 있는 천연 보조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많은 것들을 이미 과거에도 나누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굳이 딱

한 가지만 찍어서 권하라면, 나는 이것을 권하겠습니다. 그 전에 미리 말해두겠는데, 나는 의사가 아닙니다. 나는 내가 개

인적으로 조사한 것과 경험한 것을 나누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각자가 기도 가운데 결정해야 하고, 나의 말에 그대로 따르

라는 것은 아닙니다. 나는 현재 이산화염소(ClO2)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전에 물 소독용으로 나눈 적이 있었죠. 이산화염

소는 물 소독용으로 판매되고 있고, 건강 목적으로 먹는 용도로 판매하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하려고 하면 많은 제재와 핍

박이 따릅니다. 다른 모든 값싸고 효과적인 치료법과 마찬가지로 이것도 심하게 검열되는 물질입니다. 그러나, 어떤 용도

로 판매되던지간에 그것이 순수한 이산화염소 용액이라면 상관이 없습니다. 똑같은 겁니다. 나는 개인적으로 이것을 아이

에게 약 1년 반 정도 매일 먹여 왔고, 엄청나게 도움을 받았습니다. 전혀 부작용은 없었고, 증상의 호전만 있었습니다. 이

산화염소는 여러가지 작용을 하는데, 첫째로 나쁜 바이러스와 박테리아를 죽입니다. 그러므로, 만성적인 염증이나 감염으

로 고생하면서 계속 항생제를 복용하는 분이라면, 항생제 대신 이것을 꾸준히 먹는 것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 내 아이의 박

테리아 감염은 항생제가 듣지 않는 종류였는데, 이것으로 회복되었습니다. 물론 하루 아침에 되지는 않습니다. 꾸준히 먹

어야 박테리아가 다 죽습니다. 둘째로, 이것은 수은과 알루미늄같은 중금속들을 중화시킵니다. 중금속을 배출시키는 글루

타치온과 같은 보조제와 함께 사용하면 (1시간 정도 간격을 두고 따로 복용) 중금속 디톡스에 도움이 됩니다. 셋째로, 이것

은 글리포세이트를 근육에서 빼내서 배출시키는 작용까지 합니다. 이것은 MIT 대학의 스테파니 세네프 박사가 연구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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밝혀낸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 많은 자폐증 아이들이 완치되었거나 호전되었다는 많은 증언들이 있고, 말라리아와 에이즈

바이러스 등에도 효과가 있었다는 증언들이 있습니다. 물론, 이런 정보는 아주 아주 심하게 검열되기 때문에 사람들이 인

터넷에서 찾아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이산화염소는 백신들 속의 변이된 바이러스들과 오염된 동물 바이러스들 뿐만 아니라, 일상 생활에서 독감 바이

러스나 코로나 바이러스 등 모든 나쁜 바이러스들을 몸에서 제거해 줍니다. 소량의 이산화염소수를 매일 먹는 사람은 이런

바이러스에 감염될 일이 없습니다. 이것이 식수 속의 세균을 죽여서 정화하기도 하지만, 먹었을 때는 몸 안에서도 세균들

을 죽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백신 속의 중금속과 농약 배출에도 도움이 됩니다. 나의 경우는 2-3주 먹었을 때 그동안 나의

폐 속에 계속 있던 답답한 느낌과, 기온이 조금만 내려가도 심해지던 기침과 콧물이 멈추어졌고, 코로 숨을 쉬기도 용이해

졌습니다. 내가 만성적으로 비염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도 그때서야 알게 되었습니다. 가슴과 코 안에 있던 답답한 느낌이

사라졌고 코로 숨을 쉬기가 편해졌으니까요. 몇년 전에 멈추지 않는 기침 때문에 병원에 가서 엑스레이도 찍고 약도 먹고

별 짓을 다 했는데 낫지 못했던 그 증세가 이산화염소수를 먹은지 얼마 안되어 나아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복용도 간편합

니다. 그냥 생수에 조금 타서 마시면 됩니다. 처음에는 정확한 양을 계산해서 타 먹고 했는데, 오래 사용하다 보니 이것에

대해 잘 알게 되어서 그냥 대충 섞어 먹습니다. 적은 양을 먹어도 꾸준히 먹으면 효과가 있고, 굳이 최대 허용치까지 먹을

필요는 없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최대 허용치까지 먹기도 힘듭니다. 냄새가 나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많이

먹게 될까봐 걱정할 필요도 사실은 거의 없는 겁니다. 어쨌든 누가 묻는다면, 나는 이것을 무엇보다도 적극적으로 추천합

니다. 내가 써 본 수많은 것들 중에 단연 최고입니다. 사람들이 이것을 '미라클 미네랄 솔루션' 또는 '매스터 미네랄 솔루

션'이라고 부르는데, 나는 이제는 왜 사람들이 그것을 그렇게 부르는지를 확실하게 압니다. 처음에는 '미라클'은 좀 너무

과장이 아닌가 하고 생각했었지만, 1년 반 정도 사용해 보고 난 지금은, 정말 미라클이라는 이름이 과장이 아니라는 생각

이 듭니다. 어쩄든, 만성적인 질환으로 지속적으로 고통받아오고 있고 별다른 대책이 없으신 분이라면, 이것에 대해 기도

해 보세요.

시중에 판매되는 이산화염소(ClO2) 용액은 1000ppm 또는 3000ppm 정도인데, 어떤 것을 사용해도 상관없습니다. 단

지 농도가 조금 진하다 덜 진하다 하는 건데, 어차피 물에 타 먹으니까 상관없습니다. 성인의 경우 3000ppm 짜리 1ml 를

물에 타서 하루에 여덟번까지 먹는 것이 최대 허용치이고, 아이들의 경우는 그것의 2/3 가 최대 허용치인데, 처음에는 아

주 소량으로 시작해서 조금씩 양을 늘려가야 합니다. 몸 안에서 세균이 갑자기 한꺼번에 죽거나, 중금속이나 다른 독성 물

질이 한꺼번에 너무 많이 배출되려고 하면 몸이 힘들어지기 때문입니다. 처음에는 3000ppm 짜리 1ml 를 생수 500 ml

정도에 넣어서 하루에 8번 정도로 조금씩 나눠 마시기 시작하다가, 몸에 별 무리가 없으면 조금씩 양을 늘려 넣어서 먹으

면 됩니다. 1000ppm 짜리 용액이라면 그보다 세배 더 사용하면 되겠죠. 그런데, 사실 저는 이제는 그냥 500~600 ml 물

이 든 병에 밥숟가락 하나 정도(약 5 ml)를 대충 넣어서 그냥 가끔씩 마십니다. 날씨가 춥다보니, 기침이 나오려고 한다거

나, 코가 간지럽다거나, 목이 따끔거린다거나 할 때는 수시로 한 두 모금 마십니다. 그래도, 효과를 느낍니다. 이산화염소

용액은 빛과 공기에 분해될 수 있으므로, 원액은 뚜껑을 꽉 닫아서 냉장고에 보관하고, 하루에 마시는 병은 그냥 뚜껑 덮은

채로 가지고 다니다가 생각날 때마다 한 두 모금씩 마십니다. 저는 그렇게 하고, 아이는 물에 희석한 용액을 냉장고에 보관

하면서 한 두 시간 마다 컵에 조금 따라서 마시게 합니다. 아무래도 아이는 스스로 통제가 어려우니까요. 어쨌든 간단합니

다. 저는 그다지 농도를 더 높일 생각은 없고, 그냥 이대로 꾸준히 마실 생각입니다. 지금도 이미 효과가 충분한데, 굳이 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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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 많이 먹을 필요는 없을 것 같아서요. 너무 많이 넣으면 먹기도 불편합니다.

이산화염소에 대해 이미 많은 조사를 해 보신 분들이 계신 것을 아는데, 여기에 댓글로 정보를 좀 더 나누어 주셔서 다른

분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게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혼자 다 쓰려니까, 너무 많네요. 특히, 프렌치토스트 님이

많은 조사를 해서 많이 알고 계십니다. 다른 곳에도 댓글을 썼었지만, 가능하다면 여기 댓글에서도 정보를 나누어 주셔서,

사람들이 쉽게 모든 정보를 볼 수 있게 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네요. 다른 분들도 아시는 정보들을 여기에 다시 또 나눠 주

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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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MR 백신을 맞은 이들이 홍역을 퍼뜨린다.MMR 백신을 맞은 이들이 홍역을 퍼뜨린다.

백신 부작용백신 부작용

< 백신을 맞은 이들이 홍역을 퍼뜨린다고 세계보건기구(WHO), 머크(Merck),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의 자료들이

확증하다 >

'20년 전에, MMR 백신은 사실상 그것을 맞은 모든 이들을 홍역에 감염시킨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제조업체인 머크

(Merck) 자체의 제품 경고가 MMR을 홍역에 의해 야기되는 잠재적으로 치명적인 형태의 뇌의 염증홍역에 의해 야기되는 잠재적으로 치명적인 형태의 뇌의 염증과 연결시킵니다. 왜

이 증거가 보고되지 않고 있는 걸까요?

MMR에 의해 확산되는 홍역 감염MMR에 의해 확산되는 홍역 감염 현상은 수십 년 동안 알려져 왔습니다. 사실상, 20년 전에, 세계보건기구(WHO)와 국

가백신프로그램이 후원한 CDC의 국립 전염병 센터에서 일하는 과학자들이 MMR 백신에 대해 정말로 충격적인 무언가를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그것을 맞는 이들 중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검출 가능한 홍역 감염을 초래한다는 것입니다.

"백신 접종자의 소변 검체 속의 홍역 바이러스 RNA 검출" 이라는 제목으로 1995년에 임상 미생물학 저널에 발표된 논문

에서 연구자들은 새로 MMR을 접종받은 생후 15개월 어린이들과 청소년들의 소변 샘플들을 분석하고 다음과 같은 눈이

번쩍 뜨이는 결과들을 보고했습니다:

- 2주 간의 샘플링 기간 동안, 홍역 바이러스 RNA가 12명의 어린이 중 10명에게서 검출되었습니다.

- 어떤 경우에는, 어린이들이 백신을 접종받은지 1일 또는 14일 후에도 홍역 바이러스 RNA가 검출되었습니다.

- 청소년 4명 모두의 소변 샘플에서도 백신 접종 후 1일에서 13일 사이에 홍역 바이러스 RNA가 검출되었습니다.'

기사 출처:

https://www.greenmedinfo.com/blog/vaccinated-spreading-measles-who-merck-cdc-documents-confirms

논문 출처:

https://www.ncbi.nlm.nih.gov/pmc/articles/PMC228449/pdf/332485.pdf

(이 링크가 삭제될 경우를 대비해서 이 논문의 PDF 파일을 여기에 첨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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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이된 MMR 백신 바이러스가 아이의 뇌에서 만성적 염증과 사망을 초변이된 MMR 백신 바이러스가 아이의 뇌에서 만성적 염증과 사망을 초
래함 - 중증 복합면역결핍병 (SCID)래함 - 중증 복합면역결핍병 (SCID)

백신 부작용백신 부작용

< 아이의 뇌 속에 있는 변이된 MMR 백신 바이러스가 그 아이의 죽음을 초래했다고 영국 연구진이 확인하다. >

‘MMR 백신MMR 백신을 맞은 후 만성 뇌염만성 뇌염과 관련된 실명실명을 포함한 심각한 신경 증상들을 겪었고 사망사망한 아동의 뇌 속에서 백신에백신에

서 유래된 유행성 이하선염 바이러스가 발견되었다서 유래된 유행성 이하선염 바이러스가 발견되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이 연구는 18개월된 영아가 살아있는 바이러스가 포함된 3중 - 홍역, 유행성 이하선염, 풍진 (MMR) - 백신을 접종한지 4

개월 만에, 감염에 따라오는 심각한 면역체계 결함인 중증 복합면역결핍병 (SCID)중증 복합면역결핍병 (SCID) 진단을 받은 것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그 아기는 그 병에 대해 치료를 받았으나, 6개월 후에 발열, 발진, 설사, 무기력, 발작발열, 발진, 설사, 무기력, 발작 등으로 다시 병이 났다. 그의 뇌를

MRI 스캔한 결과, 감염으로 인한 뇌의 염증 - 뇌염뇌염의 증거가 나왔다.

그 아기는 항균제, 항바이러스제, 스테로이드제로 치료받았고, 집으로 돌아가 항경련제를 복용했다. 그 후 몇 달 동안, 행행

동적인 문제들동적인 문제들이 명백해졌고, 그의 청력은 손상청력은 손상되었고, 그의 말과 언어는 지연말과 언어는 지연되었다. 1년 후에 4살이 되었을 때, 그는 여

전히 발작발작으로 고통받고 있었고, 점점 무기력해지고, 정신을 못차리고, 불안해무기력해지고, 정신을 못차리고, 불안해 했다. 그의 걸음걸이는 점점 균형을 잃어갔걸음걸이는 점점 균형을 잃어갔

고고, 그는 시력을 잃기시력을 잃기 시작했다.

이 소년의 뇌를 MRI 로 반복 촬영하자 이상이 드러났고, 런던 그레이트 오몬드 스트리트 소아병원에서 뇌 조직 검사가 실

시되었다. 그것은 신경의 사망신경의 사망과, 중추신경계의 손상중추신경계의 손상과, 만성적인 염증만성적인 염증 등의 증거를 드러냈다. 공격적인 치료에도 불구하

고, 그의 발작은 증가했고, 그의 왼쪽 편은 약해졌고, 시력을 잃었으며, 그 다섯 살짜리 아이는 7주 후에 사망사망했다.

소년의 마지막 입원 기간 동안 채취한 척수액과 소변 샘플 및 그의 뇌 조직 검사에서 다시 추출한 RNA도 염기서열 분석을

위해 공공 보건 영국 바이러스 참고 연구실(Public Health England Virus Reference Laboratory)에 보내졌다.

런던 대학의 감염 및 면역학과의 소피아 몰포풀루(Sofia Morfoulou)가 이끄는 연구원들과 국립생물표준통제연구소

(National Institute for Biological Standards and Control)에 있는 연구원들은 심층 염기서열 분석 기술을 사용하여 소소

년의 뇌 조직에서 MuV -JL5 백신 바이러스 균주를 확인년의 뇌 조직에서 MuV -JL5 백신 바이러스 균주를 확인했는데, 다른 모든 바이러스들은 음성이었다.’

기사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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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greenmedinfo.com/blog/vaccine-did-it-mutated-mmr-mumps-virus-brain-child-caused-his-

death-british-resea

논문 출처:

https://pubmed.ncbi.nlm.nih.gov/27770235/

https://www.ncbi.nlm.nih.gov/pmc/articles/PMC5209397/pdf/401_2016_Article_1629.pdf

(이 링크가 삭제될 경우를 대비해서 이 논문의 PDF 파일을 여기에 첨부해 올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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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감 백신을 맞은 사람은 주변에 독감 바이러스 입자를 6.3 배 더 많이독감 백신을 맞은 사람은 주변에 독감 바이러스 입자를 6.3 배 더 많이
흘린다.흘린다.

백신 부작용백신 부작용

‘독감 바이러스 전염에 관한 도발적인 새로운 연구에서 그들은 현재와 이전 계절에 독감 백신 접종을 받았던 사람들현재와 이전 계절에 독감 백신 접종을 받았던 사람들이 그

두 계절동안 전혀 백신 접종을 받지 않았던 사람들에 비해 독감 바이러스 입자들을 6.3 배 더 많이 분사해서 흘리는 것독감 바이러스 입자들을 6.3 배 더 많이 분사해서 흘리는 것을

발견했다.’

https://www.circleofdocs.com/flu-vaccine-increases-your-risk-of-infecting-others-by-6-fold-study-suggests/

이 연구에서 그들은 사람들이 바이러스 입자들을 분사해서 흘리는데는 재채기나 기침이 필요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즉, 현재와 이전 계절에 독감 백신 접종을 받은 사람이 이야기하거나 호흡할 때이야기하거나 호흡할 때, 독감 백신을 맞지 않은 사람에 비해 독감

바이러스가 6.3 배 더 많이 몸 밖으로 퍼져 나왔다는 뜻입니다. 독감 백신을 맞은 사람들이 실제로 독감 바이러스를 흘리

고 다니는 사람들이고, 이런 사람들과 가까이 접촉할 때는 독감 바이러스에 노출된다는 뜻입니다.

언급된 연구 논문: https://www.pnas.org/content/pnas/115/5/1081.full.pdf

(이것이 인터넷에서 삭제될 경우를 대비해서 이 논문의 PDF 파일을 여기에 첨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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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감 백신이 코비드-19 유행병을 주도한다. 주디 미코비츠 박사독감 백신이 코비드-19 유행병을 주도한다. 주디 미코비츠 박사

백신 부작용백신 부작용

한글 자막 비디오 출처:

https://www.bitchute.com/video/bAwEFSeVLxuF/

https://www.brighteon.com/63266120-6462-43c9-bbe3-d3b4334aec6c

From 'The Truth About Vaccines 2020 Vaccine Round Table Part 1'.

< 독감 백신이 코비드-19 유행병을 주도한다.>

바이러스 학자 주디 미코비츠 박사 (Dr. Judy Mikovits)

내용:

백신에 대해 내가 사람들을 가장 크게 깨우는 부분은 독감 백신이 세계 전역에서 코비드-19를 주도하고 있다독감 백신이 세계 전역에서 코비드-19를 주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11월 19일에 이태리에 풀려졌던 위험한 것이 최근의 모든 유행병들을 감염시켰습니다.

유행병들은 백신 프로그램에 의해 주도됩니다.유행병들은 백신 프로그램에 의해 주도됩니다. 지카든, 에볼라든, 돼지 독감이라고 부르던지간에, 그리고 그것들로부터 오

는 상해들이든지 말이죠.

그러므로, 시청자들이 이것을 아는 것이 정말로 중요합니다. 제발 독감 주사를 맞지 마세요.제발 독감 주사를 맞지 마세요. 만일 당신이 독감 백신을 맞으만일 당신이 독감 백신을 맞으

면, 당신이 바이러스를 흘리고, 유행병을 주도하게 됩니다.면, 당신이 바이러스를 흘리고, 유행병을 주도하게 됩니다. 당신이 말그대로 인플루엔자를 흘리면서, 상부 호흡기 감염을인플루엔자를 흘리면서, 상부 호흡기 감염을

일으키기 때문일으키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마스크를 쓰고 있다면, 당신이 자신을 병들게 만들고 있고, 당신은 코로나 바이러스코로나 바이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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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에서 양성으로 반응검사에서 양성으로 반응할 것입니다. 최근의 두개의 독감 백신 속에 코로나 바이러스가 들어있기독감 백신 속에 코로나 바이러스가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달걀로부터,

또는 MDCK 개 신장 세포주에서 만들어진 백신으로부터입니다. 그것이 세포주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이 중요한 이유입니

다.

이 백신들은 여러분의 면역 체계를 교란해서 병들게 하는 물질들을 지니고 있습니다.이 백신들은 여러분의 면역 체계를 교란해서 병들게 하는 물질들을 지니고 있습니다. 우리가 피디아릭스 백신, 소아마비

백신을 그 ‘베로 E6’ 세포주에서 만드는데, 그것이 적어도 5년동안, 코로나 바이러스가 있었던 시설에서 제조되어 왔다는

것을 우리가 이제 압니다. 그것을 사용해서 세포주를 증식할 때마다 그 바이러스가 변해서, 2주 안에도 재조합될 기회가

있고, 아무도 알지 못할 고병원성 바이러스고병원성 바이러스가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그것이 백신 속에 들어있고, 유행병을 주도합니다.그것이 백신 속에 들어있고, 유행병을 주도합니다.

그러므로, 시청자들에게 이것이 정말로 중요합니다. 첫째로, 절대로 다시는 백신을 맞지 마세요.절대로 다시는 백신을 맞지 마세요. 그러면, 여러분은 코비드

-20 이든 다른 무엇이든 다음 유행병을 막을 것입니다.다음 유행병을 막을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이것들을 주입하지 않고, 특정하게 마스크를 쓰지 않

는다면 말이죠. 만일 여러분이 그렇게 한다면 (백신을 맞고 마스크를 쓴다면), 여러분은 자신을 죽이게 될 것입니다.

------------

번역자 첨부:

주디 미코비츠 박사는 동물에서 백혈병과 종양을 유발하는 XMRV(xenotropic murine leukemia virus-related virus)라

는 바이러스가 많은 만성 피로 증후군 환자들 속에 있다는 것을 발견했고, 이 바이러스가 헌혈을 통해 다른 사람들에게 전

달될 수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 바이러스는 백신을 통해서도 사람들에게 감염될 수 있습니다. 주디 미코비츠 박사는

바이러스 학자로서 세포 속에 암과 다른 질병들을 유발하는 바이러스들이 오염되어 있다는 것을 발견했는데, 그런 오염된

세포들을 사용해서 백신을 만들었을 때는 그 백신이 그런 바이러스들로 오염되게 됩니다. 실제로 주디 미코비츠 박사는 세

포 속에 오염되어 있는 바이러스들로 인해 여러 동료 바이러스 학자들이 일찍 죽는 것도 목격했습니다. 또한, 소아마비 백

신 제조에 사용된 원숭이 신장 세포에 들어있던 SV-40 라는 발암 바이러스로 인해, 소아마비 백신을 맞은 아기들 뿐만 아

니라, 백신을 맞은 사람들로부터 다른 사람들에게도 이 바이러스가 전염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암에 걸렸던 역사도 있습니

다. 이런 배경을 가진 주디 미코비츠 박사는 자신의 전문 지식을 바탕으로 이것에 대해 경고한 것입니다. 주디 박사도 코비

드-19 가 자연적인 바이러스가 아니라는 증거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것이 인공적인 바이러스든 자연적으

로 오염된 바이러스든지간에 독감 백신 속에 들어있다는 사실입니다. 주디 박사의 말대로 자연적으로도 코로나 바이러스

가 세포주 속에 오염되어 있고, 그것이 변이되어 그 세포주를 이용해서 만들어진 백신을 통해 사람들에게 병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홍콩의 리맹얀 박사가 이야기했듯이 이것이 인공적인 바이러스라 하더라도 얼마든지 백신들 속에 주입

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방식들로 백신이 유행병을 일으킬 수 있다는 점만 기억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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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백신에 대한 심각한 경고. 쉐리 텐페니 박사.코로나 백신에 대한 심각한 경고. 쉐리 텐페니 박사.

백신 부작용백신 부작용

한글 자막 비디오 출처:

https://www.bitchute.com/video/0m2crNIQQUmR/

https://www.brighteon.com/203bf0fe-9b04-4cd3-9046-2e832b8aa727

(이것은 원비디오의 일부를 발췌한 것입니다.)

원비디오 출처(Original Video Source):

https://www.brighteon.com/a63b220d-c565-4d99-b8f6-09da0ea0e730

코로나 백신에 대한 심각한 경고. 쉐리 텐페니 박사.

Serious warning about COVID-19 vaccine. Dr. Sherri Tenpenny

< 내용 >

텐페니 박사:

사람들이 사업과, 경제와, 가족적인 상황 등에서 너무나 짓뭉개졌습니다. 그들이 ‘흑인 생명은 소중하다’ 시위에서 방화를

당했을 수도 있고, 길거리에 있는 사람들이 그들의 건물을 부수고 불태워서 기물 파손을 당하는 등의 일을 당했을 수도 있

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좋아, 내가 이 백신을 맞고 어느 정도 정상적으로 돌아갈 수만 있다면, 내가 식당에 가고 식료품을

사러 갈 수 있다면” 이라고 생각하며, 도살장으로 향하는 양들처럼도살장으로 향하는 양들처럼 끌려가고 있습니다.

이 백신 속에서 오고 있는 것은 끔찍할 것입니다. 그들이 만들고 있는 mRNA 형태의 백신mRNA 형태의 백신은 이전에 결코 인간을 위해 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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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졌던 적이 없습니다. 그들이 2002년부터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을 만들려고 노력해 왔는데, 그들은 FDA에서 인간 임상

시험으로도 진행시킬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동물들이 끔찍하게 병들거나 죽었기모든 동물들이 끔찍하게 병들거나 죽었기 때문입니다. 이전에는 그들이

인간 임상 시험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들이 동물 연구를 건너뛰었습니다. “동물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

지를 우리가 아니까, 곧바로 인간 연구로 들어가야겠다.” 그리고, 이런 연구에 등록하는 사람들은 최고로 건강한 사람들입

니다. 약도 복용하지 않고, 기존 질병도 없고, 완벽한 몸무게를 가지고 있고, 30-40대의 완벽한 나이대의 무리입니다. 그

렇지만, 그들이 이 백신이 안전하고 예방적일거라고 결정할 때는, 그들이 모두를 위해 이것을 홍보할 것입니다.

사다리의 맨꼭대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우생주의자들입니다. 그리고, 나는 그들 중 많은 이들이 사탄주의자들이라고 믿

습니다. 그리고, 인구 감축 의제인구 감축 의제 전체가 건재하게 살아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이야기를 피해 왔죠. 적어도 나는 개인적으로

이것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을 여러해 동안 피해 왔습니다. 왜냐하면, 단지 백신에 대해 의문을 품고, “잠깐만요. 무엇이 그

바늘을 통해 들어오는 거죠?” 라고 말하는 것만으로도 사람들은 우리가 미쳤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을 생각하

기 시작하도록 만드는 것만도 충분히 큰 도약이었습니다. 이 백신 접종 운동백신 접종 운동이 실제로 무엇인가에 대해 사람들에게 알려

주자면, 이것은 경제적인 것에 대한 것이고, 아이들과 어른들을 아프게 하기 위해 그들에게 이물질들을 주입아이들과 어른들을 아프게 하기 위해 그들에게 이물질들을 주입하는 것인데,

사실은 그들이 약들을 팔아서 진짜로 돈을 벌 수 있게 하기 위한 것그들이 약들을 팔아서 진짜로 돈을 벌 수 있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알렉스 존스:

그리고, 사고 팔기 위해 그것을 가지고 있어야 하고, 그것은 사람들을 추적하기 위한 ‘사회 신용 점수’를 위한 핑계이며, 그

들은 이것이 사람들을 해칠 것이라는 것을 인정하면서도, 그것을 하도록 강요합니다. 이것은 가장 큰 사이비의 장악입니

다. 그냥 사이비 프로그래밍입니다.

텐페니 박사:

그렇습니다. 백신은 전체 분야에서 항상 경제적인 미끼상품이었습니다. 백신은 그다지 비싸지 않고, 보건소에서 공짜로 맞

을 수도 있고, 그들이 여러분의 직장으로 가서 공짜 독감 주사를 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돈을 버는 곳은, 백신으백신으

로 인해 야기된 부작용들을 치료하기 위해 그로 인해 야기된 부작용들을 치료하기 위해 그들이 이 모든 약들을 파는 엄청난 수의 고객들들이 이 모든 약들을 파는 엄청난 수의 고객들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똑같

은 게임입니다. 이(코로나) 백신은 훨씬 더 치명적이(코로나) 백신은 훨씬 더 치명적이라는 것을 제외하고는 말이죠.

이것이 우리의 워털루 전투입니다, 알렉스씨. 이것이 우리가 지난 20년간 함께, 그리고 각자의 위치에서 이야기해왔던 것

입니다. 우리는 지금, 우리가 이기지 않으면 지게 될 시점에 있습니다. 이기던지, 지던지. 그러므로, 모든 사람들이 단지 깨

어나는 것 뿐만이 아니라, 행동행동해야만 합니다. 그들이 어느 편에 설지를 결정그들이 어느 편에 설지를 결정하기 시작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의무 백신과의무 백신과

접촉자 추적에 대해접촉자 추적에 대해 여러분이 무엇을 해야할 것인지를 결정할 때여러분이 무엇을 해야할 것인지를 결정할 때는 사람들이 여러분의 현관문을 두드릴 때가 아닙니다. 여

러분은 미리 알고 있을 필요가 있습니다미리 알고 있을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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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아마비 백신이 소아마비를 일으킴.소아마비 백신이 소아마비를 일으킴.

백신 부작용백신 부작용

'유엔은 수단에서의 새로운 소아마비 발병이 경구 백신에 의해 야기되었다고 말한다.'

2020년 9월 2일 AP 통신 뉴스.

'2013년 4월 24일 수요일의 이 자료 사진에서, 소말리아 모가디슈에 있는 메디나 모자 보건 센터에서 소말리아 어린이가

소아마비 백신을 맞고 있다. 세계 보건 기구는 수단에서 새로 발생한 소아마비가, 유엔 보건 기구가 아프리카 대륙에 야생

소아마비 바이러스가 없다고 선언한지 일주일 만에 차드에서 계속 진행 중인, 백신으로 인해 촉발된 유행병백신으로 인해 촉발된 유행병과 관련이 있다

고 밝혔다. 이번 주에 WHO는 성명을 통해 수단의 두 어린이 - 하나는 남 다르푸르 주에서, 다른 하나는 에티오피아와 에

리트레아와의 국경 근처에 있는 게다리프 주에서 온 - 두 명의 어린이가 3월과 4월에 마비되었다고 말했다. 둘 다 최근에두 명의 어린이가 3월과 4월에 마비되었다고 말했다. 둘 다 최근에

소아마비 백신을 맞았다.소아마비 백신을 맞았다. (AP 사진/벤 커티스, 자료)

WHO는 초기의 발병 조사가, 작년에 처음 발견되었고 현재 차드와 카메룬에서 확산되고 있는, 차드에서 진행 중인 백신에백신에

서 유래된 발병과 관련이 있음서 유래된 발병과 관련이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고 말했다. 유엔 기구는 "수단에서의 지역적 순환이 있으며, 차드와의 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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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인 전염의 공유가 있다" 라고 말하며, 유전자 염기서열 분석 결과 차드에서 수단으로 바이러스가 유입된 사례가 다수 확

인되었다고 덧붙였다.

WHO는 백신에서 유래한 11건의 추가적인 소아마비 사례들백신에서 유래한 11건의 추가적인 소아마비 사례들을 수단에서 발견했으며, 환경 샘플에서도 그 바이러스가 발

견되었다고 말했다. 일반적으로, 확진된 소아마비 환자 한 명당 보고되지 않은 사례가 훨씬 더 많다. 전염성이 높은 이 질

병은 오염된 물에서 빠르게 퍼질 수 있고, 5세 이하의 어린이들에게 가장 자주 전염된다.

드문 경우에, 구강 백신 속의 살아있는 소아마비 바이러스는 새로운 발병을 촉발시킬 수 있는 형태로 변이될 수 있다백신 속의 살아있는 소아마비 바이러스는 새로운 발병을 촉발시킬 수 있는 형태로 변이될 수 있다.'

https://apnews.com/article/virus-outbreak-health-middle-east-africa-united-

nations-619efb65b9eeec5650f011b960a152e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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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감 주사는 코로나 감염 가능성을 높인다. 로버트 F. 캐네디 주니어독감 주사는 코로나 감염 가능성을 높인다. 로버트 F. 캐네디 주니어

백신 부작용백신 부작용

한글 자막 비디오 출처:

https://www.brighteon.com/b3c1f20a-2da8-4202-aa1b-d1d21db1b21c

사람들이 독감 주사를 꺼리는 이유: 독감 주사가 효과가 없고, 독감 주사를 맞으면 다른 상부 호흡기 감염 가능성이 높아진

다는 연구 결과가 있기 때문. 이것은 병원성 프라이밍이라고 불림.

코비드-19의 병원성 프라이밍에 대한 논문:

https://www.sciencedirect.com/science/article/pii/S2589909020300186

(그들이 이 링크에서 논문을 삭제할 경우를 대비해서 이 논문의 PDF 파일을 여기에 첨부했습니다.)

원비디오 출처(Original Video Source): https://youtu.be/AtkZbU32qwg

Robert F. Kennedy J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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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보건기구 WHO의 두 얼굴: 백신 안전성과 효과에 대한 거짓말세계보건기구 WHO의 두 얼굴: 백신 안전성과 효과에 대한 거짓말

백신 부작용백신 부작용

한글 자막 비디오 출처:

https://www.brighteon.com/e8007f64-009b-41ee-936a-a7df670f9239

원비디오 출처 (Original Video Source): https://youtu.be/CpJbKHYnHYs

이것은 원비디오의 일부를 발췌한 것입니다.

그들만의 비공개 회의에서는 백신 안전성과 효과에 대해 과학적인 연구가 턱없이 부족하다고 말하면서도, 대중들에게는

백신이 안전하다고 뻔뻔하게 거짓말하며 광고하는 세계 보건 기구 WHO의 두 얼굴이 드러난 회의 장면.

토론에서는 이길 수 없기 때문에, 백신 안전성에 대한 어떠한 의문 제기도 검열하는 주류 매체들과 소셜 미디어.

92 · 예수님과 여호와 하나님의 레마 말씀

http://blog.naver.com/spiritualwarfare/222124123622
http://blog.naver.com/spiritualwarfare/222124123622
http://blog.naver.com/spiritualwarfare/222124123622
https://www.brighteon.com/e8007f64-009b-41ee-936a-a7df670f9239
https://www.brighteon.com/cf261c99-3e2a-49b5-a6ec-a5c624ec7138
https://www.brighteon.com/cf261c99-3e2a-49b5-a6ec-a5c624ec7138
https://www.brighteon.com/cf261c99-3e2a-49b5-a6ec-a5c624ec7138
https://youtu.be/CpJbKHYnHYs


2020/10/19 09:49 http://blog.naver.com/spiritualwarfare/222119738129

코로나 검사와 백신에 대한 이태리 의사의 경고 비디오 - 자막 수정코로나 검사와 백신에 대한 이태리 의사의 경고 비디오 - 자막 수정

백신 부작용백신 부작용

코로나 검사와 백신에 대한 이태리 의사의 경고 비디오의 자막을 보기 쉽도록 다시 만들어서 올렸습니다. 아래 링크에서

보고 다운로드하실 수 있습니다.

https://www.brighteon.com/44aa9e3c-4b06-4962-a284-77832221acea

동영상

코로나 검사와 백신에 대한 이태리 의사의 경고. Italian doctor warns about COVI...

Dr. Roberto Petrella 내가 여러분에게 읽어드리려고 하는 것은 여러분이 퍼뜨려야 할 뿐만 아니라 주목해야만 합니다. 매

체, 텔레비젼, 정치인...

www.brighteon.com

백신 관련 비디오 플레이리스트:

https://www.brighteon.com/watch?playlistId=40eefd8d-03ff-4446-8b9a-e8ae74f0dcd8&index=1

93 · 예수님과 여호와 하나님의 레마 말씀

http://blog.naver.com/spiritualwarfare/222119738129
https://www.brighteon.com/44aa9e3c-4b06-4962-a284-77832221acea
https://www.brighteon.com/44aa9e3c-4b06-4962-a284-77832221acea
https://www.brighteon.com/44aa9e3c-4b06-4962-a284-77832221acea
https://www.brighteon.com/44aa9e3c-4b06-4962-a284-77832221acea
https://www.brighteon.com/watch?playlistId=40eefd8d-03ff-4446-8b9a-e8ae74f0dcd8&index=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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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신 부작용: 발작성수면, 탈력발작 (독감 백신, 코로나 백신)백신 부작용: 발작성수면, 탈력발작 (독감 백신, 코로나 백신)

백신 부작용백신 부작용

자막을 보기 좋도록 수정했습니다.

한글 자막 비디오 출처:

https://www.brighteon.com/21a16bf0-4330-4b20-96a3-ffadf214ed62

원 비디오 출처 (Original Video Source): https://youtu.be/kB0MEjHgkfM

백신 부작용 한글 자막 비디오 플레이리스트:

https://www.brighteon.com/watch?playlistId=48f9d6fd-ef94-4d11-94d9-f29aa5c7d1d1&index=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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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0/19 03:34 http://blog.naver.com/spiritualwarfare/222119584249

백신 부작용: 횡단성 척수염, 다발성 경화증, 길랭-바레 증후군 (독감, B백신 부작용: 횡단성 척수염, 다발성 경화증, 길랭-바레 증후군 (독감, B
형 간염, Tdap(파상풍/디프테리아/백일해), 코로나 백신)형 간염, Tdap(파상풍/디프테리아/백일해), 코로나 백신)

백신 부작용백신 부작용

한글 자막 비디오 출처:

https://www.bitchute.com/video/QZRyymCHtBCu/

https://www.brighteon.com/32dc8e58-e27f-4790-aa7a-e75df7a376c3

동영상

백신 부작용: 횡단성 척수염, 다발성 경화증, 길랭-바레 증후군. Vaccine injury: Tra...

원비디오 출처 (Original Video Source): https://youtu.be/RoWRrtazgN8

www.brighteo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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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신 부작용 한글 자막 비디오 플레이리스트:

https://www.brighteon.com/watch?playlistId=48f9d6fd-ef94-4d11-94d9-f29aa5c7d1d1&index=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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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다실 (인간 유두종 바이러스, 자궁 경부암) 백신 부작용가다실 (인간 유두종 바이러스, 자궁 경부암) 백신 부작용

백신 부작용백신 부작용

가다실 백신 부작용.

'가다실'은 MERCK(머크)에서 만든 HPV(인간 유두종 바이러스 또는 사람 유두종 바이러스) 백신입니다. 이것이 보통 '자

궁 경부암 백신'이라고 불리는데, 엄밀하게 말하면 그것은 부정확한 표현이고 인간 유두종 바이러스 백신이라고 불러야 하

지만, 사람들이 인식하기 쉽도록 여기서는 그냥 자궁 경부암 백신이라고 부르겠습니다.

아래 링크로 가시면 한글 자막이 있는 비디오 전체를 보실 수 있고, 다운로드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널리 나누세요.

https://www.brighteon.com/6f4a6955-4161-4903-8e59-32ba2318f85f

https://www.bitchute.com/video/BZsyiFxzbO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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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다실 임상 시험에서의 사망률은 자궁 경부암으로 인한 사망률의 37배였습니다.

가다실 백신을 맞은 아이들은 자궁 경부암으로 죽는 것보다 그 백신으로 인해 죽을 확률이 37배 더 높습니다.'

다큐멘터리 영화 Vaxxed 2 중에서.

백신 부작용 비디오 플레이리스트:

https://www.brighteon.com/watch?playlistId=48f9d6fd-ef94-4d11-94d9-f29aa5c7d1d1&index=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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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신 접종과 면역화의 차이. 백신은 면역 체계를 약화시킵니다.백신 접종과 면역화의 차이. 백신은 면역 체계를 약화시킵니다.

백신 부작용백신 부작용

< 백신 접종과 면역화의 차이. 백신은 면역 체계를 약화시킵니다. >

마이크 아담스:

“백신 접종은 면역화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몸은, 예를 들어 우리의 모든 주변에 존재하는 살아있는 바이러스에

노출되는 것에 대한 적응 반응으로써 자연적인 면역 과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이러스에 노출되었을 때 여러분은 스스로

면역력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이 이런 기능적인 면역 체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의 몸이 그것을 인식하는 것인데,

그것의 청사진은 여러분의 몸의 모든 세포에 내장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은 면역에 대한 생화학적 달인입니다. 만일 여러분

의 조상들이 이것에 아주 아주 능숙하지 못했다면 여러분은 살아있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사람들을

아프게 하는 바이러스들에 노출됨으로써 항상 우리 자신을 자연적으로 면역화시킵니다.

그렇다면, 그런 바이러스들은 누구를 아프게 만드는 걸까요? 백신 접종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왜 그럴까요? 백신들이 면

역 체계를 해치기 때문입니다. 백신들은 면역 체계를 손상시킵니다. 그것들은 면역 체계를 약화시킵니다. 우주비행사를 중

력이 없는 우주로 보내는 것과 같은 방식입니다. 그들은 뼈에 대한 스트레스와 근육에 대한 스트레스가 전혀 없습니다. 무

슨 일이 일어날까요? 그것들은 위축됩니다. 그들은 뼈의 밀도를 잃습니다. 그들은 근육량을 잃습니다. 그들이 지구로 돌아

왔을 때 그들은 거의 걸을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들이 약해진 겁니다. 백신들은 여러분의 면역 체계에 그렇게 합

니다. 그것들은 여러분의 면역 체계를 약하게 만들고, 여러분을 다른 감염들에 취약하게 만듭니다. 건강한 면역 체계, 건강

한 면역화를 실천하는 것은 여러분과 나 같은 사람들의 속에 있습니다.

나는 어렸을 때부터 백신을 접종한 적이 없고, 10년이 넘도록 아픈 적이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내가 어떻게 해서든 모든

바이러스들을 피할 수 있었던 것일까요? 아닙니다. 나는 사람들과 악수를 합니다. 나는 공공장소에 있습니다. 사람들이 여

러분의 음식에 기침을 하듯이 내 음식에도 기침을 합니다. 왜 나는 아프지 않은 걸까요? 왜냐하면 나의 몸이 백신 접종없

이 자체적인 면역화를 보이기 때문입니다.”

타이 볼린저:

“그것은 훌륭한 설명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그랬듯이 많은 경우에 우리가 백신 접종을 면역화와 동일시하지만, 사실은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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렇지 않기 때문입니다.”

마이크 아담스:

“그것들은 동일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여러분의 몸이 백신 접종에 반응하여 형성하는 항체조차도 바이러스 위협에 대한 실

세계에서의 살아있는 노출로부터 만들어지는 항체만큼 강하거나 효과적이지는 않습니다. 그러므로, 독감 바이러스에 실

제로 노출되어 면역된 아동, 다시 말해 자연 면역력을 가진 아동은, 독감 백신으로 주사를 맞는 아동보다 다른 독감들에 대

해 더 큰 보호를 받습니다. 독감 백신을 맞은 아이는 약해져서 다른 독감들에 취약해지게 될 것입니다.

??인류는 아주 오랫동안 신화, 즉 거짓 서술에 의해 지배되어 왔습니다. 어떻게 북한의 모든 사람들이 김정은이 그들의 신

이라고 믿을 수 있을까요? 왜 그들이 그것을 믿는걸까요? 미국 사람들이 백신이 안전하다고 믿는 것과 같은 이유입니다.

그들이 그렇게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북한 사람들은 유전적으로 여러분과 나와 거의 똑같습니다. 우리의 유전자 코드에 있

어서 거의 차이가 없습니다. 우리는 같은 방식으로 태어났습니다. 우리는 똑같은 생물 작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같

은 행성에서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같은 공기를 호흡합니다. 그들은 어떻게 그렇게 말도 안 되는 것을 믿을 수 있을까요?

그리고 미국에서 우리는 우리가 믿는 모든 것이 완벽하게 이치에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진실은, 우리가 우리 자신의 믿음

체계를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믿는 것에 대해 회의적인 이성적 질문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

우리의 의료 체계는 겹겹의 거짓 신화들에 기초합니다. 그 중 하나는 모든 질병이 화학물질로 치료되어야 한다는 것입니

다. 그 모델, 그 패러다임은 사기입니다. 오늘날 사람들이 겪고 있는 질병들, 특정하게 암은, 화학 물질에 의해 치료되지 않

을 것입니다. 그것은 말라리아나 천연두나 바이러스나 박테리아 감염 같은 기생충의 침범이 아닙니다. 이것은 뭔가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전의 패러다임은 더 이상 통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백신은, 개입을 해서 몸을 공격하는 예전

의 패러다임에서 나오는데, 이 경우에는 주사바늘을 이용해서 주사함으로써 신체가 변화를 일으키도록 강요하는 것입니

다. 그 패러다임은 상대성이나 양자 물리학의 시대에서의 뉴턴 물리학 만큼이나 오래되고 시대에 뒤떨어져 있습니다. 오늘

날의 어떤 물리학자도 분자들이 어떻게 상호작용하는지와, 원자 원소들 속의 운동과 전자 궤도의 법칙에 대해 아이작 뉴턴

이 최종적인 발언권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것은 터무니없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해에 있어서

이미 훨씬 더 많은 발전을 이루었는데, 왜 우리가 아직도 1800년대로부터의 구식 의학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겁니까?”

원본 동영상 출처: https://youtu.be/ILpUjcTunMo

한글 자막 동영상 출처: https://www.brighteon.com/71acc4ac-072a-4b9e-8dc6-5df6e7341ee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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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신 부작용: 횡단성 척수염, 다발성 경화증, 길랭-바레 증후군, 전신마백신 부작용: 횡단성 척수염, 다발성 경화증, 길랭-바레 증후군, 전신마
비. 지급된 엄청난 금액의 백신 상해 보상금.비. 지급된 엄청난 금액의 백신 상해 보상금.

백신 부작용백신 부작용

백신 부작용: 횡단성 척수염, 다발성 경화증, 길랭-바레 증후군, 전신마비. 지급된 엄청난 금액의 백신 상해 보상금.

CHILDREN’S HEALTH DEFENSE 팀이 보고합니다.

원비디오 출처 (Original Video Source): https://youtu.be/RoWRrtazgN8

한글 자막 비디오 출처: https://www.brighteon.com/32dc8e58-e27f-4790-aa7a-e75df7a376c3

2020년 9월 9일에, 제약회사 아스트라제네카는 한 명의 지원자가 ‘부작용 의심 상황’을 겪었기 때문에 코비드-19 백신의

3단계 임상시험을 중지했다고 밝혔습니다. 아스트라제네카는 그 부작용 상황에 대해 세부사항을 드러내기를 거절했지만,

뉴욕 타임즈는 “영국에서 한 지원자에게 횡단성 척수염횡단성 척수염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라고 보도했습니다.

횡단성 척수염: 척추뼈 속에 있는 척수에 감염으로 인한 염증이 발생하는 질환을 말합니다. 척수는 척추뼈 속에 자리한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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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세포를 가리킵니다. 이 신경세포에 염증이 발생하면 척수가 제 기능을 하지 못해 감각 이상이나 운동 저하 등이 생기고,

몸의 특정 부위가 마비몸의 특정 부위가 마비될 수도 있습니다.

( http://www.amc.seoul.kr/asan/healthinfo/disease/diseaseDetail.do?contentId=31865 )

백신 접종 후의 횡단성 척수염은 너무나 드문 것으로 여겨져서, 백신 안전 데타베이스의 2016년 카이저의 분석은 6400

만 건의 백신 접종 중에 오직 7건만 발견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다음 날, 투자자들과의 전화 통화 중에 아스트라제네카의 최고 경영자는 7월에 ‘미확진 다발성 경화증다발성 경화증’의 사례가 있었다고

언급했는데, 그것은 백신 임상시험 참가자 그룹 가운데 발생한 또 다른 중추신경계의 자가면역 질환중추신경계의 자가면역 질환입니다.

그러나, 7월 12일에 아스트라제네카가 임상시험 참여자들에게 준 정보지에도 역시 그 지원자의 상태를 “횡단성 척수염의

증상들”로 표현했습니다. 횡단성 척수염은 많은 경우 다발성 경화증의 첫번째 증상입니다. 한 가지의 진단이 다른 것의 진

단을 배제하지는 않습니다.

9월 15일에 밴더빌트 대학 병원의 감염병 전문가인 윌리엄 쉐프너 박사는“횡단성 척수염의 두번째 사례는 아스트라제네

카의 임상시험을 정지시킬 것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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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레곤 보건 과학 대학의 백신 전문가 마크 슬리프카는 뉴욕 타임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것은 위험한 패턴처럼 보입

니다.”

백신접종 후의 횡단성 척수염이 실제로 그렇게 드문 걸까요?

지난 20년 동안, 백신 상해 보상 프로그램은 266건의 백신 접종 후의 횡단성 척수염 사례에 대해 보상금을 지급266건의 백신 접종 후의 횡단성 척수염 사례에 대해 보상금을 지급했습니다.

이 사례들은 대부분 B형 간염 백신에 대해 청구한 성인들이었고, 연금 추정액을 포함해서 총 1억5천5백만 달러1억5천5백만 달러의 금액에

달했습니다. 55건55건의 더 많은 횡단성 척수염 사례들이 여전히 계류 중입니다. 25명25명이 더 독감독감과 TdapTdap (파상풍/디프테리아

/백일해) 백신에 의해 야기되었다고 주장된 횡단성 척수염의 혐의에 대해 청구를 접수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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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추신경계에는 횡단성 척수염, 다발성 경화증, 길랭-바레 증후군횡단성 척수염, 다발성 경화증, 길랭-바레 증후군을 포함한 수많은 자가면역 질환자가면역 질환들이 있는데, 이것은 신신

체의 면역 체계가 자신의 신경 체계의 일부를 공격체의 면역 체계가 자신의 신경 체계의 일부를 공격하는 질환입니다.

CDC(미국 질병예방통제센터)의 데이빗 센서 박사가 X53A를 가지고 1976년의 돼지 독감 백신1976년의 돼지 독감 백신 접종 프로그램을 고안했

는데, X53A는 시험되지 않은 돼지 독감 백신시험되지 않은 돼지 독감 백신으로서 4600만명의 미국인들에게 투여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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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의 다큐멘터리 사회자: “그것을 접종받았던 이들 중의 하나는 주디 로버츠였습니다. 1976년 11월에 주사를 맞았을

때, 그녀는 완벽하게 건강하고 활동적인 여성이었습니다. 2주 후에 그녀는 그녀의 다리들로부터 시작해서 마비를 느끼기

시작했다고 말합니다.”

주디: “그때 나는 그것에 대해 이렇게 농담을 했었어요. ‘이것이 지속된다면 금요일에는 무릎까지 마비되겠네.’ 그 다음 주

에는 내가 완전히 마비되었어요.”

과거의 다큐멘터리 사회자: “사실상, 그녀는 너무나 완전히 마비가 되어서, 그녀가 숨을 쉴 수 있게 하기 위해서 그들은 그

녀에게 수술을 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6개월동안 주디 로버츠는 사지마비 환자였습니다. 진단이 뭐냐구요? 길랭-바레 증길랭-바레 증

후군후군이라고 불리는 신경 질환이었는데, 줄여서 GBS 라고 부릅니다.

106 · 예수님과 여호와 하나님의 레마 말씀



우리 중 4600만명이 순종적으로 그 주사를 맞았습니다. 그 주사를 맞았을 때 일어났던 일 때문에 이제 4000명4000명의 미국인

들이 미국 정부에 35억 달러에 달하는 손해배상금35억 달러에 달하는 손해배상금을 청구하고 있습니다. 월등히, 그 청구들의 가장 큰 숫자인 그것들 중 3

분의 2는 그 독감 주사에 의해 촉발되었다고 주장된 신경적 손상이나 심지어 죽음에 대한 것그 독감 주사에 의해 촉발되었다고 주장된 신경적 손상이나 심지어 죽음에 대한 것입니다.”

1992년 이래로, 국가 백신 상해 보상 프로그램은 백신을 맞은 후 길랭-바레의 희생자길랭-바레의 희생자가 된 1450명1450명에게 대략 5억 달러5억 달러를

지불했습니다.

백신을 맞은 후의 신경 질환은 과거의 일만이 아닙니다. 그러한 희생자 중의 하나는 유타의 13세 소년인 콜튼 베렛인데,

그의 의사가 그에게 가다실 백신가다실 백신을 받으라고 권했었습니다. 그는 그것이 암을 예방할 것이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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콜튼은 극한 스포츠들로 자신의 신체의 물리적 한계를 시험하기를 좋아했던 무한한 에너지를 가진 활기찬 아이였는데, 그

중에 그가 가장 좋아했던 것은 모토 크로스 경주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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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다실 백신을 맞고 2주 후에 목의 통증목의 통증으로 시작되었던 것이 그의 오른손의 마비오른손의 마비와, 그의 척추의 염증척추의 염증과, 목 아래로의 마목 아래로의 마

비비와, 영구적 삽관영구적 삽관과, 횡단성 척수염횡단성 척수염의 진단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여러 해에 걸쳐 콜튼은 다시 걷는 법을 배워야 했습니다.

그는 6.8 Kg 짜리 산소호흡기산소호흡기를 필요로 했고, 누군가가 항상 그를 위해 그것을 들고 다녀야 했습니다. 그의 지속적인 미소

뒤에서, 콜튼은 자신의 몸 속의 수감자로서 고통받고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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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1월 8일에, 콜튼의 엄마는 유타의 Ktalk 미디어에 있는 그녀의 친구에게 글을 보냈습니다.

“우리는 모두 그냥 가슴이 아픕니다. 콜튼은 아주 강했고, 그가 내면 깊숙이 고통받아 오고 있는 그의 고통을 우리에게 보

이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한때는 정상이었던 그의 몸의 감옥 안에 갇혀 있었고, 그것은 그에게 큰 타격을 주었습니다

- 자유롭게 움직이고 스스로 호흠할 수 없는 것 말입니다. 그래서, 친구나 간병사나 가족 구성원이 그와 함께 있지 않았던,

그에게는 드문 연약한 한 순간에 - 우리가 보통의 10대처럼 그가 집에 홀로 있게 했었습니다 - 그때 그가 자신의 지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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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을 끝내기로 결정했습니다. 비록 우리가 최선을 다했을지라도, 그는 그를 돌보아야 했던 우리 모두에게 자신이 짐이라

고 느꼈습니다. 그는 빤히 쳐다보는 것을 아주 싫어했지만, 그래도 그는 그동안 내내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중 콜튼을 아는 이들은 그가 미소를 지었다는 것을 압니다. 그것이 그의 트레이드마크였습니다. 그는 인내

심이 있었습니다. 그는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2018년 1월 5일에, 콜튼은 17세의 나이에 그의 생명을 유지하는 산소호흡기의 필요로부터 스스로를 제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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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섯달 후에, 보건복지부 장관은 가다실을 재판에 회부하기보다는가다실을 재판에 회부하기보다는, 백신 상해 보상 프로그램에서 콜튼의 영구적 횡단성 척

수염에 대해 합의금을 규정하고 보상금을 지급했습니다.합의금을 규정하고 보상금을 지급했습니다.

------------

번역자 첨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백신으로 인해 불구가 되었고, 사망했고, 얼마나 많은 상해 보상금이 정부에 의해 지급

되었는지에 대해 주류 언론 매체들은 검열과 삭제와 거짓말로 숨겨왔습니다. 그러므로, 똑같은 희생자들이 계속해서 배출

되고 있는 겁니다. 백신 제조사들은 정부로부터 모든 법적 책임을 면제받았고, 백신을 안전하게 만들어야 할 이유가 없습

니다. 국민들을 위해서 백신을 권장한다고 사람들이 믿고 있는 CDC(미국 질병예방통제센터)는 실제로 백신들의 특허를

가지고 있는 백신 회사입니다. 법적 책임을 질 필요가 없는 제조사들이 백신들을 만들고, 백신들의 특허를 가지고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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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DC가 그 백신들에 대한 스케줄을 만들고, 의사들은 CDC의 명령에 따라 사람들에게 백신들을 강요합니다. 콜튼의 의사

도 여성의 자궁경부암을 예방한다는 백신인 가다실을 남자 아이인 콜튼에게 맞으라고 했습니다. 임상시험에서 가다실은

자궁경부암을 예방한다는 것을 보여준 적이 없습니다. 즉, 자궁경부암을 예방하는 것으로 증명되지도 않은 자궁경부암 백

신을 남자 아이에게 맞게 했고, 그것으로 인해 콜튼은 전신이 마비된 것입니다. 그리고, 콜튼과 같은 이야기를 가진 많은

소년, 소녀들이 있습니다. 주요 언론 매체들이 그것을 억누르고 숨기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널리 알려지지 않는 것 뿐입니

다. 여러분, 제발 자신의 몸 속에 무엇이 주입되는지에 대해 알아보세요.제발 자신의 몸 속에 무엇이 주입되는지에 대해 알아보세요. 그냥 의사들과 주요 언론 매체들의 말만 맹목적으

로 믿지 마세요. 그들은 여러분에게 발생하는 일들에 대해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을 것이고, 고통은 오로지 여러분의 몫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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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감 백신 속의 성분들. 독감 백신의 부작용: 유산, 면역력 변동, 열과 열독감 백신 속의 성분들. 독감 백신의 부작용: 유산, 면역력 변동, 열과 열
성 경련, 두통, 근육통, 짜증, 불안감, 길랭-바레 증후군성 경련, 두통, 근육통, 짜증, 불안감, 길랭-바레 증후군

백신 부작용백신 부작용

여기 한 예로 사노피(Sanofi Pasteur)의 Fluzone(플루존) 독감 백신의 제품 첨부서가 있습니다.

https://www.fda.gov/media/99172/download

그 안에 이런 성분들이 들어 있습니다;

Formaldehyde (포름알데히드), Octylphenol ethoxylate(옥틸페놀 에톡실레이트), thimerosal(티메로살)

이런 성분들이 어떤 것들인지 살펴봅시다.

Formaldehyde (포름알데히드):

‘1981년 쉔커(Schenker)등의 보고에 따르면 우레아폼을 단열재로 사용한 주택에 살고 있는 주민을 조사한 결과, 오랫동

안 포름알데히드에 폭로 되었을 경우 정서적 불안정, 기억력 상실, 정신집중의 곤란 등을 유발한다. 동물실험에서는 폐수

종, 비염의 증상이 나타났다. 포름알데히드에 반복하여 노출될 경우 눈, 코 및 호흡기도에 만성 자극을 일으키며 눈꺼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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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염증을 유발시키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formaldehyde는 자극성 냄새와 함께 건강상에 나쁜 영향을 주는 화학 물질로서 식품위생뿐만 아니라 대기 및 수질 관

리 측면에서도 엄격히 규제하고 있다.’

http://kfsri.or.kr/02_infor/infor_01_02.asp?idx=44

(한국식품안전연구원)

Octylphenol ethoxylate (옥틸페놀 에톡실레이트):

‘국내에서는 노닐페닐 및 옥틸페놀은 내분비계장애물질로 분류되고 있으며, 세척제에 사용할 수 없는 성분으로 규정되

고 있다.’

http://www.kfsri.or.kr/02_infor/infor_01_02.asp?idx=23

(한국식품안전연구원)

Thimerosal (티메로살): 이것은 방부제 역할을 하는 것인데, 49.55%가 수은입니다. 지금 한국말로 이것에 대해 인터넷

을 검색해보면, 온갖 의약, 제약 관련자들로부터 오정보들만 선전되고 있는데,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독감 백신으로

부터 이익을 얻는 이해집단이라는 것을 이해해야 합니다. 백신들이 안전하다며 맞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CDC(미국 질병

통제예방센터)가 실제로 백신들의 특허를 소유하고 있으며 여기서 은퇴하는 고위 직원들은 거액을 받고 제약 회사로 영입

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공공보건을 위해 일한다고 사람들이 알고 있는 집단이 사실은 백신 회사인 것입니다. 독감 백

신 1회 분량에 들어있는 수은의 양은 50,000 ppb 입니다. 0.5 ppb 에 신경모세포종 세포가 죽었으며 (Parran et al.,

Toxicol Sci 2005; 86: 132-140), 2 ppb 이 미국 환경 보호국에서 정한 식수의 허용치입니다. 20 ppb 에는 뇌신경 세포

의 세포막 구조가 파괴되었으며 (Leong et al., Neuroreport 2001; 12: 733-37), 200 ppb 은 미국 환경 보호국에서 위

험 물질로 처리하도록 규정된 양입니다. 독감 주사 한 방에 들어있는 50,000 ppb 이라는 수은 양이 얼마나 엄청난 것인지

를 잘 보여줍니다.

아래 비디오는 캘거리 대학교의 연구인데, 뇌세포에 소량의 수은 (1e-7 M) 을 넣었을 때 뇌세포가 얼마나 속히 파괴되는

지와 어떤 메카니즘을 통해 그런 일이 발생하는지를 보여줍니다. 백신이 자폐증을 일으키고, 자폐증과 수은 중독은 같은

현상이라고 강조합니다.

115 · 예수님과 여호와 하나님의 레마 말씀

http://kfsri.or.kr/02_infor/infor_01_02.asp?idx=44
http://www.kfsri.or.kr/02_infor/infor_01_02.asp?idx=23


https://youtu.be/IHqVDMr9ivo

—————————————

전에 독감 주사와 자폐증에 대해 이런 글을 올렸었습니다.

http://blog.naver.com/spiritualwarfare/220922161064

그리고, 그 아래의 댓글에 내가 아래와 같은 정보를 나누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것을 여기서 다시 나누어 봅니다.

백신 성분 목록표:

https://www.cdc.gov/vaccines/pubs/pinkbook/downloads/appendices/B/excipient-table-2.pdf

백신 속의 수은이 안전하다고 말하는 자들의 거짓말들.

http://traceamounts.com/ten-lies-told-about-mercury-in-vaccines/

백신 속의 수은에 관한 정보들.

http://www.nvic.org/faqs/mercury-thimerosal.aspx

그리고, 독감 백신 상자 안에 들어 있는 product insert 자체를 한번 읽어보세요. 독감 백신의 부작용에는 이런 것들이 있

습니다:

- Fever and Febrile Seizures (열과 열성 경련)

- Guillain-Barre Syndrome (급격하게 근 무력이 시작되는 병, https://ko.wikipedia.org/wiki/길랭-바레_증후군)

- Altered Immunocompetence (면역성 변동): 면역력이 망가진다는 말을 좋게 표현한 겁니다.

실제로 독감 백신을 맞은 사람들은 인플루엔자 외의 다른 호흡기 질환에 걸릴 확률이 훨씬 증가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 https://www.ncbi.nlm.nih.gov/pubmed/22423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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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통, 근육통, 짜증, 불안감.

https://www.fda.gov/downloads/BiologicsBloodVaccines/Vaccines/ApprovedProducts/UCM263239.pdf

위의 부작용들은 심지어 백신 회사에서도 대놓고 인정하는 것이고, 다른 곳에서 조사한 자료를 보면 이런 통계가 있습니

다.

백신을 많이 맞은 나라일수록 유아 사망률이 높았습니다. ( https://www.ncbi.nlm.nih.gov/pmc/articles/

PMC3170075/)

CDC 와 백신 홍보자들은 데타를 분석할 때 사람들을 오도하기 위해 잘못된 방식으로 분석을 해서 독감 백신이 68% 효과

적이라는 이야기를 하지만, 실제 데타 자체를 살펴보면 결과가 이렇습니다. 1997년에서 2008년까지의 통계를 평균해 볼

때, 독감 주사를 맞지 않은 경우에 독감이 걸릴 확률은 7% 였고, 독감 주사를 맞은 경우에 독감이 걸릴 확률은 1.9% 였

습니다. 즉, 독감 주사를 맞은 경우에 독감 주사를 맞지 않은 경우보다 독감 걸릴 확률이 5.1%포인트 줄어들었다는 겁니

다.

http://blog.minitab.com/blog/adventures-in-statistics-2/how-effective-are-flu-shots

그리고, 실제로 독감과 비슷한 증세를 보이는 사람들의 병원균을 조사해 보면, 거의 다 독감균이 아닌 다른 병원균에 감염

된 것이고, 실제로 인플루엔자에 감염된 사람은 100명 중의 16명에 불과했습니다. 즉, 독감 증상이 의심되는 환자들 100

명 중 오직 16명만 실제로 독감이 걸렸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도 CDC 는 이런 모든 환자들을 다 독감 통계에 포함시켜

서 마치 독감이 큰 위험을 가진 것처럼 대중들을 오도합니다.

전직 CDC 연구원이었던 Gary Goldman 이 조사한 통계에 의하면, 2010~2011년의 독감 시기에는 돼지 독감의 두려움

때문에 이전 해보다 독감 주사를 4배 더 맞게 했었는데, 그때 독감을 맞은 임산부들 중 158명이 유산을 했습니다. 그 전해

까지는 독감 주사를 맞았던 임산부들의 유산이 한해에 0-6번밖에 없었는데, 그 때에는 임산부들의 독감 접종률이 매우 낮

았었습니다. 그런데, CDC 에서 이 자료를 발행할 때는 2010년 전까지의 데타만 발행해서 마치 독감 주사가 임산부에게

안전한 것처럼 보이게 했습니다. 그러나, 이 연구원은 CDC가 이런 자료를 알고도 포함하지 않았다는 것을 폭로했습니다.

(출처: 다큐멘터리 시리즈 'Vaccines Revealed’)

위에 열거된 위험들이 과연 1주일 독감을 앓는 불편을 7% 에서 1.9% 로 줄이기 위해 감수해야 할 만한 가치가 있는 위

험들입니까???

찾아보기만 하면 peer-reviewed 논문들이 넘쳐납니다. 절대 CDC 나 제약회사들의 연구에 의존하면 안됩니다. 그들은 백

신을 홍보하기 위해 백신에 대한 불리한 정보들은 숨깁니다. CDC 는 56개의 백신을 소유한 백신 회사이기 때문에 절대

중립적인 단체가 아닙니다. 실제로 미국에서 백신은 어떤 경우에도 법적으로 고소를 당할 수 없는 면책 특권을 가지고 있

기 때문에 그들이 백신을 안전하게 만들어야 할 이유가 없으며, 미국 대법원은 백신을 'Unavoidably unsafe' 즉, '불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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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게 위험하다' 라고 규정한 바가 있습니다. 즉, 백신은 어쩔 수 없이 안전하지 않다고 미국 대법원이 선고를 한 겁니다. 그

런데도 왜 사람들은 백신이 안전하다고 말하는 백신 회사들과 의료계의 근거없는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여야 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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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스트라제네카 코로나 백신 임상 시험 지원자: “그들은 하나님을 죽였아스트라제네카 코로나 백신 임상 시험 지원자: “그들은 하나님을 죽였
어요. 나는 더 이상 하나님을 느낄 수가 없어요. 나의 혼은 죽었어요.”어요. 나는 더 이상 하나님을 느낄 수가 없어요. 나의 혼은 죽었어요.”

백신 부작용백신 부작용

2020년 9월 20일 기사.

‘아스트라제네카는 토요일에 대규모 코로나바이러스 백신 시험에 대한 세부사항을 공개했는데, 이는 대유행을 종식시키기

위한 세계 최고의 희망인 제품들을 제약회사들이 어떻게 실험하고 있는지에 대해 더욱 투명하게 공개하라는 압력에 의한

드문 사례 가운데 세번째이다.

이번 공개는 두번째로 백신 시험 지원자에게 신경적 문제들을 일어난 후에 이루어졌다. 백신 시험들에 대해 잘 알고 있다

고 주장하는 소식통에 따르면, 그 두번째 지원자는 백신을백신을 맞은맞은 후에 갑자기후에 갑자기 이렇게이렇게 말하기말하기 시작했다시작했다. “. “그들은그들은 하나님을하나님을 죽죽

였어요였어요.. 나는나는 더더 이상이상 하나님을 느낄 수가 없어요. 나의 혼은 죽었어요하나님을 느낄 수가 없어요. 나의 혼은 죽었어요.”.”

여론조사에 따르면 미국인들은 코로나바이러스 백신 접종을 점점 더 경계하고 있다. 그리고 정부 내외의 과학자들은 11월

3일 선거일 이전에 성과를 내도록 대통령으로부터 압력을 받은 규제당국이 검증되지 않았거나 안전하지 않은 백신을 출시

할지도 모른다고 우려하고 있다.

플로리다 대학의 생물 통계학자이며 백신 임상시험설계 전문가인 나탈리 딘은 이렇게 말했다. "이러한 프로토콜들의 공개

는 그렇게 해야 한다는 대중의 압력을 어느 정도 반영하는 것 같다. 이것은 전례 없는 상황이며, 공신력은 이 노력의 성공

에 있어서 매우 큰 부분을 차지한다."

영국에서 실험용 백신을 접종받은 두두 명의명의 참가자들에게 일어난참가자들에게 일어난 심각한심각한 신경 질환에신경 질환에 대해대해 아스트라제네카가아스트라제네카가 자세한자세한 내용내용

을을 알려주지알려주지 않았기 때문에않았기 때문에, 지난 4월 영국에서 시작된 아스트라제네카의 백신 시험에 대해 전문가들은 특히 우려해 왔다.

그 사례들은 그 회사가 두 번 시험을 중단하도록 자극했는데, 이달 초에 두 번째로 중단되었다. 이 연구는 영국, 브라질, 인

도, 남아프리카에서 재개되었지만, 여전히 미국에서는 중단 중이다. 지금까지 전세계에서 약 18,000명의 사람들이 아스

트라제네카의 백신을 맞았다.

프로토콜로 알려진 아스트라제네카의 111쪽 분량의 시험 청사진에 따르면, 그것의그것의 목표는목표는 효과가효과가 50%50%인인 백신이며백신이며 이는

식품의약품안전청이 코로나바이러스 백신 지침에서 정한 기준과 동일한 것이다. 회사가 목표치를 달성했는지 여부를 통

계적으로 확신하여 판단하려면, 백신을 맞거나 위약 주사를 맞은 참여자들 중 확진된 코로나 바이러스로 아픈 사람이 150

명이 되어야 한다. 그러나, 그 계획은 단 75건이 있은 후에 안전 위원회가 조기 분석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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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시점에서 백신이백신이 50%50% 효과적일효과적일 경우경우,, 그 회사가그 회사가 시험을시험을 조기에조기에 중단하고중단하고 긴급긴급 사용을사용을 위해위해 백신을백신을 출시할출시할 수수 있도록있도록

정부의정부의 허가를허가를 신청할신청할 가능성도가능성도 있다있다..

그 회사는 두 참가자들의 신경학적 문제들에 대해 대중에게 즉시 알리지 않았다. 상황을 잘 알고 있는 여러 사람들에 따르

면, 그 회사는 또한 영국의 두번째 지원자가 병에 걸리고 독립적인 안전 위원회가 일시적인 중단을 요구한 후에 그 회사가

시험들을 다시 중단한다는 것을 식품의약품안전청에 즉각 알리지 않았다. 이 회사의 최고 경영자는 투자자들에게는 이 문

제에 대해 말했지만, 정보가 유출되고 STAT 뉴스에 의해 보도될 때까지는 그것들을 공개적으로 논의하지 않았다.’

https://halturnerradioshow.com/index.php/en/news-page/world/they-ve-killed-god-i-can-t-feel-god-my-soul-

is-dead-astrazeneca-halts-covid-19-vaccine-trials-after-second-volunteer-develops-neurological-proble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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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 백신에 대해 우리는 "노!" 라고 말합니다. 백신 상해는 40명당 1명강제 백신에 대해 우리는 "노!" 라고 말합니다. 백신 상해는 40명당 1명
꼴입니다.꼴입니다.

백신 부작용백신 부작용

내려받아서 모두와 나누세요. 우리가 연합해서 서고, "노!" 라고 말해야 합니다.

백신 상해는 드물지 않습니다. 미국의료연구품질청의 2010년 연구에 의하면, 백신 상해는 40명당 1명 꼴입니다.

한글 자막이 인코딩된 비디오:

https://www.brighteon.com/790893c5-e601-4862-99b5-442af6c102f7

https://youtu.be/odVM4USk8ZM

원비디오 (Original video source): https://youtu.be/bYKGXDm3a00

이것을 뒷받침하는 단체들의 목록을 보려면 여기로 가세요:

https://childrenshealthdefense.org/news/community-and-world-united-we-say-no/

미국정부기관인 미국의료연구품질청(AHRQ)의 연구:

https://digital.ahrq.gov/sites/default/files/docs/publication/r18hs017045-lazarus-final-report-2011.pdf

121 · 예수님과 여호와 하나님의 레마 말씀

http://blog.naver.com/spiritualwarfare/222089747048
http://blog.naver.com/spiritualwarfare/222089747048
http://blog.naver.com/spiritualwarfare/222089747048
https://www.brighteon.com/790893c5-e601-4862-99b5-442af6c102f7
https://youtu.be/odVM4USk8ZM
https://youtu.be/bYKGXDm3a00
https://childrenshealthdefense.org/news/community-and-world-united-we-say-no/
https://digital.ahrq.gov/sites/default/files/docs/publication/r18hs017045-lazarus-final-report-2011.pdf


2020/08/29 12:55 http://blog.naver.com/spiritualwarfare/222074352402

사노피의 코로나 백신에 2009년 돼지 독감 백신을 통해 발작성수면과사노피의 코로나 백신에 2009년 돼지 독감 백신을 통해 발작성수면과
탈력발작을 일으켰던 글락소스미스클라인(GSK)의 AS03 보조제가 사탈력발작을 일으켰던 글락소스미스클라인(GSK)의 AS03 보조제가 사
용될 것이다.용될 것이다.

백신 부작용백신 부작용

<사노피의 코로나 백신에 2009년 돼지 독감 백신을 통해 발작성수면과 탈력발작을 일으켰던 글락소스미스클라인(GSK)

의 AS03 보조제가 사용될 것이다.>

한글자막 비디오:

https://www.brighteon.com/21a16bf0-4330-4b20-96a3-ffadf214ed62

2009년 겨울은 마치 어제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트럼프 행정부의 ‘초고속 작전’은, 미국인들이 이미 잊어버

린, 11년 전에 유럽 전역에 발작성수면발작성수면과 탈력발작탈력발작을 일으켰던 GSK(글락소스미스클라인)의 정교한 사기에 20억 달러 이

상의 돈을 걸고 있습니다.

세계적 공중 보건의 신뢰할만한 청지기로서, 세계보건기구(WHO)는 2009년까지는 수십 개의 유럽과 아프리카 국가들이

예기치 못한 전지구적인 유행병이 발생할 경우에 그들의 시민들을 보호하기 위한 협약을 실행하도록 확실히 하기 위해 일

했습니다. 이 '잠자는 계약서들'은 제약회사들이 독감 백신들을 생산하도록 부름받을 것이고, 그렇게 하는 것에 대해 수십

억 달러를 지불받을 것이라고 명시했습니다. 그러나, 재정적 부적절성에 대해서는 전혀 두려워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

계약서들은 오직 세계보건기구가 6단계 인플루엔자 유행병을 선포할 경우에만 활성화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불행하게

도, 그 계약서들에 서명했던 정부 관리들은 GSK가 GSK에 횡재를 가져오는 결정들을 통제하는 댓가로 세계보건기구에 수GSK가 GSK에 횡재를 가져오는 결정들을 통제하는 댓가로 세계보건기구에 수

백만 달러를 기부한다백만 달러를 기부한다고는 결코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2009년 이전의 6년 동안은 세계보건기구가 그들의 유행병 대비 홈페이지에 '인플루엔자 유행병'의 정의를 적어 놓았었습

니다. 그것은 '인플루엔자 유행병은, 그것에 대해 인구가 아무런 면역력을 가지고 있지 않은 새로운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가 나타나서, 엄청난 수의 사망과 병과 함께 전세계적으로 동시에 여러개의 유행병들을 일으킬 때 발생한다' 라고 적혀 있

었습니다. 22009년 6월 11일에 세계보전기구는 H1N1 돼지 독감을 전지구적 인플루엔자 유행병 6단계로 선포했습니다.009년 6월 11일에 세계보전기구는 H1N1 돼지 독감을 전지구적 인플루엔자 유행병 6단계로 선포했습니다.

흥미롭게도, 그 시점의 시간에는 전세계에서 오직 144명의 돼지 독감 사망자만 있었습니다.흥미롭게도, 그 시점의 시간에는 전세계에서 오직 144명의 돼지 독감 사망자만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계보건

기구의 선포는 잠자고 있던 계약서들에서 180억 달러를 세계 전역에 활성화시키도록 방아쇠를 당겼고, GSK의 팬덤릭스

(Pandemrix)를 포함해서 수억의 복용량의 H1N1 백신 생산에 고속 기어를 넣었습니다. 수상쩍게도, 유행병을 선포하기

단 39일 전에 세계보건기구는 그들의 웹사이트에서 유행병의 정의를 지웠습니다. 따져물었을 때, 그들은 그들의 정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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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무 암울한 그림을 그려서 매우 공포스러울 수 있다고 매체들에게 말했습니다. 새로운 정의에서는 세계보건기구가 유행

병을 선포하기 전에 더 이상 아무도 죽을 필요가 없었습니다.

GSK의 팬덤릭스 예방주사는 결코 안전이나 효능에 대해 시험되지 않은 실험적 백신이었습니다. 그것은 곧바로 수억의 아GSK의 팬덤릭스 예방주사는 결코 안전이나 효능에 대해 시험되지 않은 실험적 백신이었습니다. 그것은 곧바로 수억의 아

프리카인들과 유럽인들에게 주어졌습니다.프리카인들과 유럽인들에게 주어졌습니다. 이것은 형식과 절차를 따질 때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어떤 정의에 의해서도, 아

니 오히려 새로운 정의에 의하면, 우리가 전지구적 유행병에 있었던 겁니다.

세계보건기구는 2009년의 유행병을 혼자서 선포하지는 않았습니다. 그것을 선포하기 전에 세계보건기구의 총장 마가렛

챈 박사는 세계보건기구의 국제보건규칙 검토 위원회에서 160명의 과학자들로부터 나온 긴급위원회에게 지도를 구했습

니다. 세계보건기구는 이 고문들을 “그들 각자의 분야에서 세계적인 선두적 전문가들” 이라고 묘사합니다. 그러나, 그들의

정체는 여전히 비밀에 가려져 있었고, 세계보건기구는 그것이 “그들을 외부 영향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필요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2010년의 영국 의료 학술지의 충격적 조사는, 유행병 선포에 대해 찬성했던 수많은 긴급 위원회유행병 선포에 대해 찬성했던 수많은 긴급 위원회

멤버들이 GSK를 포함한 독감 백신과 타미플루 제조사들과 경제적으로 관련되어 있었다멤버들이 GSK를 포함한 독감 백신과 타미플루 제조사들과 경제적으로 관련되어 있었다는 것을 드러냈습니다. 볼프강 보

더그(Wolfgang Wodarg)는 유럽 이사회의 전직 대표였습니다. 유행병에 대한 다큐멘터리에서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세계보건기구 관료들은 그런 것들에 대해 전혀 모릅니다. 그들은 과학자들에게 의존해야 하며, 그 과학자들은 세계보건

기구에 자금을 대는 나라들과 기관들에 의해 그들에게 할당됩니다. 그리고, 그들 중 많은 이들이 제약업계에 혜택을 주는

조언과 결정들을 했습니다.”

발작성수면은 그것 외에는 정상적인 삶 속에서의 가벼운 불편함 정도가 아닙니다. 발작성수면 환자들은 느긋한 환경에서

는 언제든지 잠들어 버리는 극단적인 경향으로 고통받습니다. 탈력발작은 강한 감정이나 웃음이 사람을 갑자기 육체적으

로 쓰러지게 만드는 상태입니다. GSK사의 백신 보조제가 들어있는 팬덤릭스 백신은 이 두 가지 다를 유발했고, 유럽 전역GSK사의 백신 보조제가 들어있는 팬덤릭스 백신은 이 두 가지 다를 유발했고, 유럽 전역

에서에서 적어도적어도 1300명의 아이들을 평생 망가뜨렸습니다.1300명의 아이들을 평생 망가뜨렸습니다. 매체들에서는, 강력한 면역반응을 유도하기 위해 첨가된 GSK의

AS03 보조제에 이 흉악한 반응들을 증폭한 것에 대한 책임이 있다고 지목되었습니다. 유럽의 일련의 소송들에서 원고들

이 획득한 문서들은, 2009년 겨울의2009년 겨울의 5.4배의 사망자 증가를 포함한5.4배의 사망자 증가를 포함한 팬덤릭스와 관련된팬덤릭스와 관련된 증가하는 부작용에 대해증가하는 부작용에 대해 GSK가GSK가

알고 있었다알고 있었다는 것을 드러냈습니다. 2009년 12월이 되자, 12500번의 팬덤릭스 투여마다 한 명의 피해자가 GSK에 대해

소송을 걸었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재고를 처리하기 위해 계속해서 그들의 백신을 홍보했습니다.그들은 재고를 처리하기 위해 계속해서 그들의 백신을 홍보했습니다. 소송이 쌓이기 시작하

자 영국은 변호하는데 수백만 파운드를 썼고, 항소에서 진 후에 결국은 수십억 파운드로 합의를 했습니다. 어쨌든, 잠자는잠자는

계약서에 서명했던 모든 나라가 그들의 급조된 유행병 백신에 대해 GSK에 완전한 법적 면책을 주도록 요구되었고계약서에 서명했던 모든 나라가 그들의 급조된 유행병 백신에 대해 GSK에 완전한 법적 면책을 주도록 요구되었고, 납세

자들에게 수백만건의 소송들을 변호하고 합의할 책임을 지웠습니다. GSK는 발작성수면과 탈력발작으로 1300명의 젊은

생명들을 파괴한 것에 대해 결코 법정에 서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볼프강 보더그가 “세기의 가장 큰 의료 스캔들

중의 하나”라고 불렀던 그 가짜 유행병에 영향을 미친 것에 대해 결코 단 1 달러의 벌금도 내지 않았습니다.

2009년 11월 23일. 알자지라 방송. 다미엔 다우닝 박사. 영국 생태 의학 학회 회장: “정부들은 전쟁을 좋아하는 것만큼이

나 유행병을 정말로 좋아합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그들의 뜻을 강요하고, 우리 모두를 겁줘서 우리가 웅크리고 모여서 하

라는대로 하게 만들 기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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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행병에 대한 그 똑같은 희석된 정의에 의존해서, 2020년 3월 11일에 세계보건기구는 코로나19를 전지구적 유행병으

로 선포했는데, 바로 하루 전날에 그것의 파트너인 '코비드-19 치료 가속기'가 게이츠 재단과 마스터카드로부터 1억2천5

백만 달러를 약속받았습니다. 2020년 7월 31일에 GSK와 사노피는 코로나19의 실험적 백신에 대해 협력GSK와 사노피는 코로나19의 실험적 백신에 대해 협력하기 위해 21억

달러의 미국 세금을 따냈습니다. 사노피는 백신을 제공사노피는 백신을 제공할 것이고, GSK는GSK는 - 여러분이 짐작했던대로 - 2009년에 발작성수2009년에 발작성수

면 유행병을 일으켰던 AS03 보조제의면 유행병을 일으켰던 AS03 보조제의 수억의 복용량수억의 복용량을 제공할 것을 제공할 것입니다. 이번에도 그들이 무사히 빠져나갈까요?

원 비디오 출처: https://youtu.be/kB0MEjHgkfM

(존 F. 캐네디의 Children's Health Defense 팀)

—————————

번역자 첨부:

백신 보조제(adjuvant)는, 항원을 만드는 것이 비싸기 때문에 백신 속에 아주 적은 양의 항원만 사용하고도 체내에서 이

항원에 대한 반응을 증폭시키기 위해 사용되는 성분인데, B형 간염 백신과 자궁 경부암 백신 속에 들어있는 알루미늄이 그

예입니다. 이것은 과잉 면역 작용을 일으켜서 인체 자체를 공격하는 자가 면역 반응과 뇌의 염증을 야기해서 어린이 발달

지연, 자폐증, 노인 치매 등 각종 뇌신경 장애를 유발합니다.

2009년 H1N1 독감 백신에 사용되었던 GSK사의 AS03 백신 보조제는 발작성수면(narcolepsy), 탈력발작(cataplexy)을

일으켜서 큰 물의를 일으켰던 보조제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사노피의 코로나 백신에 사용한다고 합니다. 이미 알려진 이

런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도 코로나 백신에 사용한다는 겁니다. 백신 제조사들은 백신 부작용에 대한 아무런 법적 책임을

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알려지지 않은 다른 또 무엇이 코로나 백신 안에 들어가게 될까요? 포름알데히드와 같은 발암물질

과 인간 낙태아 세포 잔해들 외에 또 어떤 다른 숨겨진 독들이 들어 있을까요? 기억하세요. 백신 제조사들은 신체 마비나백신 제조사들은 신체 마비나

사망을 포함한 어떠한 백신 부작용에 대해서도 전혀 법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백신 제조사들에게 자신의 건강사망을 포함한 어떠한 백신 부작용에 대해서도 전혀 법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백신 제조사들에게 자신의 건강

과 생명을 맡기시겠습니까?과 생명을 맡기시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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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NA 백신: 사람의 DNA 를 영구적으로 변경시킴.DNA 백신: 사람의 DNA 를 영구적으로 변경시킴.

백신 부작용백신 부작용

DNA 백신: 사람의 DNA 를 영구적으로 변경시킴.

국제보건기구 WHO 웹사이트에 가면 DNA 백신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 https://www.who.int/biologicals/areas/vaccines/dna/en/ )

기존의 백신은 항원을 주입시켜서 몸 안에서 항체가 생성되도록 유도하는데, 이때 항원 뿐만 아니라, 그 항원을 몸 안의 특

정한 장소들로 이동시키거나, 세포와 조직 속으로 침투하기에 용이하게 만들거나, 면역 반응을 증폭시키기 위한 물질들과

보존제 등이 함께 몸에 주입되게 됩니다. 또한 항원을 배양하는 과정에서 사용된 동물 세포들이나 인간 태아 세포들도 다

걸러지지 못한 채 백신을 통해 함께 몸 안에 주입되게 되고, 그 동물 세포들 안에 존재했던 다른 바이러스와, 동물과 태아

의 DNA 조각들도 함께 주입되게 됩니다. 그런 이유로, 백신이 알러지, 아토피, 자폐증, 유아돌연사, 장 질환 등 많은 만성

질병을 유발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내가 이미 과거에 나눈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주목하고자 하는 것은 새로운 백신 기술로서 DNA 백신이 개발되어 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그냥 항

원을 몸 안으로 주입해서 우리 몸에서 항체 반응을 일으키도록 유도하는 것이 아니라, 아예 이런 항원을 우리 몸 속에서 직

접 만들어내게 하는 DNA 를 우리 몸 안에 주입시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몸의 DNA 를 영구적으로 변경시킬 수 있다

는 점에서 기존의 백신과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이것은 ‘유전자 향상’과 같은 개념의 기술입니다. 이미 동물 실험과 인간

임상 시험이 이루어져 오고 있고, 그 결과에 대한 보고들도 각종 과학 학술지에 올라와 있는 상태입니다. 이런 실험들에 대

한 자금이 주로 정부 보조금으로 지급되기 때문에 이런 논문들은 DNA 백신 기술에 대한 긍정적인 해석과 전망으로 결론

지어지게 됩니다. 인간 임상 시험들은 독감, 암, HIV, 에볼라, 지카 바이러스 등에 대해 실시되었는데, 만일 이 기술이 상용

화되게 된다면 그들은 이런 바이러스 유전자들 뿐만 아니라 다른 어떤 유전자도 집어넣을 수 있게 됩니다. 그들이 기존 백

신 속에 들어있는 위험 물질들에 대해 사람들에게 전혀 이야기하지 않고서 그냥 백신을 접종하듯이 그들은 대중들에게 알

리지 않은 채로 그들이 원하는 유전자들을 사람들의 몸 속에 집어 넣을 수 있는 수단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 외에도

이런 외부 유전자가 우리의 몸 안에서 발현되는 동안에 일어날 수 있는 여러 부작용들에 대한 기술적인 문제까지는 다루지

않겠습니다. 그러자면 또 전문적, 기술적인 문제들을 쭉 다루어야 하는데, 에휴... 일단 이것이 우리 몸에 들어가는 것 자체

가 주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의 부작용들까지 다루는데 시간과 에너지를 낭비하고 싶지는 않네요. 그냥

이런 것들에 대해 알고 그것들을 대적해서 기도할 뿐입니다.

점점 더 강제화되어지고 있는 백신 접종이 아이들 뿐만 아니라 성인들에게까지도 확장되고 있는 움직임을 볼 때, 머지않아

인간의 DNA 를 변경시키는 이런 기술이 각종 건강과 좋은 것들을 내세워 강요될 수 있다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

125 · 예수님과 여호와 하나님의 레마 말씀

http://blog.naver.com/spiritualwarfare/221685921193
https://www.who.int/biologicals/areas/vaccines/dna/en/


에 대해 많은 레마 말씀들이 있어왔던 것을 봅니다. 여기 하나의 예로 줄리 자매의 메세지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메세지

들에 대해 주의를 기울이고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들에 대해 인식하고 경계할 필요가 있습니다.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너희의 DNA 에 관해 이야기했던 때를 기억하느냐?

너희의 DNA 는 나의 청사진 또는 코드이고,

타락 이전의 원래의 순수하고 오염되지 않은 혈통의

나의 형상으로 너희가 이루어지게 만든다.

이 DNA 를 조작하는 방법들을 고안함으로써,

대적은 그 자신의 종족들로 그 자신의 나라를 창조하는 과정 중에 있다.

일부는 자유롭게 충성을 바쳤고, 바칠 것이다.

그러나, 다른 많은 이들은 그가 조작과 미혹으로써 이 충성 속으로 강제할 것이다.

너희의 피 안에서 너희가 누구인지에 대한 핵심 자체인

너희의너희의 DNADNA 에에 대한대한 어떤어떤 변경도변경도 나에게는나에게는 가증스러운가증스러운 것것이고,

사탄의사탄의 씨를씨를 나의나의 거룩한거룩한 피조물과피조물과 섞는섞는 것것이다.

사람은 너희 대적의 지시 아래에서 사람의 존재 자체를 변경하고,

홀로 나만이 창조했던 것에 더하거나 빼는 일을 자청하고 있다.

나의 피조물을 건드리는 자들에게는 화로다.

홀로 나만이 창조주이기 때문이다.

나 외에는 전혀 하나님이 없다.

이런 끔찍한 일들이 행해지고 있고,

매우 가까운 미래에는 더욱 심하게 행해질 것이며,

진보와진보와 혁신혁신 기술이라고기술이라고 불려지고불려지고 있다있다..

내가 너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를 이해해라.

이것이 내 말씀이 이야기하는 짐승의짐승의 표를표를 시작시작했다.

이 체계는 너희의너희의 노화를노화를 방지하고방지하고,, 너희를너희를 치유하고치유하고,,

‘‘결함결함’’을을 제거하고제거하고,, 의학적으로의학적으로 너희를너희를 추적하고추적하고,,

결점없는결점없는 아이들을아이들을 출생시키기출생시키기 위해서위해서 창조되었다.

그리고, 이것은 이 기술 이면의 실제 동기에 대한 위장위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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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것의 목적 자체는 통제와통제와 조종을조종을 위한위한 것것이며,

오직 최악의 끔찍한 방법으로 너희를 대적해서 사용되도록

너희가너희가 이이 진보를진보를 선뜻선뜻 받아들이게받아들이게 만들기만들기 위한위한 극히극히 사악한사악한 수단수단이다.

일단 이 ‘과학’이 몸 속으로 들어가면,

이 표는 그것이 손에 있던지 이마에 있던지,

그것이 칩이던지 코드던지간에,

그것이그것이 지금지금 어떤어떤 방식으로방식으로 너희에게너희에게 제시되고제시되고 제시될제시될 것이던지간에것이던지간에,,

그것은 영원히영원히 너희를너희를 변화변화시키고,

내가내가 창조했던창조했던 백성들과백성들과 내가내가 했던했던 언약을언약을 파괴파괴할 것이다.

만일만일 너희가너희가 이이 ‘‘표표’,’, 이이 기술을기술을 너희너희 몸몸 속에속에 받는다면받는다면,,

너희는너희는 너희의너희의 영원한영원한 영혼을영혼을 잃어버릴잃어버릴 것이다것이다..’

이 레마 말씀 전체를 읽으려면 여기로 가세요.

http://blog.naver.com/spiritualwarfare/2208919576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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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신 부작용백신 부작용

한글 자막이 있는 비디오 출처:

https://www.bitchute.com/video/dQ0SzcBQgD7e/

https://www.brighteon.com/4ace3573-bf80-44b4-8b27-23174a744760

원본 비디오 출처 (Original Video Source): https://youtu.be/wO5WHQK7lY8

= 자막 내용 =

최근에 어린이들의 발작 장애 (간질) 발생률이 하늘로 치솟아서, 지금은 5세 이하의 어린이 20명 중 1명이 간질을 앓고 있

습니다. 간질은 여러번의 발작을 겪는 어린이들에게 주어지는 진단입니다. 간질 재단에 의하면, 미국에서 최소 470,000

명의 어린이들이 간질 진단을 받았으며, 해마다 50,000 명의 아이들이 새로 간질 진단을 받습니다. 많은 부모들이 아이

들이 백신을 맞은 직후에 간질을 겪었다고 보고합니다. 간질이 있는 아이들은 학업에 더 어려움을 겪는 경향이 있고, 특수

교육을 받아야 하고, 평범한 유년기 활동에 참여하는데 제한을 받습니다. 여기 아들이 피해를 입은 한 부모의 이야기를 들

어보세요.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미셸입니다. 제 아들 브랜든에 대해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그는 정상적으로 건강하게 태어났고,

아무 문제가 없었습니다. 우리는 잘 몰랐기 때문에, 백신을 허용했고, 처음 백신을 맞은 후에 그에게 습진이 생겼습니다.

그래도 그는 여전히 백신을 맞았고, 만성적인 중이염이 생겼으며, 만성적인 양의 항생제를 투여받았습니다. 그런데도 여전

히 백신을 맞았습니다. (미국에서는 아이를 소아과에 데려가면 보통 의사가 CDC 스케줄에 따라 무조건 백신을 맞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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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역자 첨부 설명) 어느 시점에 그는 발달이 멈추었고, 언어가 멈추었으며, 만성적인 피부 발진과 설사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때는 무슨 일이 발생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몰랐었는데, 지금 돌아보면 우리는 그것들 하나 하나 모두가 백신 반응이었다

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브랜든에게 리퀴것 증후군 (Leaky Gut Syndrome) 이 생겼는데, 무슨 일이 있는지 알아내는데

10년이 걸렸습니다. 의학계에서는 그냥 그것이 자폐증의 일부라고만 했습니다. 간질이 시작되었는데, 그것은 우리가 경험

했던 모든 자폐증의 짐들 중에서도 가장 끔찍한 것이었습니다. 목소리를 앗아가고, 정상적인 발달을 앗아갔을 뿐 아니라,

이제는 단순히 발작의 힘 때문에 벽에 구멍이 생기는 일을 겪어야 했고, 철침을 박으러 응급실로 가야 했고, 부러진 뼈들

과, 부러진 이빨들에 대처해야 했습니다. 마침내 우리가 보조제와 전인의료법으로 겨우 그것을 통제할 수 있었는데 백신

때문에 그의 면역 체계가 너무나 오랫동안 너무나 망가져서 단순한 세균 감염이 우리의 온 세상을 또 다시 완전히 뒤집어

엎었습니다. 전에는 우리가 가장 끔찍하다고 생각했던 것이 간질이었는데, 이제 그것은 P.A.N.D.A.S (연쇄상 구균과 관련

된 소아 자가 면역 신경 정신 장애) 에 비하면 가벼운 것이 되었습니다. 그것은 하룻밤에 내 아들을 바꾸어버렸습니다. 내

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겠는데, 통상적인 유년기 질병들은 항상 있어왔고, 있을 것입니다. 그것들은 인류를 전멸시키지 않

을 것입니다. 인류를 전멸시키는 것은, 백신 접종을 받은 아이들의 잃어버려진 세대입니다. 그들은 결코 회복하지 못할 수

도 있고, 나이가 들어갈수록 삶이 점점 더 힘들어지고, 이 모든 상해들이 점점 더 쌓여갑니다. 통상적인 급성 유년기 질병

들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백신들과 그 안에 들어있는 모든 독소들로부터 오는 평생동안 쇠약하게 하는 만성적인 부작용들

을 두려워하세요. 제발, 제 아들로부터 배우세요. 그가 말할 수 없는 것을 들으세요.

나라 전역에서 부모들이 그들의 자녀들이 심각하고 심지어 생명을 위협하는 건강 상태를 겪고 있다고 보고합니다. 여러분

의 자녀의 건강 상태는 어떻습니까?

백신 부작용 한글 자막 비디오 플레이리스트:

https://www.brighteon.com/watch?playlistId=48f9d6fd-ef94-4d11-94d9-f29aa5c7d1d1&index=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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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일 대학의 연구가 백신과 어린이 뇌 신경 정신 장애와의 연관성을 보예일 대학의 연구가 백신과 어린이 뇌 신경 정신 장애와의 연관성을 보
여 주다.여 주다.

백신 부작용백신 부작용

http://www.ecowatch.com/yale-vaccine-study-kennedy-2246059411.html

예일예일 대학의 연구가대학의 연구가 백신과백신과 뇌뇌 장애와의장애와의 연관성을연관성을 보여보여 주다주다..

예일 의대와 펜 주립 의대의 연구팀들이 일부 어린이들에게서 예방 접종 시기와 특정 뇌 장애의 시작점과의 연관성을 발견

했다.

6-15세 어린이들에 대한 5년간의 개인 건강 보험 자료들을 분석한 결과, 이 과학자들은 이전 3-12개월에 예방 접종을 받

았던 어린이들이 예방 접종을 받지 않았던 사람들보다 특정 신경 정신 장애 진단을 받는 경향이 훨씬 더 높은 것을 발견했

다.

과잉 예방 접종이 일부 취약한 어린들 가운데 면역과 신경 손상을 초래할 수 있는지에 대한 중요한 의문 (일부 자폐증 자녀

들의 부모들이 수년동안 말해오고 있는 의문) 을 일으키는 이 새로운 연구는 학계의 심사를 받는 논문지인 ‘Frontiers in

Psychiatry, Jan. 19’ 에 발행되었다.

분석되었던 데타베이스에 있는 95,000 명 이상의 어린이들이 7개의 신경 정신 장애들 중의 하나를 가지고 있었다: 신경

성 식욕 부진, 불안 장애, 주의력 결핍 및 과잉 행동 장애 (ADHD), 양극성 장애 (조울증), 주요 우울증, 강박 장애 (OCD),

틱 장애.

이런 장애가 있는 어린이들이 신경 정신 장애가 없는 어린이들 뿐만 아니라, 예방 접종과 관련이 없는 다른 두 가지 상태,

즉 상처가 있거나 뼈가 부러진 어린이들과 비교되었다.

이것은 잘 설계되고, 엄격하게 통제된 연구였다. 뇌 장애가 없는 대조군은 연령, 지리적 위치 및 성별에 있어서 대상자들과

일치하였다.

예상대로 부러진 뼈와 상처는 백신 접종과 유의한 연관성을 보이지 않았다.

주요 우울증, 양극성 장애 또는 ADHD의 새로운 사례들도 예방 접종과 유의한 연관성을 보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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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예방 접종을 받은 어린이는 예방 접종을 받지 않는 어린이들보다 식욕식욕 부진부진으로 진단받을 확률이 80% 더 높고,

강박강박 장애장애 진단을 받을 확률이 25% 더 높았다. 또한, 백신을 접종받은 어린이는 대조군에 비해 불안불안 장애장애 및 틱틱으로 진단

될 확률이 더 높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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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가 자궁 경부암 백신으로 어린 소녀들을 부상입히고 죽인 악독한 빌인도가 자궁 경부암 백신으로 어린 소녀들을 부상입히고 죽인 악독한 빌
게이츠 재단을 쫓아내다.게이츠 재단을 쫓아내다.

백신 부작용백신 부작용

http://www.naturalnews.com/2017-02-14-india-tosses-out-gates-foundation-due-to-conflicts-of-interest-

with-big-pharma.html

인도가인도가 대형대형 제약회사와의제약회사와의 이해이해 상충으로상충으로 인해인해 게이츠게이츠 재단을재단을 내다내다 버리다버리다..

2017년 2월 14일 화요일, Ethan Huff 가 씀.

(Natural News) 미국에서 많은 사람들이 그를 단순히 전염병으로부터 세계를 구하려고 하는 자선적인 인도주의자로 본

다. 그러나 인도에서는, 억만 장자 소프트웨어 전문가인 빌 게이츠가 기본적으로 그 나라에서 꺼지라는 말을 들었다. 그와

그의 부인 멜린다의 악명 높은 재단이 대형 제약회사와 직결된 백신 강요 사기꾼에 지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기 때문이

다.

인도의 National Technical Advisory Group on Immunization (NTAGI, 국립 예방접종 기술 자문 기구) 는 최근 빌과

멜린다 게이츠 재단과의 관계를 공식적으로 끊는다고 발표했다. 이 발표는 2009-2010 년에 자궁 경부암으로부터 보호하

려는 의도로 인도 전역의 수만 명의 어린 소녀들에게 실시되었던 백신 “캠페인”이 실제로는 크게 논란의 여지가 있는, 부상

을 입히고 죽인다고 알려진 두 가지 백신이 관련된 은밀한 백신 임상 시험임이 보여진 후에 이루어졌다.

문제의 백신은 글락소 스미스 클라인 (GSK) 사의 서바릭스 (Cervarix) 와 머크 (Merck) 사의 가다실 (Gardasil) 이며, 둘

다 자궁 경부암과 관련이 있다고 주장되는 HPV (human papillomavirus, 인간 유두종 바이러스) 에 대한 보호제로 판매

되고 있다. 두 백신 모두 극단적인 부작용이 있으며, GSK와 머크는 게이츠 재단과 협력하여 젊은 인도 소녀들을 이용하여

그들을 이 두 백신의 시험에서 인간 기니아 피그로 사용했다는 것의 증거가 보여졌다.

독립적인 언론인들에 따르면, 이 시험은 결국 그 두 백신들로 추적되어진 수천명의 부상자들과 수백명의 사망자들을 초래

했다. 이 소식이 인도 당국에 들어가자, 게이츠 재단을 심각한 윤리적 위반으로 법정에 이르게 한 조사가 시작되었다. 수사

를 이끌었던 Economic and Political Weekly (경제와 정치 주간지) 는 “제약 회사의 판촉 활동, 강력한 국제 기구의 압력,

그리고 인도 의료 협회의 공동 채택과 무비판적인 지지가 국가의 공공 건강 우선순위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는 이유로 인

해 게이츠 재단의 금지가 의심의 여지없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빌빌 게이츠는게이츠는 인류에인류에 대한대한 심각한심각한 범죄를범죄를 저지른저지른 것에것에 대해대해 유죄유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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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주장을 뒷받침하는 것은 인도의 비정부 여성 단체 사마(Sama)의 몇명의 내부 고발자들인데, 이 단체는 적절한 동의없

이 또는 심지어는 무엇이 그들의 몸으로 넣어지고 있는지에 대해 완전히 드러내지도 않은 채 위험한 백신을 불법적으로 주

사한 빌 게이츠와 그의 패거리들에 의해 젊은 여성들이 이용당했음을 보여주는 상당한 증거를 당국에 가져왔다.

위험한 백신을 맞는 것 외에도, 이 똑같은 여성들은 지문 복제본을 정부 당국에 제출하도록 강제되었는데, 이 강압적인 노

력은 세계 인구 중 가장 취약한 구성원들과 관련된 인권 침해에 대해 게이츠 재단을 더욱 강력하게 기소할 뿐이다.

"센터는 중요한 국가 보건 사명에 대해 빌과 멜린다 게이츠 재단 (Bill and Melinda Gates Foundation) 에게 문을 닫았

으며, 그 재단과 제약 회사들과의 유대 관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이해 상충 문제가 그 이유들 중의 하나이다.” 라고

Economic Times of India (인도 경제 신문) 이 보도했다.

“국가의 최고 예방접종 자문체인 국립 예방접종 기술 자문 기구 (National Technical Advisory Group on

Immunization, NTAGI) 와 게이츠 재단 (Gates Foundation) 의 모든 경제적 유대 관계가 단절되었다.”

인도의 국민 건강 프로그램이 빌과 멜린다 게이츠 같은 백신을 강요하고 약을 팔아먹는 우생학자들에게 완전히 침투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아래에 있는 여러 부대기구들이 이 결정을 지지하고 현실화할 수 있었다. 인도 대법원과의 전투가 5년

이 걸렸지만, 궁극적으로 그것은 모두 가치가 있었다. 왜냐하면, 이번만큼은 세계주의자들이 그들의 죽음과 파괴의 의제를

추진하기 위한 주요 수단을 잃어버렸기 때문이다.

“우리는 정부에 의한 이런 움직임을 환영합니다.” 라고, 이 “경제 제국주의" 의 실체를 성공적으로 근절한 스와데시 자간

만치 (SJM) 플랫폼의 공동 대표인 아스와니 마하잔 (Ashwani Mahajan) 이, 인도가 계속해서 이런 종류의 외국의 침투

를 거절하는 것을 보고 싶어하는 인도 경제 신문에게 말했다. "우리의 국내 정책에서 어떤 식으로든 외국의 영향력은 기피

되어야 한다고 우리는 항상 말해왔습니다."

출처:

JeffereyJaxen.com

EconomicTimes.IndiaTimes.com

133 · 예수님과 여호와 하나님의 레마 말씀



2017/02/03 01:37 http://blog.naver.com/spiritualwarfare/220925954777

2017년 1월 21일에 발행된 연구 자료. 백신들에서 성분 목록에 없는 금2017년 1월 21일에 발행된 연구 자료. 백신들에서 성분 목록에 없는 금
속 독성 물질들이 발견되다.속 독성 물질들이 발견되다.

백신 부작용백신 부작용

2017년 1월 21일에 ‘국제 백신과 예방접종 저널’ (International Journal of Vaccines and Vaccination) 에 발행된 연구

자료입니다.

이태리의 연구원들이 30개의 백신들 중 44개의 표본들을 조사했을 때, 하나의 백신에서 동물의 것인지 인간의 것인지 알

수 없는 적혈구를 발견했고, 동물 백신 한 개를 제외한 모든 표본들에서 납, 텅스텐, 금, 크롬 등의 금속 독성물질들을 발견

했습니다.

자궁 경부암 백신인 Gardasil 과 Cevarix, 그리고 독감 백신 Aggripal 과 수막염 백신 Meningetec 에서는 납 입자들이

발견되었고, 유아용 백신 Infarix Hexa 에서는 스텐리스 강철, 텅스텐, 금-아연 합체가 발견되었습니다.

이 외에도, 플라티늄, 은, 비스머스, 철, 크롬 등이 발견되었고, 시험된 인간용 백신 중 25개에서 크롬이 개별적 또는 철과

니켈과 합금된 상태로 발견되었습니다.

3세 이상의 어린이들을 위한 Fluarix 백신에서는 11개의 금속과 금속 합체들이 발견되었습니다.

위의 금속들은 제조사들의 성분 목록에 표시되어 있지 않은 것들입니다.

그리고 물론 성분 목록에 표시된대로 알루미늄도 발견되었습니다. 알루미늄의 신경독성에 관해서는 연구 자료들이 있습

니다.

그 외에도 제조사들이 밝히지 않은 다른 많은 금속 신경독성 물질들도 이렇게 백신 속에 들어있는데, 독성학에서는 이런

오염 물질들의 수가 증가할수록 독성 물질들이 시너지효과 (협력 효과) 를 가져온다는 것이 잘 알려진 사실이라고 합니다.

자료 출처:

http://www.greenmedinfo.com/blog/dirty-vaccines-every-human-vaccine-tested-was-contaminated-metals-

and-debris-new-

관련 글: 독감 주사, MMR 백신, 자폐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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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감 주사, MMR 백신, 자폐증독감 주사, MMR 백신, 자폐증

백신 부작용백신 부작용

2017년 1월 27일 뉴스.

‘독감 주사는 취약한 사람들을 이용해서 돈을 벌고 그들을 병들게 하기 위해 대형 제약 회사들이 만들어낸 의학 역사상 가

장 큰 사기라고 도날드 트럼프 대통령이 경고하다.’

‘오피와 안토니’ 와의 인터뷰에서 트럼프는 자신은 한번도 독감 주사를 맞은 적이 없으며 그것은 애초에 비효과적이라고 말

했습니다. 자신은 한번도 독감이 걸리지 않았지만, 독감 주사를 꼬박꼬박 맞는 자기 친구들은 독감이 걸리는 것을 보았다

고 말했습니다.

백신 속에는 강력한 신경독성 물질인 포름알데하이드와 수은을 포함한 여러 독성 물질들이 들어있습니다.

백신은 안전성이나 효능이 입증되지 않았는데도 모든 사람들에게 요구되는 유일한 의약품입니다.

심지어 미국 의회는 그들이 사람들에게 피해를 입히고 죽이는 불량품을 제조해서 판매할 때도 백신 산업을 절대적인 법적

면책 특권으로 보호하는 법까지 통과시켰습니다.

http://yournewswire.com/trump-flu-shot-scam/

지난 번에 한번 잠깐 언급했었지만, 특히 아기나 어린 아이들에게 미치는 백신의 악영향은 우리가 아는 것보다 훨씬 더 큽

니다. 미국에서 수천명의 부모들이 백신을 맞고 난 후에 갑자기 아기가 발작을 일으킨 후 언어를 상실하거나 걷지 못하거

나 자폐증 현상을 일으켰다고 증언했으며, 아프리카, 호주, 중국 등에서도 백신 전 후의 자폐증 발생률에서 백신과 자폐증

사이의 현저한 연관성을 보여주었습니다. 미국 질병 통제 센터 (CDC) 는 MMR 백신이 어린이들에게 자폐증을 유발한다

는 데타를 가지고 있었고 그것을 조작했다가 내부고발자에 의해 그것이 알려지자 2년간의 모든 데타를 없애 버렸습니다.

그들이 알고도 데타를 조작하고 숨겼던 것입니다. 그리고, 제약 회사들의 자금에 후원을 받기 때문에 모든 주류 매체들은

이것을 전혀 보도하지 않았습니다.

아기들에게 백신을 맞히는 것에 대해 주의하고 반드시 기도로 인도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특히 MMR 백신은 더 조심해

야 합니다. 이것을 12-15개월 전에 맞으면 3세 이후에 맞는 것보다 훨씬 더 높은 자폐증 발생률을 보였습니다. 우리는 악

한 세대에 살고 있습니다. CDC 가 권장하는 스케줄대로 부모들이 백신을 아이들에게 맞게 할 경우 제약 회사들은 엄청난

수익을 올리게 됩니다. CDC 가 거짓말을 했기 때문에 대부분의 의사들도 백신의 유해성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CDC 가 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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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하는대로 부모들에게 백신 스케줄을 따르게 하는데, 그들의 말을 믿고 그대로 따랐던 많은 부모들이 말못할 고통에 시달

리게 되었습니다. 조심하여 기도하십시오.

참고 자료: 다큐멘터리 영화 'Vaxxed'

다음 그래프는 세계적인 자폐증 발생률 증가 추세입니다.

일본, 덴마크, 미국 세 나라에서 80년대 중반부터 자폐증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파란색 화살표는 전세계적 평균치인데, 역시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했습니다.

아래 그래프는 1975년부터 2010년까지 미국에서 자폐증 발생률입니다.

자폐증 발생률이 1975년에는 5000명 중에 1명 꼴이었는데,

1995년에는 500명 중에 1명 꼴로 증가했고, 2014년에는 68명 중에 1명 꼴로 증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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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질병 통제 센터 (CDC) 고위 과학자인 윌리엄 탐슨 (William Thompson) 박사의 제보로 CDC 의 연구 데타들이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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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되었습니다. 제보를 받았던 브라이언 후커 (Brian Hooker) 박사가 정보의 보존을 위해 탐슨 박사의 전화 내용들을 녹취

했는데, 탐슨 박사는 녹취되고 있는 사실을 알지 못하고 제보를 했습니다. 이 사람은 CDC 연구 데타가 MMR 백신과 자폐

증의 연관성을 보여주는 것을 발견했고 그 데타가 조작되고 숨겨지고 있는 사실을 보며 양심이 찔려 제보를 하게 된 것이

었습니다. 자신은 CDC 직원이기 때문에 법적인 문제 때문에 직접 데타를 줄 수가 없었고, 어떻게 그 자료를 요구하고 찾

아볼 수 있는지 방법을 알려준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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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DC 의 2001년 연구 데타를 보면, 12-35개월 사이에 MMR 백신을 맞은 아이들이 36개월 후에 이 백신을 맞은 아이들

보다 자폐증이 훨씬 많이 진단되었고, 이 연구 결과를 보고 나서 CDC 디렉터 콜린 보일 (Coleen Boyle) 박사는 회의 노트

에 데타 분석 방식을 '다시 포맷하고 연령 집단을 변경하라' 고 썼습니다. 연구 결과를 조작하려고 시도한 것입니다. 그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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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해서 데타를 조사했을 때도 여전히 같은 결과가 나오자, 그 다음에는 CDC 에서 이 연구 자료를 완전히 삭제했습니다.

브라이언 후커 박사가 이 자료가 삭제되기 전에 받아놓지 않았었다면 이 자료는 영영 숨겨져 버렸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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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의회에 소환되었을 때, 콜린 보일 박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Vaccines and their components do not increase the risk for Autism.”

"백신들과 그것들의 성분들은 자폐증의 위험성을 높이지 않습니다."

빌 포지 (Bill Posey) 의원은 그녀에게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So clearly, definitely, unequivocally, you have studied vaccinated vs. unvaccinated?”

"그러니까, 분명히, 확실히, 명백히, 당신들이 백신을 맞은 경우와 백신을 맞지 않은 경우를 비교해서 연구를 했습니까?"

콜린 보일 박사는 이렇게 답변했습니다.

“We have not studied vaccinated vs. unvaccinated, but …”

"우리는 백신을 맞은 경우와 백신을 맞지 않은 경우를 비교해서 연구를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

즉, 일반적으로 모든 의약품에 필수적 절차인 대조 조사를 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다른 모든 의약품들에는 그 의약품을 복용한 무리와 그렇지 않은 무리를 대조적으로 조사해서 구체적인 부작용 사례 등을

조사합니다만, 백신에 관해서 만큼은 이런 연구를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왜 안 했을까요? 그런데도 어떻게 그들은 백신

이 자폐증의 위험성을 높이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는 말일까요? 조사도 안 하고 어떻게 알 수 있다는 걸까요?

빌 포지 의원은 CDC 과학자 윌리엄 탐슨을 증인으로 소환할 것을 의회에 요청했으나, 이 요청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

다.

CDC 직원으로서 윌리엄 탐슨은 자발적으로 증언하면 법적으로 제재를 받게 되기 때문에 증인으로서 소환되어 증언할 수

있기를 바랬으나 그 기대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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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MR 백신을 맨처음 맞은 나이와 자폐증의 연관성에 관한 연구 조사에서, 자폐증이 없는 아이들(파란색)과 자폐증이 진

단된 아이들(핑크색)을 비교해 볼 때, 접종률(세로축)이 낮은 15개월까지는 통계적으로 별 차이가 없다가 접종률이 높아

질수록 자폐증이 있는 아이들이 자폐증이 없는 아이들보다 MMR 백신을 더 일찍 맞았던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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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MR 백신을 빨리 맞은 아이들에게서 자폐증이 더 많이 나타났다는 뜻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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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년 12월 30일 뉴스. 이스라엘과 스위스에서 코로나 백신을 맞은 후 사망자들이 잇따라 발생함.
	백신 부작용

	코비드 백신을 맞고 안면마비가 된 테네시주 네쉬빌 간호사의 증언.
	백신 부작용

	12월 17일에 카메라 앞에서 화이자 코로나 백신을 맞고 쓰러졌던 간호사가 사망했다는 소식.
	백신 부작용

	미국에서 코비드-19 백신 접종 시작 후 5일동안 3150건의 심각한 부작용 사례가 보고됨.
	백신 부작용

	CDC 자료에 따르면, 독감 백신 의무화 후에 독감 관련 사망자 수가 크게 증가했다.
	백신 부작용

	2020년 12월 17일 테네시 간호사가 화이자 코로나 백신을 맞고 10분 후에 쓰러진 동영상
	백신 부작용

	영국과 미국에서 화이자 코로나 백신 접종이 시작된 직후 심각한 과민증과 알레르기 반응이 보고됨. “과거에 알레르기 반응이 있었던 사람은 화이자 백신을 맞지 말라.”
	백신 부작용

	[펌] 내 손자가 MMR과 독감 주사를 맞고 2주 후에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백신 부작용

	16세 아이의 돌연사 - 백신을 의심하는 이유. 사망 신고가 들어와도 다 인과 관계 없음이라고 결론내면서 사망 신고조차 안 받음.
	백신 부작용

	독감 백신들이 많은 상해를 일으킨다는 것을 보여주는 정부 자료
	백신 부작용

	화이자 코로나19 백신, 미국 임상 시험서 안면 신경마비 사례 나와 / CNN 의사 "장기 요양 시설에서 코로나 백신을 맞고 하루나 이틀 후에 여러명이 동시에 죽어도 불필요하게 놀라지 말라"
	백신 부작용

	백신을 접종받은 아이들과 접종받지 않은 아이들의 건강 상태의 10년간의 비교 연구
	백신 부작용

	[펌] 자궁경부암 백신(HPV)을 중단시켜야 하는 이유. [공개편지] 인유두종바이러스백신은 안전성 확보없이 시행, 즉각 중단해야
	백신 부작용

	필라델피아의 카톨릭 사제가 모더나의 코비드-19 백신 임상시험에 참여한 후에 사망하다. 2020년 12월 4일 뉴스.
	백신 부작용

	아스트라제네카 코비드-19 백신의 인도 임상시험 참가자가 심각한 급성 신경성 뇌질환을 앓다. 사이언스 학술지 2020년 12월 2일 기사
	백신 부작용

	B형 간염 백신 속의 엄청난 양의 알루미늄이 아이들을 독살한다. 폴 토마스.
	백신 부작용

	의사들은 백신 부작용을 알아보거나 보고하는 법을 배우지 않는다. 200 가지 이상의 백신 부작용을 보여주는 과학 연구 자료가 있다.
	백신 부작용

	화이자 코비드-19 백신 임상시험 참가자 부작용 - 고정약물발진
	백신 부작용

	백신 투여량이 많은 나라에서 유아 사망률이 높았다.
	백신 부작용

	독감백신 접종 후 사망자 104명, 그러나 103건은 인과성이 없다??? / 백신으로 인한 사망자에 대한 WHO의 입장
	백신 부작용

	코비드-19 백신 접종을 받고 난 후에 코비드-19에 감염되면, 병원성 프라이밍이 자가면역반응을 통해 질환을 더 심각하고 위태롭게 만들고 사망률을 높일 수 있다.
	백신 부작용

	영국 약품 및 건강상품 규제국은 다량의 코비드-19 백신 부작용을 예상하고 있다. 아스트라제네카 코비드-19 백신의 포장지와 제품 설명서.
	백신 부작용

	백신 디톡스, 바이러스와 박테리아 감염 예방 및 치료
	백신 부작용

	MMR 백신을 맞은 이들이 홍역을 퍼뜨린다.
	백신 부작용

	변이된 MMR 백신 바이러스가 아이의 뇌에서 만성적 염증과 사망을 초래함 - 중증 복합면역결핍병 (SCID)
	백신 부작용

	독감 백신을 맞은 사람은 주변에 독감 바이러스 입자를 6.3 배 더 많이 흘린다.
	백신 부작용

	독감 백신이 코비드-19 유행병을 주도한다. 주디 미코비츠 박사
	백신 부작용

	코로나 백신에 대한 심각한 경고. 쉐리 텐페니 박사.
	백신 부작용

	소아마비 백신이 소아마비를 일으킴.
	백신 부작용

	독감 주사는 코로나 감염 가능성을 높인다. 로버트 F. 캐네디 주니어
	백신 부작용

	세계보건기구 WHO의 두 얼굴: 백신 안전성과 효과에 대한 거짓말
	백신 부작용

	코로나 검사와 백신에 대한 이태리 의사의 경고 비디오 - 자막 수정
	백신 부작용

	백신 부작용: 발작성수면, 탈력발작 (독감 백신, 코로나 백신)
	백신 부작용

	백신 부작용: 횡단성 척수염, 다발성 경화증, 길랭-바레 증후군 (독감, B형 간염, Tdap(파상풍/디프테리아/백일해), 코로나 백신)
	백신 부작용

	가다실 (인간 유두종 바이러스, 자궁 경부암) 백신 부작용
	백신 부작용

	백신 접종과 면역화의 차이. 백신은 면역 체계를 약화시킵니다.
	백신 부작용

	백신 부작용: 횡단성 척수염, 다발성 경화증, 길랭-바레 증후군, 전신마비. 지급된 엄청난 금액의 백신 상해 보상금.
	백신 부작용

	독감 백신 속의 성분들. 독감 백신의 부작용: 유산, 면역력 변동, 열과 열성 경련, 두통, 근육통, 짜증, 불안감, 길랭-바레 증후군
	백신 부작용

	아스트라제네카 코로나 백신 임상 시험 지원자: “그들은 하나님을 죽였어요. 나는 더 이상 하나님을 느낄 수가 없어요. 나의 혼은 죽었어요.”
	백신 부작용

	강제 백신에 대해 우리는 "노!" 라고 말합니다. 백신 상해는 40명당 1명 꼴입니다.
	백신 부작용

	사노피의 코로나 백신에 2009년 돼지 독감 백신을 통해 발작성수면과 탈력발작을 일으켰던 글락소스미스클라인(GSK)의 AS03 보조제가 사용될 것이다.
	백신 부작용

	DNA 백신: 사람의 DNA 를 영구적으로 변경시킴.
	백신 부작용

	백신 부작용: 간질, 자가 면역 신경 장애 (PANDAS), 리퀴것 증후군, 자폐증, 피부 발진, 설사, 습진(아토피)
	백신 부작용

	예일 대학의 연구가 백신과 어린이 뇌 신경 정신 장애와의 연관성을 보여 주다.
	백신 부작용

	인도가 자궁 경부암 백신으로 어린 소녀들을 부상입히고 죽인 악독한 빌 게이츠 재단을 쫓아내다.
	백신 부작용

	2017년 1월 21일에 발행된 연구 자료. 백신들에서 성분 목록에 없는 금속 독성 물질들이 발견되다.
	백신 부작용

	독감 주사, MMR 백신, 자폐증
	백신 부작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