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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京疫情爆發下，大興區感染者所在部分社區和村莊被封
閉現場。據知情人士透露，北京大興劉一村因查出兩個確
診病例，被全部封閉，只留下一個進出口，允許外面送菜、
送東西進去。
베이징에서 전염병이 발생한 후 다싱구 감염자들이 있는
부분적 지역사회와 마을들은 봉쇠가 되였다, 이 사정을
아는 한 분의 의하면 북경의 다싱구 유이촌에서 확진자가
2명이 생겼다는 이유로 마을 전체를 페쇄해버렸고 나갈 수
있는 통로는 오직 하나를 남겨 생필품과 일상용품은
오로지 이 통로로 밖에서 물건을 들어가는 것만
허락하였다고 한다.

7月8日9時，（杭州）新安江水庫首次開啟9孔洩洪閘洩
洪，截至上午10時，建德受洩洪影響鄉鎮街道8個（受影
響）, 受災約30萬人 轉移6978人。
7월 8일 (항저우) 신안쟝 댐에서 처음으로 9홀 플러드
게이트를 열어 방수를 시작했고 , 아침 10시까지 짼더진의
8개 사회구역이 그 영향을 받었고 수재인구는 30만
이전인구는 6978명이다.

2020年7月8日，貴州省銅仁，松桃縣甘龍鎮石板村發生
山體滑坡，房屋倒塌，多人被掩埋在泥石流之下喪命。 當
地滑坡仍在繼續，326國道也被沖毀很長一段路。
2020 년 7월 8일, 귀주성 통런시 쑹타오 현 깐룽진
스빤촌에서 산사태가 났는바 집이 무너지고 많은
사람들이 산사태로 매장되었다. 산사태가 계속되고 있고
326국도는 긴 구간이 끊어졌다.

다시보기

https://youtu.be/szeBfJRPjZ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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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年7月8日，四川廣漢南豐花炮廠發生重大爆炸事故。
25人死亡，傷者無數。 爆炸原因待查。 央視報導卻稱只有
6人受傷。
2020년 7월 8일, 사천 광한의 난펑 폭죽공장에서 큰 폭발이
일어났다. 25명이 사망하고 많은 사람들이 부상을 입었다.
폭발의 원인은 조사를 기다리고 있으며 CCTV는 6명이
부상을 입었다고만 보고했다.

7月8日，德陽三中的高考生結束考試后返回學校，向護送
他們往返的司機、交警和特警鞠躬感謝。懂得感恩的中國孩
子們證明CCP不等於中國人。
7월 8일, 더양 제3중학교의 대학입시 응시자들은 시험 후
학교로 돌아와서 자동차기사 교통경찰 및 특수경찰에게
허리굽혀 감사를 드렸다. 감사할줄 아는 중국
어린이들로부터 CCP는 중국인과 같지 않다는 것을
보아낼수 있다.

《人民日報》針對英國BNO政策，稱移民同胞是低
端人口。
영국의 BNO정책에 대하여 인민일보는 이민하는
동포들은 저소득층이라고 말했다.

王毅喊話美國，（呼籲）停止將疫情政治化，企圖
逃避追責。
왕이(중국 외교관)는 미국을 향해 코로나 바이러스의
정치화 중단하라 하는 등 책임 회피를 시도하였다.

다시보기

https://youtu.be/szeBfJRPjZ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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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뉴스 国际

福克斯新聞：彭佩奧國務卿：我今天要從中

폭스뉴스: 오늘 저는 중국 공산당의 시작한 역사부터

國共產黨開始談起，和所有沒有選舉的共產

시작하겠습니다. 모든 선거가 없는 공산 정권과 마찬가지로
베이징은 외국의 적보다 자국인민의 자유 의지를 더

主義政權一樣 , 北京比任何外國敵人更害怕

두려워합니다. 이번 주, Xu Zhangrun은 시진핑의 억압

本國人民的自由意志。本周许章润因爲批評

정권과 COVID-19 바이러스에 대한 잘못된 취급을 비판 한

習近平的鎮壓式政權和中共對 COVID-19

이유로 CCP에 의해 구금되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우리는

大流行處理不當被中共拘留，我們得知這一

깊은 불안감을 느꼈다. 그는 응당 풀려나야 만한다. 그는

消息后點深感不安。他應該被釋放，他只是說

진실을 말했을 뿐이다. 가능한 빨리 풀려 나야한다. 나는 몇

了真話。他應該儘快被釋放。我會重複一個我

달 동안 한 이야기 주제를 반복하겠습니다. 중국에는 큰

已經談論了幾個月的主題 : 中共有一個巨大

신뢰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들은 바이러스에 대한 진실을

的信譽問題。他們沒有告訴世界關於這種病

세상에 알리지 않았으며 전 세계에는 수십만 명이

毒的真相，現在全世界有數十萬人已經死亡。

사망했습니다. 우리는 진상이 밝혀지기가 요구합니다.

我們需要真相，我們仍然需要真相，我們需要
真相被公開。我們需要與世界各地的科學家
進行認真接觸。中共現在說 , 他們將允許世衛

우리는 전 세계의 과학자들과 진지하게 접촉을 하여야
합니다. CCP는 이제 WHO가 입국할 수 있도록 허락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좋지만 WHO는 실제 작업을 수행 할
자유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신뢰할만한 사람들이 이 조사에

組織進入。這很好 , 但世衛組織需要有做真正

참여하도록 해야합니다. 우리는 정치적인 해결책이 아니라

的工作的自由。我們需要確保有合適的人參

진정한 해답이 필요합니다. 이것은 정치가 아니라 과학에

與這次調查。我們需要真正的答案，而不是敷

관한 것입니다. 중국 공산당은이 세계가 이 바이러스에 대해

衍的政治解決方案。這是關於科學 , 而不是政

요해를 가지도록 해야 합니다.

治。中國共產黨需要讓全世界瞭解這種病毒。

다시보기

https://youtu.be/szeBfJRPjZ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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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너의 워룸 팬데믹 班农疫情作战室

我們是否有足夠的資源來全面調查，每 10

우리는 충족한 자원으로 이번의 전면조사를 할수 있는가? 또 매

個小時都展開新的調查，我們要怎麼做才能

10시간마다 새로운 조사를 하고 어떻게 하여야 진행속도를

進行加速，以確保沒有未被調查的角落？
這很有趣，是的。我確定雷先生在提問階段，
被問到了這個問題時，他有一點含糊其詞地
說，國會一定會給我們更多的資源。但是我認

빨리갈수 있게 하여 하나라도 빼놓치 않도록 진행할수 있는가 ?
매우 흥미있는 문제입니다. 예,맞습니다. 저는 그레이그가
질문한적이 있는 것을 압니다. 그러나 나는 우리가 지금 직면하고
있는 이 시기에 중국에 온 위협이 이렇게 엄중하고 위협적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많은 구조적 변화를 진행해야 합니다.

為，我們所面對的這個時期來自中國的威脅， 마 치 도 9 1 1 사 건 후 우 리 는 우 리 의 반 간 첩 자 원 으 로 부 터
是這樣的重大和嚴重，我們需要進行很大的 반테러문제에서 다시금 정의를 해야 합니다. 저는 지금 바로
結構性變化。就正如 911 以後，我們针对反

중국의 반간첩문제와 반공개 문제에 대하여 비슷한 개변을 하여야

恐重新定位了反間諜資源，我認為到了要針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는 그들의 간첩활동을 지적한 것뿐만

對中國的反間諜問題和反公關問題，做出相

아니라 그들의 로비활동도 지적하였습니다. 그는 그들이 어떻게

似的改變的時候。他不僅指出了他們的間諜
活動，還講到他們的公關滲透活動，談到他們
是怎麼讓美國政府官員與他們進行合作，他
們是怎麼影響政策，他們是怎麼影響美國媒

미국의 정부관원들이 그들과 협력하게 만들었는가 하는 것과
그들의 로비정책은 어떤것인가? 그들은 어떻게 미국의 매체들을
로비했고 어떻게 미국의 매체들로 하여금 자아심사를 강박으로
하게 했는가 하는 등으로 중국을 비판하는 것을 회피하게 하였고,
중국 입국금지를 회피하기 위해 다시 말하지만 이것은 매우

體，他們是怎麼強迫美國媒體進行自我審查， 중요한 내용이다. 과거 몇십년 동안 이런것들은 국민들에 대하여
來迴避批評中國，來避免被中國禁止入境。再

공개된적이 없는 것들이다.

說一次，這是很重要的內容，這在過去的幾十
年裡都還沒有對大眾公開。

다시보기

https://youtu.be/szeBfJRPjZ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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궈원구이 선생 郭文贵先生说

形容中國的經濟和香港的經濟，就兩句話就說完
了。第一條，靠出口型的中國和香港經濟，客人全被
趕跑了，你說經濟還能好嗎？第二條，整個中國和
香港是靠外來的技術，外來的真正的高端科技和美

중국 경제와 홍콩 경제를 단 두 마디로 설명이 된다. 첫
번째는 수출 지향적 인 중국과 홍콩 경제에서 모든
고객들이 다 쫓기어 나갔다. 이런 경제가 여전히 좋다고
말이 되습니까? 둘째는 중국과 홍콩은 의지하는 것은
외부의 기술, 외부의 제대로된 고급과학과 딸라, 외부의

元，外來的投資，來支撐的體系。現在這些人受到了

투자로 지탱해오는 체제입니다. 현재 이 사람들은 생명의

生命威脅，看到了你殺害自己的親姐妹、親閨女，而

위협을 받고 있고 또한 그들이 자신의 자매와 자기의 딸을

且還立了個法，“誰敢阻止我殺我香港的閨女、姐

죽이는 것 을 보았다. 그리고, 그에 따른 법을 제정했습니다.

妹，我就把你抓起來，我把你也弄死。”那你說誰還

"홍콩에서 내가 내 홍콩의 딸과 자매를 죽이는 것을

敢給你美元，誰還敢給你科技，誰還敢給你人才。所

막으려하는 사람은 누구냐 너도 똑같이 죽여들거야" 그러면

以，沒了美元，沒了外來的資金和技術、人才支持的

당신은 누가 당신에게 또다시 딸라를 주고, 누가 당신에게
기술을 주고, 누가 당신에게 인재을 줄 수 있다고 할수

香港，中共，死了！

있는가? 미국 달러가 없고 자금도 기술도 없고 인재도 없는
홍콩과 중국은 죽을 길밖에 없다 .

다시보기

https://youtu.be/szeBfJRPjZ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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