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烏魯木齊從今晚（7 月 17 日）12 點起，全市所有小區再次

實施封閉式管理，不許進出人員，淩晨所有車輛停運。再次

封城。

7  월  1 7  일  오 전  1 2  시 부 터   우 룸 무 치 시 의  모 든  

아파트단지는 출입금지로 다시 폐쇄됐다. 자정부터 모든 

차량 통행이 중단되고,  도시가 다시 폐쇄되었다.

충칭시  사핑빠에서  새로운  코로나  바이러스  사례가  
발견되었다 .  이  지역의  모든  사람들은  강제로  
바이러스를 테스트하고 격리되었다.

重慶市沙坪壩發現一例， 全部拉去檢測並隔離。

후베이지역은 홍수피해가 심각했다.

湖北洪澇災害嚴重。

7 월 16 일, 충칭시 완저우 저우 지구의 갑작스러운 폭우로  

거리는 강으로, 도시 지구는  물바다로 변했다. 

7月16日，重慶萬州突降暴雨，街道變成河，城區變成水

鄉澤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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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월 16 일, 산서 양추웬 지역에 갑자기 폭풍이 닥쳐 

거리는 강이 되었고, 물은 순식간에 사람 키의 반정도로 

타올랐다.  차가 침수되어 시동이 멈추자 운전자는 

살기위해 차를 버리고 대피했다.

7月16日，山西陽泉突降暴雨，街道成河流，水一下就

有半個身子高了，由於汽車被淹拋錨在路上，司機棄車

自救。

장 시  구 장  에 서   홍 수 와  맞 서  싸 우 는  군 인 들 은  

부모에게불만을 토로했다.  지방 정부와 군대는 식사를 

제공하지 않기에  길거리 식당에서 자비로 끼니를 

떼웠다고 했다.

參與江西九江抗洪的戰士向家長訴苦，當地政府與部隊不

提供伙食，都是自己掏錢到路邊小賣部買點吃的。

중국 공산당 외교부 장관 왕이: "한 나라의 제도와 경로 

선택이 옳은지 아닌지는 자국 국민들에 의해 결정되어야 

한다. "그렇다면 중국에서 국민투표가 없는 이유는 

무었입니까?

中共國外交部長王毅稱：制度和道路是對是錯，應該由

本國人民來決定。那為什麼不來一次全民公投呢？

호주 소매업계 거두인 울워스 는 호주 정부의 호응에 

따를것라고 밝혔다.  모든 자사 브랜드는 더 이상 중국에서 

생산하지 않으며, 제조업을 호주로 이전시킨다고 했다. 

澳大利亞零售巨頭沃爾沃斯稱，將響應澳大利亞政府的號

召，旗下所有牌子不會再接受中共國製造，並且將回到澳

大利亞本國生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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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스뉴스 사회자 빌 :) 이미 편을 선 국가의 예를 

제시하십시오.  (폼페오 미국 국무 장관) : 유럽은 

오늘 더 분명한 입장에 들어 섰습니다.  당신은 

어제  영국이  중국  기술이  그들의  시스템에  

들어가지 못하게 할 것이라는 발표를 보았습니다.  

호주와 일본은 남중국해에 대한 우리의 결정을 

칭찬했습니다.  동남아시아뿐만 아니라 아시아와 

유럽도  중국  공산당의  위협을  이해했습니다 .  

미국은  이  방면에서  너무  오랫동안  잤습니다 .   

저는 그들도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들이 

공통된 결론을 얻어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전세계 민주주의 국가와 자유를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 올바른 선택을 하고 있음을 세상에 

설득시킬 때입니다.  우리는 중국 공산당이 우리 

모두에게 촉발한 도전에 반격해야 합니다. 

（福克斯新聞主持人 Bill:）請舉幾例已經站隊的國

家。 （美國國務卿蓬佩奧 :）歐洲今天正在進入到

一個更明確的立場。你昨天看到英國宣佈，他們不

會允許中共國技術進入他們的系統。澳大利亞人、

日本人讚揚我們關於南中國海的決定。不僅東南

亞，而且亞洲、歐洲都已經理解了中國共產黨所構

成的威脅。美國在這個方面沉睡了太久。我想他們

也是這樣。我認為他們得出了一個共同的結論，現

在正值時機，讓世界確信我們這次為全世界的民

主國家和熱愛自由的人做出正確的抉擇。我們必

須反擊中國共產黨向我們所有人發起的挑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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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國國務卿蓬佩奧 :）我曾經是一名企業主，目

睹了美國的知識產權被盜，美國中產階級工人失

業，因為美國產品的價值被中共偷盜者們摧毀

了，看看他們做了什麼吧，他們撒了多少謊，他們

對上屆政府保證，不會使南中國海軍事化，他們

違背了自己的諾言。因此在本週一，我們宣佈了

美國關於南中國海的邊界和控制的合法性認定

上的政策變化，坦白講，支持越南、馬來西亞、印

度尼西亞、菲律賓，每個國家都有海事索賠要求，

這些要求是合法的、受國際法承認並得到美國支

持的。我們的目標是要做到這點。

(미국  폼페오  국무  장관 )  :  저는  전에  사업주로  

일했으며 ,  미국의  지적  재산권  도용과  미국  중산층  

노동자들의 실업을 목격했습니다.  미국 제품의 가치가 

중공의 도둑들에 의해 파괴됐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무엇을 했는지, 그들이 얼마나 많은 거짓말을 했는지 

보십시오. 그들은 이전 정부에 남중국해를 무장화하지 

않겠다고  약속했고  약속을  어겼습니다 .   따라서  

월요일에 우리는 남중국해 국경의 합법성과 통제에 

관한 미국의 정책 변경을 발표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베트남,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및 필리핀을 지원하며 

각국은 해상 배상 청구는 합법적이고 국제법에 의해 

인정되며  미국의  지지를  받습니다 .  우리의  목표는  

이것을 달성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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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으로"법치 사회"와  "법치 기금" 은 기부자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신중국 연방"을 포함하여, 돈을 기부하면 

도와 주고 기부하지 않으면 도와주지 않는다는 식으로 

너무 협애해서는 않됩니다. 우리는 국내 중국인을 포함한 

중국인과 해외사이의 커뮤니케이션 브리지 역할을 할수 

있습니다 .   이  다리는  절대적으로  수익성이  없으며  

중국인을  돕고  사실을  분명히  밝히는  것입니다 .   

공산당에 피동적으로 가입하거나 공산당에 가입하도록 

강요 받거나, 미국 정부에 미국의 이익에 해를 끼치지 

않았으며  공산당과  함께  미국과  서양  사회에  해를  

끼치거나  위협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리고  알려야  

합니다 .  이로  인해  그  사람들은  서양에서  깨끗하고  

안전하며 위엄을 지키며 살아남게 하는것 입니다. 이 

조사  과정에서  이러한  조사가  중국인의  존엄성과  

사생활을  유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   이것이  바로  

우리의 "신중국 연방" "법치 기금" 및 "법치 사회"가 해야 

하는 일입니다. 친애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요즘, 그들이 

모두  회의  중이며 ,  두세  개의  회의가  이  일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법무부 장관의 

연설에서  저는  알려드릴수  있는것은  미국이  법에  

근거하여 공산주의를 소멸하고, 그와 디커플링하며 , 

중공한테  코로나바이러스의  책임을  추궁하고 ,  

공산주의를  철저히  소멸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  

미국에서는 그아무도 막을수 없을 것입니다. 

接下來，法治社會、法治基金不僅僅給捐款者，包括

新中國聯邦，千萬記住，不能就那麼狹隘，捐過款我

才給你幫，不捐款不給你幫。我們可以作為海外華

人，包括國內華人，這麼一個溝通橋樑。這個橋樑絕

對不能盈利，就是幫助中國人，澄清事實。是被動的

加入共產黨，和被強迫的加入共產黨，或者說讓美

國政府知道，讓他們瞭解到，沒有任何傷害美國利

益，沒有任何與共產黨為伍對美國和西方社會有過

傷害和威脅，這樣讓這些人能夠乾乾淨淨的，在西

方能夠安全的，有尊嚴的留下來。在這個調查過程

中，希望這些調查能對中國人保持尊嚴和隱私的安

全。這是我們新中國聯邦、法治基金、法治社會接下

來要做的事情。親愛的兄弟姐妹們，另外一個，這幾

天，都可以聽到，都在開會，兩三波會都在開，都在

談這個事情。司法部長這次講話，戰友，我可以告訴

大家，這就完全開始了美國依法滅共，徹底脫鉤，要

和中共算冠狀病毒的帳，以及徹底消滅共產主義，

這是美國任何人都不可能停下來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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