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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대륙

1. 7 월 1 일부터 외국 국적 또는 영주권을

취득한 중국인 공무원은 면직되거나

해고된다. 이중 국적은 강하게 처벌한다!

7月1日起，取得外國國籍或永居證的大陸

公職人員，將被撤職或開除。雙國籍要

重罰！



중국대륙

2.국가 안보 법 공포 후, 미국의 제재에

대해 CCTV는 무기력한 "정치

코메디"이라고 일컬으며 격렬히 쏘아댔다.

香港國安法頒布後，央視對美國的制裁

瘋狂叫囂，稱其為蒼白無力的“政治鬧

劇”。



중국대륙
3.국가 안보 법 제 38 조 : "홍콩 특별 행정구

영주권이 없는 자에게는, 홍콩 특구 외에서도 본법이

홍콩특구에 대해 실시하는 규정에 대한 범죄자일

경우 본 법을 적용한다." 무장 한 경찰은 어디에나

있으며, 여전히 계속 투입된다. 예전의 홍콩은 이미

사라져 회복 될 수 없다. 중국 공산당(CCP)는 세계

어느곳에서도 마음대로 체포할 수 있다.

香港國安法第38條：“不具有香港特區永久性居民

身份的人，在香港特區以外針對香港特區實施本法

規定的犯罪的，適用本法。”全副武裝的警察到處

都是，還在不斷湧入，曾經的香港已經一去不返。

CCP可以全世界任意抓捕！



중국대륙
4. 3 싼샤댐 하류에있는 수자원 상황 : (1) 6월 30일에

저장성 취저우시는 많은 장소에서 폭우 및 최고 수위의

폭우로 인하여 홍수 범람이 발생한 것에 대해 황색 경보를

발령했다 (2) 6 월 30 일에 저장성 사오싱시 신창현은 차량

침수, 주택 손상뿐만 아니라 사상자 발생등 홍수 피해가

심각하다. (3) 6 월 29 일, 후난 펑황고성에서 6 월 29 일

폭우로 인해 침수피해가 발생했고, 도시가 순식간에 강으로

바뀌어 구조대가 현장에 도착했다.

三峽下游水情：(1)6月30日，浙江衢州發布暴雨黃

色預警信號，多地出現暴雨、特大暴雨，造成洪水

泛濫；(2)6月30日，浙江紹興市新昌縣洪災嚴重，

不僅淹沒車輛，沖毀房屋，現場還有人員傷亡；

(3)6月29日，湖南鳳凰古城，暴雨導致內澇，城市

瞬間變為河流，救援人員抵達現場。



중국대륙
5.몇 달 동안 집에 돌아 오지 않으면 집이 철거

된다. 왕씨는 철거에 이견이 있었으므로 줄곧

철거에 동의하지 않았다고 언급했다. 예기치

않게 외출하게 되었을 때, 집이 곧 바로

철거되었다. "생활용품이 모두 (집)안에

있었어요. 의자, 식탁, 냄비 및 프라이팬

까지요." 집이 철거되기 전에 왕씨는 통보를

받지 못했으며 집이 철거 된 후 조차 여전히

통보를 받지 못했다. 이는 왕씨를 매우

상심하게 한다. "하나만 묻고 싶어요. 

아직까지도 모르겠는데 누가 제 집을 철거

했을까요?" 누가 한 일인가?

幾個月沒回家，房子竟被拆。王大爺提到，因為對拆遷

事宜有異議，他一直沒有同意拆遷。不料想等他外出時

候，房子就被拆了。“生活器具的東西都在（房子）裏

面，板凳、桌子，鍋碗瓢盆。”房子被拆之前，王大爺

沒有得到通知，房子被拆之後王大爺還是沒有得到通知。

這讓王大爺很是郁悶。“我就疑問這一點，到現在我都

搞不清楚什麽人來把我房子拆了？”是誰幹的？



중국대륙

6.충칭 치완 고속도로 : 산사태로 인해

고속도로 차단 위험

重慶綦萬高速：山體滑坡威脅切斷公路。



홍콩
7.홍콩을 잊지 마십시오! 홍콩은 우리의 예루살렘입니다! (1) 홍콩 국가 보안법 시행 첫날인 7 월 1 일, 홍콩

사람들은 강압을 두려워 하지 않고 코즈웨이 베이에 모여 악법에 대한 항의를 계속했다. (2) 부폐한 경찰은

깃발을 들고 국가 안보 법으로 대중에게 경고했다. 어제 막 통과된 법인데 오늘 바로 깃발이 준비 되었다니? 

(3) 7 월 1 일 코즈웨이 베이 항의 시위에서 부폐한 경찰은 벽에 기대어있는 시위대에 후추 스프레이를

사용했으며, 물대포를 동원하여 길가의 사람들을 덮쳤다. (4) 홍콩 독립 깃발을 들고있는 사람이 홍콩의

새로운 국가 안보 법에 의해 체포된 첫번째 사람이 되었다.

勿忘香港！香港是我們的耶路撒冷!(1)7月1日，

香港國安法實施第一天，香港民眾不畏強權，

聚集銅鑼灣持續抗議惡法；(2)黑警舉旗用香

港國安法警告民眾。昨天才通過法律，今天旗

子就準備好了？(3)7月1日銅鑼灣抗議中，黑警

對已經靠在墻上的示威者使用胡椒噴霧，黑警

還出動水砲車沖倒路人；(4)一名手持香港獨

立旗的男子已成為根據香港新的國家安全法被

捕的第一人。



국제뉴스
8.스카이 뉴스 채널 : 국무 총리는 오늘 초음속

미사일부터 수중 감시 기술, 스마트 수외에

이르기까지 향후 10 년간 모든 방위 사업에 2,700 억

위안을 할당 할 것이라고 밝혔지만, 가장 상징적 인

것은 그가 원하는 슈퍼 호넷 전투기에 장착 한 신

유도탄이입니다. 이 유도탄의 경우 사거리가

124km에서 3배까지인 370km입니다. 보십시오. 

우리는 우리의 해안에서 매우 먼 목표, 예를들면

중국 공산당과 같은 목표를 공격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만약 평화를 바란다면 바로 전쟁 잘 준비

하십시오. 중국 공산당으로 하여금 우리가 만만치

않다는 것을 알게 해야지만 피해를 입지 않을 수

있습니다.

天空新聞台：今天總理說，他會撥款2700億元，花在未

來十年所有的國防項目上，從高超音速導彈到水下監視

技術到智能水雷，但最具有象徵意義的將是他想要為我

們的超級大黃蜂戰鬥機裝備的新導彈。這些導彈，這些

新型導彈的射程將提高三倍從124公里到370公里。你看,

我們希望能夠打擊到距離我們海岸很遠的目標，比如說

中共國的目標。如果你想和平就為戰爭做好準備。讓中

共國知道，我們不好惹，這樣就不會受到傷害。



배너의 워룸 팬데믹
9.홍콩 국가 보안법'이 지난 밤에 발효되었습니다. 이는 칠흙같은 밤이었죠. 소위 중국 공산당
의회에서는 만장일치로 투표로 찬성하였습니다. 그러나 오늘 소름끼치는 것은 린정위에가
홍콩의 최고 특별 행정 장관임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녀는 메가폰처럼 중국 공산당이 시킨 말만
합니다. 그녀가 오늘 아침 성명을 내어 말한 것은 다른 국가들은 다 국보법이 있는데 우리는 왜
국보법을 가질 수 없냐는 것입니다. 지금 무서운 것은 그들이 이미 관련 처벌 조항을 공포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반정부 활동의 경우, 처벌은 무기징역일 수 있습니다. 지난 24시간 동안의
트위터의 모든 내용을 보니 저는 정말 울고 싶었습니다. 실제로 홍콩 학생들은 지금 모든 SNS의
그룹과 소통 채널에서 해산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총과 처벌의 억압을 받고 있으며 중국의
굴라크 교도소 (구 소련의 정치범 수용소)에서 사라지게 되고 남은 생을 보내게 될 것입니다. 
이건 정말 소름끼치는 일입니다.

《香港國安法》在昨晚生效。這是漆黑的夜晚，百分之百的贊成投票，在所謂
的中共立法機關。但今天令人恐懼的是，你看到林鄭月娥是香港的特首，她現
在像傳聲筒一樣說中共讓她說的話。她今天上午發表聲明說，其他國家有安全
法，為什麼我們不能有國安法，現在可怕的是，他們現在已經宣佈了處罰條例，
對於這些反政府活動，處罰可能是終身監禁。所以，在過去的24小時內，在
Twitter上一切內容，它真的讓我想哭，實際上中國香港學生正在從明面上解散
他們所有的通信軟體的所有群組、溝通渠道，因為他們知道他們是在槍和懲罰
的壓迫下，他們會消失在中國的古拉格監獄（蘇聯關押政治犯的監獄），並且
度過餘生。這絕對令人民恐懼。



궈원구이 선생
10. '이 세상에서 당신은 누구나 다 데리고 갈 수 있더라도 저를 데리고 갈수는 없습니다. 누구나
돈으로 살 수 있을 지언정 저를 매수 할 수는 없어요. 당신은 그 누구를 겁줄 수 있더라도 저를
겁먹게 할 수는 없습니다. 마일스 궈(궈원구이)는 30 년을 준비 했습니다. 이 세상의 중난하이
구덩이 속 사람들, 들으세요. 당신은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잘 알 겁니다. 오늘, 이세상에서, 
당신의 유일한 올바른 일 그리고 당신이 함께 일할 수 있는 이들은 전부 오래전 나의
벗이었습니다. 내가 원한다면 언제든지 그들을 당신에게서 떼어 낼 수 있습니다. 믿어지나요? 
아직까지도 저는 당신에게 좀 체면을 세워주고 있어요. 아직 제가 당신을 무너뜨릴 시간이 되지
않았습니다. 제가 미국의 모든 이와 그리고 신중국연방과 함께 두 번째 공격을 시작할 때,  저
마일스 궈(궈원구이)가 얼마나 많은 진정한 친구들을 가졌는지, 그리고 얼마나 거대한 진정한
힘을 가졌는지 당신에게 보여 드릴 겁니다. 당신은 저를 막을 수 없습니다.

在這個世界上，你對付誰都有可能，你對付不了郭文貴，你收買誰都有
可能，收買不了郭文貴，你讓誰都可以恐懼，你讓郭文貴恐懼不了。我
郭文貴準備了30年。在這個世界上，我告訴你中南坑的人，你知道我在
說什麼，你今天在世界上唯一你有成績的，你能往下進展的，都是當年
郭文貴的哥們。我分分鐘給你掐斷，信不信？我現在我給你共產黨留了
個屁臉，我還不到把你幹倒的時候。當我和美國全部，新中國聯邦發起
第二波的時候，我會讓你知道郭文貴在世界上，郭文貴有多少真正的朋
友，真正的力量。你擋不住我的。



CCP Virus Numbers

10,629,401 Cases

514,901 Deaths



“

모든 것은 이미 시작

되었습니다



다시보기
https://gnews.org/2519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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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gnews.org/251993/
http://gtv1.org/web/#/UserInfo/5e925b4ffa2c6f052d8f9812
https://apps.apple.com/us/app/g-tv/id149187275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