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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대륙
1.7월5일,상류지역 폭우로 충칭시 강이 범람하여

주택이 침수되고 교량이 붕괴되였다. 중이향

경로당이 침수피해를 입었으며 또 일부 지역은

하천이 도로 배수구로 역류하여 수천명의

지역주민이 긴급 대피하였다.

7月5日，重慶因上游洩洪及大暴雨，導致河流猛漲，

房屋被淹，橋樑被沖垮，中益鄉敬老院被淹，有些

地方河水倒灌街道，數千居民被緊急轉移。



중국대륙
2. (북경신파디주변단지) 세번째핵산검사를받은

소고기와양고기매장에다녀갔던사람들에대한

봉쇄가해제되여건물과아파트단지에나올수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우리의건강코드는

엘로우코드이기때문에모든슈퍼,상점,은행,병원에

출입이금지되여사실상봉쇄가완전해제되였다고

할수없습니다.

（北京新發地周邊小區）第三次做核酸檢測的，進

入過牛羊肉大廳的人，今天被解除封閉了，可以出

樓和出社區了。因為我們的健康碼是黃碼，所有的

超市、商店、銀行、醫院都不讓進。相當於沒有真

正解封。



중국대륙
3.하북성 슝안신구 도처에 부실공사가

만연하여 한 아파트는 외벽이 갈라지고

건물전체가 기울어져 주민들이 아무도 감히

집에 머물지 못하여 지금 모두 밖으로

나왔습니다. 그 누구도 건물 안에 머무를 수

없습니다.

河北雄安新區豆腐渣工程無處不在，一居民樓外牆

開裂，整體歪斜，居民不敢進大樓。“現在人們都

出來了，誰也不敢在屋裡待著！”



중국대륙
4.7월6일, 오늘 소위 국가기관과 중앙언론을

공격했다는 이유로 대량의 웨이보 블로거의

아이디가 차단되었다. CCP 중공이 정의의

목소리와 진실이 폭로되는 것을 얼마나

두려워 하는지 알 수 있다

7月6日，今日因攻擊所謂的國家機關及中央媒體，

一大批微博被封號。可見CCP多麼害怕正義的聲音，

害怕真相被曝光。



중국대륙
5. CCP 주식시장은 컴퓨터로 데이터를 조작하고

개미투자자들을 갈취하는 소위 부추 베기가

시작되어 개미투자자들을 조작에 말려들어

우쭐하게 하였다. 7월 6일 오전장 기준으로 상하이

종합지수 3256.34 포인트로 3.31% 상승, 심천 종합

주가지수는 12842.3 포인트로 3.29%상승, 

차스닥지수는 2516.86 포인트로 2.21% 상승했다

CCP的股市，電腦修改數據，割韭菜的股市再次開

始，誤導韭菜們玩自嗨。截至7月6日午盤，上證指

數 3256.34點，上漲3.31%，深證成指 12842.3點，上

漲3.29%，創業板指 2516.87點，上漲2.21%。



중국대륙

6.중공교육부의 2020년 대학졸업생

취업실태에 조사에 따르면 개인창업과

프리랜서가 압도적 비율 차지했다. 

개인창업과 프리랜서도 취업으로 볼 수

있을까?

中共偽教育部核查2020屆高校畢業生

就業資料，其中自主創業和自由職業

占主導，這兩項也算作就業嗎？



홍콩
7. CCP는 홍콩에 직접 공포를 주입했고 홍콩은 이미 CCP가 들어 갈 지옥문을 열었다! 

덩빙치앙은 "홍콩경무처는 새 국가안전처를 설립하였습니다. 국가안전처는 홍콩의

국가안전위원회의 업무에 전폭적인 지원을 할것이며 국가 분열을 시도하는 자들을 법으로

제재 할 것입니다 ......많은 증거가 보여 주듯이 홍콩국가보안법의 시행으로 강력한 억제효과가

생겼으며 시위대는 퇴각하기 시작했습니다. 홍콩국가보안법은 사회 안정을 지키는데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라고 말했다

CCP把恐懼植入香港，香港已經為CCP打開了

進入地獄的大門！鄧炳強表示：香港警務處成

立了新的國家安全處，將全力配合香港維護國

家安全委員會的工作，將企圖分裂國家之人繩

之以法……有充分的證據表明，香港國安法實

施後已經起到了很大的震懾力，一些反中亂港

分子已經開始退縮，香港國安法必將對社會的

穩定起到關鍵作用。



국제뉴스

8.한국 아리랑TV: 수백명의 과학자들이

중공바이러스의 공기중 전파 되는 특성에 대해

정확히 알 할 것을 WHO에 촉구하고 따라서

WHO의 권고사항을 수정해야 할 것을

강조했다. WHO에 보낸 공개서한에서

32개국의 239명의 전문가가 작은 입자가

사람을 감염시킬 수 있다는 증거를 제시했으며

이는 WHO의 주장과는 완전히 상반된다. 

WHO의 주장에 따르면 바이러스는 주로

호흡기 비말을 통해 전염되며 감염된 사람의

기침과 재채기를 통해 배출 된 후에 곧바로

땅에 떨어진다. 과학자들은 다음 주 과학

저널에 그들의 서신을 발표 할 계획이다.

韓國阿里郎電視台：數以百計的科學家敦促世界衛

生組織充分認識到中共病毒的空氣傳播性質，強調

該機構需要修訂其建議。在給世衛組織的一封公開

信中，來自32個國家的239名專家概述了微小顆粒

可以感染人的證據，這與世衛組織所說的是相反的。

世衛組織說，這種病毒主要通過大的呼吸道飛沫傳

播，一旦離開感染者的咳嗽和噴嚏，它們就會迅速

落到地上。科學家們計劃下週一在科學雜誌上發表

他們的信件。



배너의 워룸 팬데믹
9. (스티브 배넌) 저는 여러분들의 길거리 항의시위가 자랑스럽습니다. 신중국연방으로 자부심을
느낍니다. 중국계 미국인과 미국에 거주하는 중국인들이 역사상 처음으로 중국대사관 앞에서
항의시위를 하고 중공과 중공정부의 잘못을 규탄했습니다. 어제 시위는 아주 인상적이였고 특히 홍콩
운동과의 연계도 아주 강력했습니다. 여러분들도 어제 시위 현장에 있었지요! 당시 상황에 대해
말해주세요. 저도 생방송을 통해 시청했습니다 .중국 본토의 6백에서 7백만명의 사람들이 인터넷
방화벽을 뚫고 생방송을 시청하였고 모두 큰 충격을 받았으며 반응 또한 뜨거웠습니다. 당시 상황은
어떠했습니까? (잭 맥시) 스티브, 정말 감동적이고 경의로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제게 다가와 감사의
말을 전하고 우리를 사랑한다고 했고, 또한 우리가 중국인에게 얼마나 중요한 존재인지 말해 주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매우 용감하며 자유를 위해 싸우는 위대한 전사이기 때문이라고요.

史蒂夫·班儂說:我自豪地看到了你們上街抗議，我為新中國聯邦感到如此驕傲，還有那
些華裔和旅居美國的中國人，歷史上首次來到中國大使館的門前抗議，問責中共、問責
中國政府。昨天的遊行很給力，特別是和香港運動的聯繫，還有整個團隊，你們昨天也
參加了，請說下當時的情況。我也有機會看了直播，有六到七百萬中國大陸觀眾翻牆看
直播，他們都是非常震驚，反映異常熱烈。你們當時在那裡的情況是怎麼樣的。傑克·馬
克西說: 史蒂夫，我得告訴你，那非常振奮人心和令人折服，很多人上前向我表示個人
感謝並且表示他們熱愛我們，以及我們對中國人有多麼重要，因為我們非常勇敢是為自
由而戰的偉大戰士。



궈원구이 선생
10.이 48시간을 통해 외국인이 매우 현실적임을 알수 있습니다. 첫번째는 돈이고 두 번째는
그들이 안전에 대한 실질적인 위협을 느낄 때입니다. 지금 그들은 안전에 대한 위협을 느끼고
있습니다. 위협을 느꼈다면 반격하세요. 미국의 제재가 내일 또는 모레 발표되면 중국 CITIC은행, 
HSBC, 중국은행, 핑안그룹을 포함해 모두 제재를 받게 되고 따라서 미국인은 그들과 달러 한 푼
어치도 교역도 하지 못하며 달러 한 푼도 거래를 할 수 없을 것이며 달러 한 푼의 예금도 투자도
없을 것입니다. 어떤 기분일까요? 둘째, 형제 자매 여러분, 만약 개인에 대해 제재가 있따면
공산당의 금융가와 홍콩의 아이들을 박해한 자들일 것입니다. 캐리 람은 당연히 제재 대상에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캐리 람만 제재한다면 웃음거리에 불과합니다. 그녀는 당연히 제재해야
하고 나아가서 심지어 시진핑과 왕치산도 제재 명단에 포함시킬 용기가 있습니까? 당신
미국인들은 그럴 담력이 있나요?

就這48小時，我能看到，這外國人很現實。第一是錢，第二是你得確實威脅到
他的安全。現在他們感覺到威脅到他們的安全了。那好辦了。如果被威脅了就
出手吧。如果美國制裁明天或者後天宣佈，把中信銀行、匯豐銀行、中國銀行，
當然（還有）平安集團，全部是絕對制裁，不允許美國人與他們有一塊美元的
交易，不允許美國人與他們有一塊錢的來往，不能有一分錢的存款，不能有任
何投資。啥感覺？第二個，兄弟姐妹們，如果要制裁個人，把共產黨的這些金
融家還有對付、殘害香港這些孩子的人。肯定有林鄭月娥了。你（只）制裁林
鄭月娥那成笑話了，你當然制裁她啦，你敢不敢把習近平和王岐山的名字列上
去啊？ 你美國人你敢不敢？



CCP Virus Numbers

11,588,969 Cases

537,397 Deaths



“

모든 것은 이미 시작

되었습니다



다시보기
https://gnews.org/zh-hant/2566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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