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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대륙

1.중국 공산당의 선전 : 

(1) 트럼프 캠페인 팀원이 바이러스

검사에서 양성 반응을 보였는바 이는

장남의 여자친구에게서 인하였다

(2) 미 부대통령이 경선집회 스케쥴을 뒤로

미루었다 미국언론: 동행 한 요원이

우한병독에 걸렸다

(3) 세계적 방역과 인권 보호 세미나: 

각국은 인종주의와 포퓰리즘에 조치를

취해야한다.

中共宣傳：(1)特朗普競選團隊成員核酸檢

測呈陽性，係其長子女友；(2)美副總統推

遲競選集會行程。美媒：其隨行特工染新

冠；(3)全球疫情防控與人權保障研討會：

各國需採取措施應對種族主義和民粹主義。



중국대륙
2.중국 공산당의 계속되는 사기행각: 

(1) 환구시보 사설: 미국의 전염병은 계속하여

세계에 해를 끼치고있다. 

(2) 환구넷: 트럼프의 미국 "독립 기념일"축하

행사는 정말 무서웠다

(3) 환구시보: 중국 공산당의 경험으로 보면

제2차 폭팔은 재앙이 아닌것을 보여주는

실례이다.

(4) 중국 공산당 인민일보는 전 신문에 "중국

공산당 시스템이 어떻게 전세계에서 인재를

모을수 있었나”라는 타이틀로 논의하였다.

中共的連篇鬼話：(1)環球網社評：美國的疫情

泛濫將持續禍害世界；(2)環球網撰文：特朗普

的這場美國“獨立日”慶典，太可怕了！(3)環

球時報：中共國經驗表明疫情第二波不一定是

災難；(4)中共黨媒人民日報整版探討“中共國

制度為何能聚天下英才”。



중국대륙
3.테드로스 아드하놈 게브레예수스 who 장관도

이의를 제기했다, WHO는 자기를향해

발표한 전염병 사건에 대해 경고 한 바있는 중국

정부의 성명을 철회했는바 <중국의 전염병에 관련

보고서는 받은 적이 없다>고 했다 국가보건위원회

(National Health Commission)가 응답했다.

譚書記也“造反”啦，世衛組織收回中國政府就疫

情爆發向其發出警告的聲明，宣稱從未收到中國疫

情報告。國家衛健委回應。



중국대륙
4.중국 공산당의 외교 상황: 

(1) 영국은 홍콩을 보호하기위한 BNO (British Overseas 

Passport)를 정책을 제정했다. 후시찐： 영국의 이 상황이

어떻게 홍콩 사람들을 잘 받아 들일 수 있겠습니까? 

(2) 캐나다는 미국에 이어 홍콩과의 범인인도계약 중단을

발표했다 홍콩 보안국 국장 리쟈초: 캐나다 정부는 정치로

법을 누르고 있다

(3) 파이브 아이즈인 호주도 반 공산주의 선봉이 되였다.  

국제루이핑 屢屢表演 “人來瘋", (매번 손님이 오면 떼를

쓰는 아이 역할을 한다) 호주 정치인들은 반중국

"과대망상증" 에 걸렸다. 

(4) 모디 인도 총리는 국방참모장과 육군참모장이수행하에

지난 달 중공국과 인도 국경 수비대 사이에 있은 충돌

지역을 방문했다. 

中共的外交形勢：(1)英國力保香港，通過BNO（英國

海外護照）庇護。胡錫進：英國這國情，怎麽可能好

心收留香港人入籍？(2)加國緊隨美國，宣布暫停與香

港之間引渡協議，香港保安局局長李家超：加政府是

政治淩駕法治；(3)五眼盟友澳洲也成反共先鋒，國際

銳評：屢屢表演“人來瘋”，澳大利亞政客患上了反

華“狂想症”(4)印度總理莫迪到訪中共國與印度邊防

部隊上月沖突地區，隨行包括國防參謀長與陸軍參謀

長。



중국대륙
5.중국 공산당 연락부 차관인 저우리씨는

환구시보에 다음과 같이 기고했다. 외부

환경의 악화에 관련하여 적극적이고

주동적으로 6가지 준비를 하여야한다. 

중미 관계 악화의 가속, 전면적으로 승화되고

있는 투쟁, 외부수요의 위축에 대한 대응,  

산업체인 및 공급망 중단에 대한 준비; 우한

바이러스의 장기화, 바이러스와 인간의 장기

적 공존 준비, 미국의 달러패권 대비, 인민페와

달러의 관계정리, 세계 식량 위기 대응, 국제

대테러 세력의 부활에 대한 준비.

中聯部原副部長周力在環球時報發文：積極主動做好應

對外部環境惡化的六大準備。六大準備：要做好中美關

係惡化加劇、鬥爭全面升級的準備；要做好應對外部需

求萎縮、產業鏈和供應鏈斷裂的準備；要做好新冠病毒

疫情常態化、病毒與人類長期共存的準備；要做好擺脫

美元霸權、逐步實現人民幣與美元脫鉤的準備；要做好

全球化糧食危機的準備；要做好國際反恐勢力回潮的準

備。



중국대륙
6. 2020년 갱자년 비정상적인 중공국 날씨와 일상

(1)  7월4일자 CCTV 뉴스에 의하면 올해의 홍수로 26개 성

지방에서 1938만명이 수해를 입었으며 121명 사망 및 실종, 

87,5만명이 긴급 이주되고 17,000 채의 주택이 무너졌으며

농작물 피해 지역은 1560헥타르에 달했다. 재해로 인하여

2천만명이 피해를 입었고 중국의 게으른 정부는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2) 7월3일, 호북낭양, 운남강성에는 또 대면적의 황충이

나타났다 중공의 매체는 역시 침묵을 지키고만 있었다

(3) 하이난에도 7월 눈내렸는바 사람들은 백성이 울고 신이

화를 내고 있다고 했다. 

(4) 중공국에서 또 량곡 창고들을 체크하기 시작했는바

금남주도균시,  헤이룽장 임전시 하남죠줘, 강서귀계 곡물

창고등이 차례로 화재가 발생하기 시작했다 대기근이

임박했다는 증거이다.

2020庚子年中共國天氣異常，生活異常：(1)央視新聞7月4日稱：

今年洪災已致26省區市1938萬人次受災。121人死亡失蹤，87.5

萬人次緊急轉移安置，1.7萬間房屋倒塌，農作物受災面積156

萬公頃。災害損失慘重，近兩千萬人受災，中國懶政無作為；

(2)繼吉林市、永州市寧遠縣、廣西桂林市前後爆發蝗災後，7

月3日，湖北襄陽、雲南江城又出現了大面積的蝗蟲，中共黨

媒對此又是集體沈默；(3)海南七月飄雪，老天怒人民怨；(4)

中共國又開始檢查糧庫了，黔南州都勻市、黑龍江林甸，河南

焦作、江西貴溪糧庫相繼“被”失火。大饑荒近在眼前！



중국대륙

7.중국 공산당은 이제 신용을 찾아볼수 없다:

(1) 중공국 적십자 기금회는 남방의

홍수재해구원에 대해 온라인상으로 공개

기금을 모집했으나 20일동안에 2천원밖에

안되였다

(2) 대만에서는 중국 동남신문사 기자들은

48시간내에 대만을 떠나라는 추방통지를

내렸는바 이에 동남신문사 기자들은

"우리에게 있어 통보받고 떠날때까지의 약

48시간인데 이는 우리의 작업 인계 및 생활

인계에 문제가 있다." 고했다.

CCP在哪裏都沒有信用了：(1)中共國紅十字基

金會為南方洪災救援在網上進行公開募捐，20

天僅籌款2000多元；(2)臺即刻限時驅逐大陸東

南台記者。“從我們接到通知到確定離開，只

有差不多48小時，坦白講，對於我們的工作交

接以及生活上的交接都會造成一定的困擾”。



홍콩
8.홍콩을 잊지 마세요!  홍콩은 우리의 예루살렘입니다! 

(1) 전 싼터우시 시위서기가 주 홍콩국안공서에 취임했으며 이 사람은 완전히 건달 상통이다: “해외의 매체가 정확하다고

하는것은 돼지도 나무에 올라갈 일이다 .너희들이 조용하고 법을 위반하지 않고 하여 정부로 하여금 믿게하라 그러면 더 이상

마구잡이로 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면 내가 무장경찰도 불러올 필요조차도 없어진다” 고했다

(2) 홍콩 젊은이가 홍콩국가보안법에 의해 처음으로 체포되었다.

(3) 홍콩사회운동가 라관총이 홍콩국가 보안법에 대해 피력했다

勿忘香港！香港是我們的耶路撒冷!(1)

前汕尾市市委書記就職駐港國安公署，

流氓嘴臉展露無遺：“境外的媒體信得

過，母豬都會上樹。你不再鬧，不再違

法，讓政府覺得靠譜，估計不會再亂來，

那我連武警都不用請”(2)香港年輕人成

依香港國安法被捕第一人；(3)香港社運

人士羅冠聰談港區國安法。



국제뉴스
9. City News : (Trudeau 캐나다 총리) 캐나다와 국제

사회와 연합으로 중공국이 홍콩국

가보안법을 통과시킨데 대해 매우 우려하고있다.  

입법과 그 영향을 연구 한 후, 캐나다는 중공국을

대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홍콩에 민감한 물품 수출에

대해 조취를 취하였으며 즉시 발효하도록 했다. 

그리고 캐나다-홍콩 범죄인도 조약을 중단하고

홍콩에 대한 여행 권장 사항을 업데이트했다. 

캐나다는 한 국가, 두 시스템의 틀을 굳게 믿고

있으며 홍콩과 캐나다, 홍콩 간의 많은 왕래 접촉을

지속적으로 지지할 겠다. 앞으로 몇 주 동안, 우리는

또한 이민 관련 문제를 포함한 추가 조치를

연구하고 있다.

CityNews：（加拿大總理杜魯多：）加拿大聯合國際社

會對中共國大陸通過針對香港的國家安全法例表示關切。

在研究了立法及其影響之後，加拿大將向對待中共國大

陸一樣，對待對香港的敏感物品出口，立即生效。加拿

大將禁止向香港出口敏感軍事物品。我們亦暫停加拿大

-香港引渡條約，並更新針對香港的旅行建議。加拿大

堅信一國兩制的框架，我們將繼續支持加拿大與香港之

間的許多聯繫往來，同時也支持香港人民。在未來的幾

週，我們也在研究額外的措施，包括圍繞移民的問題。



배너의 워룸 팬데믹
10.이 법은 홍콩 시민만을위한 것이 아니며,  당연히 외국인이라면, 홍콩은 거대한
외국
인 커뮤니티이다. 이 법을 귀하에게 적용하는 것은 홍콩 시민과 동일시 한것이다. 
따라서 당신의 정체성 간격에는 차이가 없습니다.  이것은 이 상황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넓은 범위를 다루며 더 자세합니다. 소셜 미디어에 대한 발언에도 적용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시스템의 모니터링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만약 당신이 소셜
미디어에서 무언가를 말하면, 내가 워룸에서 스티브와 램지가 무엇을 말했는가 를
말하면, 그들은 법에 따라 홍콩에서 당신을 체포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몇 년 전에
해외에서 당신이 한 말 때문이지요 .

這條法律不僅僅針對香港公民，如果你是外國人，如果你是個外
籍人士，當然香港是一個龐大的外籍人士社區，這條法律對你的
適用性，跟對香港公民是一樣的。所以你們之間的身份是沒有區
別的。還有，這不僅僅適用於這種情況，它涵蓋了很大的範圍，
再說仔細一點，就是這甚至也適用於你曾經在社交媒體上所發表
的言論。我們討論過監測系統，如果你在社交媒體上說了什麼，
如果我說了什麼，史蒂夫、拉姆希在作戰室說了些什麼，他們可
以依據那條法律在香港逮捕你，就因為你幾年前在國外所說的話。



궈원구이 선생
11.이번 제재는 우선 은행들에 대한 제재이다. 이 은행들은 중국의 민주, 
법치, 자유
에 대해 훼멸시켰으며 홍콩동포를 해치고 홍콩 동포들을 죽이는 핵심
역량이다. 돈이 없으면 공산당은 악을 행할 수 없다. 우리는 공산당의 악이
주로 미국 달러, 미국 월스트리트, 미국 미디어 및 미국 기술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미국인들에게 알렸다. 이 제재는 미국의 기업들이 이런
자본가의 흑암의 손과 관계를 차단하고 홍콩 사람들에 대한 2차 가해와
중국인민의 법치 민주 자유를 추구하는 데 있어서 큰 위협이다 .
這次的制裁，首先是對這些銀行。這些銀行是對摧毀中國民主、
法治、自由，加害香港同胞手足，殺害香港同胞，幕後的核心力
量。因為沒有錢，共產黨做不了惡。我們讓美國人認識到，共產
黨的惡，主要是來自於美元，和美國的華爾街，和美國的媒體，
美國的技術。這個制裁要對美國的企業斬斷這些資本家的黑惡之
手，對香港人的再次加害和對中國人民追求法治、民主、自由的
巨大威脅。



CCP Virus Numbers

11,231,300 Cases

529,909 Deaths



“

모든 것은 이미 시작

되었습니다



다시보기
https://gnews.org/zh-hant/254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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