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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대륙
1. 7월4일 오늘 장강 수문 공고에

따르면，우한 관문의 수위는 오후 3시까지

26.09 미터이며 경고 수위에서 1.21 미터

떨어져 있었다.

今天是7月4號，據今天的長江水文公告，截止下午

三點，漢口（武漢關）水文站的水位是26.09米，離

警戒水位還有1.21米。



중국대륙
2.네티즌은 사진을 내놓으며,중국 적십자가

전염병에 관한 기부물을 쿠웨이트에

되넘기며,기증자 라벨이 눈에 뚜렷하게

나왔다고 보도하였다.

網友推出照片，爆料紅十字會將疫情愛心捐贈物資

轉賣到科威特，捐贈者標籤赫然在目。



중국대륙
3.장쑤 사범대에서는 유학생들이 수업에

참석하도록 장려하기 위해 100 %의 출석률과

60 점의 점수 만 요구하는 무제한 "풀

장학금"을 내놓았다.

江蘇師範大學為鼓勵留學生上課，推出不限量“全

額獎學金”，只需出勤率100%及成績60分即可。



중국대륙
4.경제 관찰신문:대두 가격은 반년 동안 26 % 

상승했으며 대종상품 인플레이션이

강화되었습니다.

經濟觀察報：大豆半年漲價26%，大宗貨品通脹加

劇。



중국대륙
5. 7월4일, 공산당 공식메체에서는 해군은

며칠동안 아덴만에서 훈련을 하면서,해외에다

"근육을 자랑하"며, 홍콩와 대만 등 기타 주변

지역을 무력위협라고있다고 보도했다.

7月4日，CCP官媒報導海軍連日在亞丁灣演習，向

海外“秀肌肉”，對香港台灣等周邊地區武力恐嚇。



중국대륙

6. 7월 4 일, 공산당 공공 보안부는

홍콩에있는 국가 보안 국을 지지한다는

문서를 발표했으며, 교도 통신국은 홍콩에

200 ~ 300 개의 본토 무장 경찰을

보내서,홍콩 행진하는것을 대규모로 체포

할 것이라고 밝혔다.

7月4日，CCP公安部發文支持駐港國

安公署，共同社稱派200至300內地武

警駐港，可能會對香港遊行展開大面

積抓捕。



홍콩

7.홍콩, 우리의 예루살렘! 7 월 1 일에 홍콩 국가 안보 법이 항의행진

된후,홍콩 전우들은 일부분 체포된 사람의 명단을 정리했다.그중에는

소방관, 대학생, 교사, 은행 경리,공무원, 의사, 기자, 국회의원 등 각업종

굴복하지않고 끟임없이 항쟁하는 영웅들이 있었다.그들이 공산당한데

안다치도록 무사히 지내길 기도하였다.

香港，我們的耶路撒冷！ 7月1日

反香港國安法遊行後，香港戰友整

理部分被抓捕名單，其中有消防員、

大學生、教師、銀行經理、公務員、

醫生、記者、議員等各行業不屈不

饒堅持抗爭的英雄。祈禱他們平安，

不要被CCP傷害。



국제뉴스
8.스카이 뉴스 채널:이름이 RaTG13라는 바이러스 샘플이

동글에서 발견되었으며, 바이러 이름에 따르면,우한

연구소에서는 2013년부터 이러한 바이러스를

발견했다.당신은 이 바이러스가 조작되어 대유형

CCP바이러스로 일으켯다고 생각합니까? 아주

선명합니다,이것이 바로 관심되는 점이다.우리는

자연계에서 CCP바이러스와 일치하는 바이러스를 발견하지

못햇다. 당신이 제기된 바와같이 가장 가까운 친척은 현재이

박쥐 바이러스다,그런데 박쥐바이러스는 CCP바이러스과

차이가 있다.  가장 심각한 CCP 바이러스는 작년

연말후3개월에 발견된 천산갑 코로나 바이러스로는

CCP나라에서 다시 발견되었습니다. 이 마이러스도

중국에서 발견했지만, 이 배경 바이러스의 후손 인 것과는

맞지 않는 다른 요소도 몇 가지 있습니다. 따라서 새로운

요소들이 얻기 위해 자연에 혼합 된 바이러스가 있거나

다른 잠재적인 설명은 이요스들이 원래 박쥐 바이러스에

인공적으로 점목햇다.

天空新聞台：（主持人Markson）一個名爲RaTG13的在個洞

穴中被發現的病毒樣本上，正如病毒的名字所示，武漢病毒

學研究所早在2013年就發現了這種病毒。你是否認為這種病

毒可能已經被加工成了導致大流行的中共病毒？（Petrovsky

教授）所以很明顯，這就是關注點，我們沒有在自然界發現

任何病毒可以和中共病毒匹配，正如你提到的最接近的近親

是目前的這種蝙蝠病毒，但蝙蝠病毒和中共病毒之間有差異。

中共病毒最類似於去年3月被發現的穿山甲冠狀病毒，這又

是在中共國被發現的，但也有幾個其他元素, 似乎並不匹配

這種背景病毒的直系後代。所以要麼是自然界混合了病毒, 

以取得這些新元素，要麽其他潛在的解釋就是，有人把這些

元素直接嫁接到原來的蝙蝠病毒上。



배너의 워룸 팬데믹
9.중국 데일리 인서트를 운영하는 뉴스 조직인 왜서 그들의 신문에 중국시보 삽입페이지가 있는가?뉴욕시보
월스트리트일보는 왜서 중국더우인 실행에 간섭하는가? 오, 그것은 CCP가 그들이 미국 신문에 게재되여
산전하는 것에대해 돈을썻고. 그리고 미국신문은 그들의 실행에 협조할 의무다 있다. 40 만 달러를 받고 그들이
이 나라를 팔아야 되는다요?  공산당은 연간 40 만 달러에 주면 미국의 신문에 그들이 선전하게 되었다. 
뉴욕시보는 정말 그 돈을 그렇게 원할까? 그것은 나를 역겨운 일이지만, 고무적인 일은 우리 이 프로그램을
행동에 관한 것이며, 우리 모두가 덤프에 빠진 것은 아니며 긍정적입니다. 그리고 당신은 오늘 워싱턴 DC에있는
중국 대사관 밖에서의 장면들을 보세요.
당신은 그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아야 해요, 뉴욕시보는 항의활동에대해 보도하지 않은다.CNN은 거기에
라이브 방송을 하지 않습니다. 이번 항의활동은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뒤에서 계속 보게됩니다. 
사람들은 항상 이러한 라이브 방송에서 뭇게된다, 왜서 CNN이 배경에 있는지, 적을 잘 알아야 돼요, 그들이
무엇을하고 있는지, 그들이 무엇을 다루고 있는지, 그들이 어떻게 싸우해야 하는지 알아내야 한다.

為什麼這些公司在他們的報紙中插入中國日報插頁，《紐約時報》《華爾街日報》為什
麼他們會為抖音站台。噢，是這樣的。中共的確為他們在美國報紙上進行的宣傳花了錢，
而美國報紙有義務為他們做站台。為了什麼？為了四十萬美元？這就是我們要賣這個國
家的價錢嗎？每年花四十萬美元將中共的宣傳放在美國報紙上，紐約時報他們真的那麼
渴望錢嗎？這使我噁心，這真令人作嘔，但是令人鼓舞的是，這個節目還是關於行動的，
我們並沒有完全氣餒，我們很積極，你今天就能從中共國駐華盛頓特區大使館外觀看到
這些畫面。
你知道非常重要的，《紐約時報》不會報道這個抗議活動，CNN在那沒有實況轉播，通
過這些，你會明白這很重要。這就是為什麼，我們一直在後台看到，人們總是在某些實
況轉播中問，“為什麼背景會出現CNN”，認識你的敵人，認識你的敵人，知道他們在
做什麼，知道他們所報道的內容，知道如何與他們鬥爭。



궈원구이 선생
10.중국에서 지금 일어나고있는 것은 전형적인“월경 경제”입니다.마음에
떠오르는대로 그것을 바로 했다.한달에 P2P 하자. 다을달에 노점경제 하자,그다을
당네 농업 경제 만들자, 그 후에는 아마도 대외 무역, 한 달에 한 개 정책을 실행했다, 
따라서 "월경 경제"라고 부르다. 이것이 CCP가하는 일입니다. 또한 상하이와 홍콩의
주식 시장 지수가 모두 가짜라는 것을 모두 알고 있습니다. 돼지조차도 안 믿습니다. 
전 세계가 불황에 빠졌지 만 상하이와 홍콩의 금융 시장은 여전히 상승하고
있습니까? 말도 안되는 소리입니. 그래서 공산당 관원들, 양식을 있는 인텔리들, 
각종직업 ,심지어 홍콩의 "4 대 뻔뻔한 그룹"조차도 CCP가 2020 년에 끝나할
것이라는 사실을 모두 알고 있습니다.

現在國內的是典型的“月經經濟”，這個想一出是一出，一個月來一回。
一個月來個P2P，下個月七天來個地攤經濟，再下個月七天來個農業經濟，
再下個月七天來個外貿型經濟，“月經經濟”，一個月來一次。這就是共
產黨。然後所有人都知道，上海、香港擀麵杖子。人類上豬都不會相信，
全人類經濟下滑只有上海、香港的金融市場好。那是胡扯八蛋的那是。所
以，共產黨的高管、有良知的知識分子們、各行各業、大陸的“四大不要
臉”都很明白，共產黨在庚子年是嗝屁了，是徹底歇菜了。



CCP Virus Numbers

11,453,251 Cases

534,865 Deaths



“

모든 것은 이미 시작

되었습니다



다시보기
https://gnews.org/zh-hant/255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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