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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대륙

1.중공의 망석중이,세계보건기구WHO는

발표: 코로나바이러스 제2차

폭발은 9월중이며, 적어도 5천만명이

죽을 것으로 예상 할 것이다. 

코로나바이러스는

제1차폭발,제2차폭발설은 없으며

계속하여 꾸준히 발생하고 있었다. 

WHO의 제2차폭발설은 중공이 전세계에

다한 눈 가리고 아우에 불과하다.

中共的提線木偶，世界衛生組織WHO發佈

公告：新冠肺炎的第二次爆發將發生在九

月，至少導致五千萬人死亡。冠狀病毒疫

情根本沒有一次爆發二次爆發之說，而是

一直都在井噴的狀態，WHO的第二次爆發

之說不過是中共對全世界的障眼法。



중국대륙
2.전세계224개의 국가중, 중공국만이

의료산업을 경제 기둥산업으로 하고

있다.  중공은 만들어낸 코로나바이러스

사태에 저질의 핵산 시험지로

백성들의피와 땀으로 모은 재물을 착취하고

있다. 예를 들면,현재 코로나상황이 제일

엄중한 북경에서 집단감염의 위험있어도

불구하고 대약진식으로 800만명을 핵산측정을

진행하여 인민을 불과물에 처하도록 하였다. 

그리고나서 기존가격에서 60위안을 낮췄다. 

부추(서민)들로 하여금 감지덕지하게 만들었다. 

중공은 좋은 말은 다 하고 나쁜일은 아주

규범적으로 하고 있다. 

全球224個國家中，只有中共國把醫療做成經濟支柱產業。

中共藉製造的新冠病毒疫情之機，用劣質的核酸試紙搜

刮民脂民膏。以現在疫情最嚴重的北京市為例，不顧集

體感染的風險，大躍進式的檢測了八百萬人，置人民於

水火中不顧。之後核酸檢測又降價60元，讓韭菜們感恩

戴德。中共真是好話說盡，壞事做絕的典範。



중국대륙
3.중공선전기구: 1) 중국일보가 드럼프 대통령은

미국의 코로나사태에도 불구하고 중공국에

보복관세를 부과한것은 보도했다. 이 뉴스는

합리적으로 보이지만 사실은 아니다.추가관세

문제는 경제 문제지만 미국 코로나 문제는 미국

내부 의료 문제다. 이 두가지를 어떻게 같이 말할 수

있까? 2) 요즘 중공중앙에서

<예비부대령도체재조정에 관한 경정>을

발표하였는데 이 문건은 군대가 당의 군대라는 것을

다시 강조하였다.3) 6월28일 중공해방군이

제6폭격기에 실탄을 실어 대만해협에서 군사훈련을

진행하였다, 미국매체에서 아직 세상에차세대

B21폭격를 대만해협으로 보내겠다고 보도하였다. 

中共宣傳機構：（1）中國日報報導稱川普總統不顧美

國疫情向中共國收取報復性關稅，看似合情合理的新聞。

非也，增加關稅是對外經濟問題，美國疫情是內部醫療

問題。二者怎能混為一談？（2）近日中共中央印發了

《關於調整預備役部隊領導體制的決定》，該文件再次

強調軍隊是黨的軍隊；（3）6月28日中共解放軍地轟六

轟炸機帶彈去臺海演習，美國媒體針鋒相對的曝出將把

未問世的B21隱形轟炸機部署在臺海地區。



중국대륙

4. 후베이(湖北) 최대의 황금 가공공장인

금봉황(金鳳凰)에서 금 80t으로 은행과

신탁회사에 총 100여억 원을 대출해서

안전적으로 국영 기업을 투자하였다. 

결국,코로나 사태로 붕괴됐다.개별

채권자들은 서둘러 빚을 거둬 검사한

결과 80t의 금이 모두 가짜로

드러났다.중국공산당은 위에서 아래로

진짜인 것이 하나도 없으며, 그야말로

가짜로 나라를 다스린다.

湖北最大的黃金加工廠金鳳凰，用八十

噸黃金向銀行和信託公司共貸款一百多

個億去投資穩賺不賠的國企混改，結果

因中共疫情導致了崩盤。個別債權人急

於收債，通過檢測後發現80噸黃金全是假

的。中共國從上到下無一個真，名副其

實以假治國。



중국대륙

5.요즘 호북성의

훙후洪湖、량즈후梁子湖、창후長湖、푸

터우후斧頭湖、

땨우차후汈汊湖, 이 5개호수에서 모두

수위경계선을 넘었다. 홍수방어선까지는

1m도 남지 않았다. 6월27일부터의

강우가 65.05만명의 인구가

재해를 입었다. 7005명만 이전 시켰고

경제손실은 4.75억이다. 

近日湖北省的洪湖、梁子湖、長湖、斧頭

湖、汈汊湖五個湖北主要湖泊全部超過汛

限，距設防水位已不足1米。從6月27日開

始的強降雨造成了湖北65.05萬人遭受水災，

但僅轉移安置7005人，直接經濟損失4.75

億。



중국대륙
6.중공통치하에서 백성들의 비참한 생활: 1) 6월29일

아침5시경, 북경시 창핑 구류촌와요우촌(流村瓦窯村)에서

한 아파트 단지 주민들이 방폭경찰들하고 육박전이

벌어졌고 아주 난장판이 되었다. 이런 「小產權房」(작은

부동산 소유권 집)은 그전에는 모두 정부의 허가를 받고

지은 집인데 이제와서 그냥 말

한다디「違章建築」(불법건축)로 정하고 강제 철거에

나섰다.크게는 국가간의 령토주권계약, 작게는 서민들과의

계약, 중공은 거짓으로 행동해 왔고 약속은 화장실에

휴지조각 같다; 2) (방역) 검역하는데서 지나가지 못하게

하여 어떤 사람은 수영해서 지나갔어요. "조금만 수영하면

지나가요, 좀 있다 저도 수영하고 지나 갈거에요"; 3) 

襄陽샹양에서 며칠동안의 폭우로 인해 鑽石大道(테스대로) 

의 물결에 한 여인의 시체가 떠 내려와서 경찰들이 조사에

나섰다. 신원은 아직 불명확한 상태이다. 

中共治下老百姓的悲慘生活：（1）6月29日清晨5點鐘，北京昌

平流村瓦窯村，手無寸鐵的小區業主們用肉搏抵抗防暴警察的

強拆，現場一片狼籍。這些「小產權房」當時都是獲得區政府

審批同意的，但現在官方一句「違章建築」就全數收回強拆。

大到國家之間領土主權條約，小到草民立錐之地的契約，中共

從來都是欺騙當頭，其承諾不如廁紙一張；(2)（防疫）檢查站

不讓過，有人偷偷游過去了。“一會兒就游到那岸了，一會兒

我也游過去”；（3）襄陽連續幾日暴雨過後，在鑽石大道附近

尚未退潮的水中飄起一具年輕的女性的屍體，警察和救護車聞

訊趕到現場處置，死者的個人資訊不明。



중국대륙

7. 2020년 경자년 날씨이상 상황, 서민생활이상; 1) 

6월28일18시30분경 하얼빈의 하늘에 먹구름이

자욱하게 끼였고 아주 괴이하였다. 코로나 상황하여

하얼빈시민들의 마음에 더 억압을 주는것 같다; 2) 

6월29일 신강의 천산 천지에서 염염한 여름에

함박눈이 내렸다. 6월의 무더운 여름 눈의 날씨는

세상 사람들에게 알려지지 않은 억울한 사정을

알려주고 있다. 3) 6월27일 호북荊門(찡먼)에서 큰

폭우와 龍卷風(용폭풍)으로 인해 여러 도로와

차량이 마비되고 물이 고이게 되어서 손실이 아주

크다. 

2020庚子年天氣異常，生活異常：（1）6月28日18點30

分哈爾濱市天空中烏雲密佈，十分詭異。給本就身在中

共病毒疫情陰影下的哈爾濱市民心頭又平添一絲壓抑；

（2）6月29日新疆，天山天池，在炎炎夏日飄起了鵝毛

大雪。六月炎炎夏日飄雪的天氣異象在告訴世人那些不

為人知的冤情；（3）6月27日湖北荊門，遭受暴雨，龍

卷風雙重襲擊，持續的雨情讓城區多個路段出現積水，

不少轎車和門店被水淹，損失慘重。



홍콩

8.홍콩, 우리의 예루살렘! 어린 소년은

그의 아버지가 잡혀가는 것을

목격하고는 울음을 터뜨리며 그의

아버지를 잡고 떠나가는 버스를 향해

소리쳤다: 아빠.

香港，我們的耶路撒冷！小男孩目

睹他父親被抓，泣不成聲，向抓他

父親離去的大巴大喊：爸爸。



국제뉴스

9.국방부가 마침내 중국 해방군이 직접

통제하거나 친분이 있는 중국 회사의

리스트를 작성했다. … 이것은 중국에서

말하는 소위 군민융합이다. . 그들은

최고의 민간 회사를 엄호하여 그들의

군사 과학 기술을 향상시키고 심지어

경쟁상대의 나라 예를 들면 미국에서도

경쟁국가인 미국에서도 이런 짓을 한다. 

우리는 오늘 바로 이런 행동을 제지해야

한다. 

國防部終於做出來一份列有由中國解放軍

直接控制或者關係密切的中國公司的清

單……這是中國所謂的軍民融合，他們用

最先進的民用公司作為掩護，來提升他們

的軍事科技，甚至是在競爭對手的國家像

是美國。我們今天就要制止這種行爲。



배너의 워룸 팬데믹
10. 중공의 생각을 알려는 옛날 중국제왕의 생각을 따라 가 보면 알 수 있다. 
그들은 백성들을 흥성하게 또 삶을 잘 살게 한 적이 없다. 모택동을
이해하려면 그리고 시진핑, 왕치산을 이해하려면, 옛날 제왕들이 어떻게
백성을 탄압했는 지 알면 된다. 어떻게 모든 가치와 재부를 자신의
손아귀에 넣은 걸 알면된다. 

中共的想法要追溯到早期的中國帝王的思想，那從來就不是讓人
們興盛，中國的帝王從來就不會讓人民興盛，從來不會讓人民過
上更好的生活。想要理解毛澤東、習近平和王岐山的想法，這就
要追溯到帝王們是怎麼打壓人民的，他們是怎麼樣把所有的價值
和財富聚攏在他們自己手裡。



궈원구이 선생
11. 미국은 선택의 새로운 갈림길 에 서있다. 하나는 공산당하고 같이
합작하고 같이 닮아가거나 아니면 멸공의 길을 선택하던가. 우리 화교들도
선택을 해야 한다. 같이 멸공하던가 공산당이랑 합작하던가, 당신은 어떤
길을 선택할 것인가? 다음주부터 그러니까 내일부터 여러분은 뉴스, 
여러매체, 미국 참의원에서의 여러면의 행동을 볼 수 있다. 코로나도
공산당하고 청산 할 것이고 여러 깜짝 놀랄많나 일들이 발생할 것이다. 
미국이 전면적으로 공산당을 소멸한는 나팔소리가 들릴 것이다. 

美國到了一個新生的時刻，美國到了一個，你要嘛跟共產黨同流
合污，要麼你滅共。我們華人也面臨著選擇，要嘛你跟著一起滅
共，要嘛和共產黨同流合污。你選哪一個吧？
接下來下一周，也就是明天之後，大家會看到新聞界、媒體界和
參議院，大量的行動，全是關於冠狀病毒，跟共產黨算賬，會有
多個驚人的事件發生。開啟一個美國全面滅共的前面的吹號角。



CCP Virus Numbers

10,302,096 Cases

505,506 Deaths



“

모든 것은 이미 시작

되었습니다



다시보기
https://gnews.org/zh-hant/252066/

더 자세한 내용은 GTV에서 확인하세요
http://gtv1.org/web/#/UserInfo/5e925b4ffa2c6f052d8f9812

https://gnews.org/zh-hant/2520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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