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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대륙
1. 2020 년 7 월 8 일, 구이 저우 성 송 타오

현에서 폭우로 인해 시반 마을의 티안 바오

층에서 갑자기 산사태가 일어나 정전 및 통신

중단이 되어 그 중 7 명은 실종되고 6 명은

갇혀졌고 63집 민가가 피해를 입었다.

2020年7月8日，貴州省松桃縣因持續強降雨，導致

石板村田堡組突發山體滑坡，造成停電，通訊中斷。

7人失聯6人被困，63戶民房受災。



중국대륙

2. 2020 년 7 월 7 일, 장시성 판 양현에서

한 자갈을 나르는 배가 다리에 부딪쳐

침몰사고가 발생했다.

2020年7月7日江西潘陽縣砂石船撞上大橋，

導致橋面垮塌船舶傾斜下沉。



중국대륙
3.중국 공산당의 핵 누출 위기. 7 월 6 일, 중공 국가

원자력 안전국에서 닝더 원자력 발전소 사건을

통보했다. 닝더 원자력 발전소에서 연료 (방사선에

노출 된 핵연료, 사용했던 핵연료) 부족으로 인해

저수지 냉각이 안되어서 사고가 났다. 하지만 통보에

의하면 이번 사건은 핵 안전, 직원 건강 및 근처에

있는 대중과 환경에 아무런 영향도 미치지 않았다고

밝혔다.

中共核洩露危機：

7月6日，國家核安全局通報寧德核電站事件。寧德核電站

因乏燃料（辐照核燃料，是经受过辐射照射、使用过的核

燃料）水池失去冷卻，造成運行事故。但通報中稱該事件

對核安全、員工健康，及附近公眾與環境均不構成任何影

響。



중국대륙
4.중국 제조업이 모여진 이 곳6 개 연해

발전소의 운영 데이터 발표가 중단되었다. 

전력 소비는 경제 상황을 가장 잘 반영 할 수

있지만 발표를 못한다는것은 경제가 얼마나

심각한 상태인지 상상할 수 있다. 

中國製造業匯集地，沿海六大電廠運營數據暫停發

布。用電量最能體現經濟狀況，不敢發布，則經濟

可想而知。



홍콩

5.홍콩의 국가 보안법은 인터넷 언론을 통제하고 페이스북이나 트위터 같은

소셜 플랫폼 한테 국가 안전을 위협하는 사람들의 개인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만약에 협조하지 않을시 벌금을 처하거나 정돈이

요구된다. 

香港國安法控制網絡言論，要

求臉書、推特等社交平台，配

合提供危害國家安全的個人信

息，否則將被罰款或整改。



국제뉴스
6. CBS 이브닝 뉴스 : 40 개 주에서 CCP 바이러스

사례의 위험이 급증하면서 병원 테스트가 한계에

도달했으며, 테스트 장비가 포화되어 주지사가

리뉴얼 한 상업 시설마저 폐쇄해야 했습니다. 오늘 밤

미국 최고의 전염병 의사의 말에 의하면 이번 새로운

감염사례에서 주요하게 젊은 사람들이였고 그들은

바이러스에 감염되고 또 다시 전파하게 되였습니다. 

안토니 푸치 박사(Dr. Anthony Fauci)의 말에 의하면

새로운 환자의 평균 연령은 현재 유행성 독감이

시작된 시점보다 15 세 더 젊다고 합니다. 

플로리다주를 포함하여 21 세의 평균 연령은 다른

연령 그룹보다 더 쉽게 감염될수 있습니다.  

젊은이들이 7 월 4 일과 같은 휴가 모임에 참석

한것이 최근에 새로운 감염사례를 폭증시킬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우려하고 있습니다.

CBS 晚間新聞：40個州中共病毒病例的危险的激增，

促使醫院的測試達到了極限，使測試設備飽和，並

迫使州長關閉剛剛重新開業的商業設施。今晚，美

國的頂級傳染病醫生說，這些新病例大部分來自年

輕人，他們染上並傳播病毒。醫生安東尼•弗契說，

新病人的平均年齡現在比大流行開始時年輕15歲。

包括在佛羅里達州， 年齡21歲的人群平均感染增

加速度高於其他年齡組。年輕人參加類似7月4日這

樣的假期聚會，讓專家擔心, 在最近幾天新病例的

數量將呈螺旋狀加速失控。



배너의 워룸 팬데믹
7.스티브 배넌(Steve Bannon) : 전 해군 정보 담당관으로서 CCP에 초점을 맞춘다면, 대통령의 입장에서 홍콩을
지지하기 위해 어떤 조치를 취해야한다고 생각하세요? 
잭 포즈비코(Jack Posobiec): 물론 흥미로운 상황이네요.때로는 지리적 위치에 따라 운명이 결정됩니다. 홍콩은
주강3각주의 정점, 즉 요새에 위치해 있으며, 중국 본토와 분리 할 수 없다는게 명백한 사실입니다. 홍콩은
1997년부터 CCP의 주권에 속하게 되었지만 모든 CCP 권력의 지지점은 미국과의 경제 관계였습니다. CCP의
경제적 번영 발전은 세계의 다른 지역과도 약간의 연관은 있지만 결국 미국과의 경제관계였습니다. 우리는
그들에게 재정적 지원을 했고 자금 지원을 했고 그들의 제품을 구입하고 그들의 돈을 그들의 금고에
넣어줬습니다.일단 그들한테 추적조사를 한다면 최대한의 고통을 느끼게 해주려면 제재하는 것이 아주 좋은
대책입니다. 먼저 화폐 대항하고 화폐의 가치가 떨어지는 것이 좋은 방법입니다. 그들은 일체 경제 활동에만
관심이 가고 성명서나 언어 또는 어떠한 UN의 사건들은 그들한테 타격을 줄수 없습니다.

史蒂夫•班農：……作為一名專注CCP的前海軍情報官，從你的角度來看，你認為總統
必須採取什麼行動來支持香港？
傑克•波索比可：這是一個有趣的情況，當然，很多時候，地理位置決定了命運。香港
處在珠三角洲的頂端，就是龍口要地，根本無法把它從中國大陸給分隔開，它實實在在
就在那裡。當然很明顯，自從1997年開始歸於CCP主權下。然而，CCP所有力量來源的
支點就是跟美國的經濟關係。它經濟的蓬勃發展，有一點點是跟世界其他地方有關的，
但終歸來說，還是和美國之間的經濟關係。我們給他們經濟支持，我們資助他們，我們
買他們的產品，我們把它們的錢放入他們的保險箱。一旦你們追查他們，一旦開始讓他
們感到最高級別的疼痛，制裁他們就是很好的一步，從貨幣上對抗，打擊貨幣貶值是很
好的一步。任何經濟方面的行動都是他們關注的點，因為所有其他的事情，比如聲明，
或者語言，或在联合國搞事情，根本不會與經濟壓力同日而語，不會打擊到他們的底線。



궈원구이 선생
8.홍콩에서 희생된 영웅들과 선열들, 우리는 분명히 그대들을 위해 복수를 할 것입니다.  홍콩에있는 동포들과
홍콩의 형제 자매들이 수많은 메시지를 보내 주신 것에 대해 너무 감사드립니다. 홍콩에있는 형제 자매들을
위해 복수를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홍콩 동포는 참 대단합니다. 행동, 행동, 홍콩은 진정으로
행동했습니다.  홍콩의 사건 통해 유럽인과 미국인들은 중국인을 다시 이해하게 되고 공산당의 거짓말을
밝혀냈습니다. “중국인종은 문제가 있다", "중국사람들은 민주주의와 법치를 누리기에는 교육수준이 너무 낮다", 
"중국사람들의 인성이 문제이다” .즉 모든것이 문제이지만 공산당만이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뜻입니다.  이번
일로 서방은 중국의 민족성은 문제가 없다는것을 깨달았습니다.  최근 미국에서 비공개적으로 토론되고
있는것이 미국의 모든 사회적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려면 4 가지 방법이 있답니다.  첫 번째는 공산당을
소멸하는것입니다. 두 번째는 홍콩을 광복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신중국 연방” 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는 신중국 연방을 널리 알리는데 너무 유리합니다. 네번째로는 1,500 만 명의 중국 동포를 미국 이민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모든 미국 사회 문제들은 해결이 됩니다.

香港死去的這些英雄和先烈們，我們一定會為你們報仇。而且我感謝香港同胞還有香港的
手足發來的這麼多的信息，對為香港的這些手足們報仇至關重要。香港同胞太偉大了，行
動、行動，香港是真行動。從香港這件事情，歐洲人、美國人對華人重新認識，徹底的打
了共產黨的臉。“中國人種有問題”，“中國人教育太低，不配有民主、法治”，“中國
人性能力有問題”，啥都有問題，就共產黨沒問題。這次讓西方認識到，中國的人種是沒
問題。最近在美國，流行著一種私下的討論，說如果美國所有的社會問題，要想長遠解決，
四個辦法。第一個，幹倒共產黨。第二個，光復香港，叫香港成為中國人和世界的橋樑。
第三個，承認新中國聯邦。新中國聯邦宣言太好了。第四個，給美國移民1500萬中國同胞。
所有美國社會問題就解決了。



CCP Virus Numbers

11,984,936 Cases

547,430 Deaths



“

모든 것은 이미 시작

되었습니다



다시보기
https://gnews.org/zh-hant/258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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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gnews.org/zh-hant/258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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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apps.apple.com/us/app/g-tv/id149187275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