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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대륙

1.돌발상황! 방금 중공국에서 미국, 

브라질등국 23개기업에서의 육류수입을

중단했다고 발표했다. 

突發！中國剛剛宣布：暫停美國、巴西

等國23家企業肉類產品進口。



중국대륙

2.중공국해관에서 남미로 부터 수입한

냉동대하의 외 포장에서 바이러스를

검출했다. 계속하여 바이러스 발원지를

다른쪽으로 전의 시키려 한다. 

中共海關檢出進口南美凍蝦外包裝含病

毒，繼續轉移病毒傳播及起源的焦點。



중국대륙
3. CCP외교부 대변인 자오리젠(趙立堅)은

옥스퍼드대학의 한 전문가의 바이러스 발원

지가 여러 곳일 수 있다는 설을 인용하여, 

발원지가 중공국이 아니라는 뜻을 대중들에게

알리려고 시도 하고 있다. 

CCP外交部趙立堅援引牛津大學專家關於新冠病毒

可能起源多處的報導，試圖迷惑大眾病毒來源非中

共。



중국대륙
4. 7월9일 WHO사무총장 테르도스(Tedros)가

뉴스브리핑에서 눈물을 보이면서 바이러스가

제일 큰 위협이 아니라고 연기했으며

국제사화간의 단결를 희망했다. 

7月9日WHO總幹事譚德塞在新聞發布會上"秀演技"，

含淚哽咽表示病毒不是最大威脅，希望國際社會團

結。



중국대륙
5. 7월8일 CCP정법위원회(政法委)에서

"연안정풍(延安整風)"주제로한 교육을 실시했다. 시진핑은

"刮骨療毒" (뼈를 깍아 독을 치료하다 )를 강조 했다. CCP는

당내 세뇌를 더욱 강화 시겼다. 

7월11일 신화통신사(新華社)에서 향촌마을에서

"聽黨話，感黨恩，跟黨走"(공산당의 말을 듣고, 공산당의

은혜를 고맙게생각하고, 공산당을 따르라 )를 선전하고

"全面小康，脫貧攻堅"(빈곤을 공략하여 조금 여유가 있는

생활로 향하자 )로 향촌민들의 의식형태를 제어하려 한다. 

7月8日CCP政法委宣傳"延安整風"主題教育，習近平強調"

刮骨療毒"，加強對CCP黨內進一步洗腦。 7月11日新華社

發文，佈署鄉村"聽黨話，感黨恩，跟黨走"宣講，在所謂"

全面小康，脫貧攻堅"時對鄉村百姓加強意識控制。



중국대륙
6.네티즌이 위챗의 내용을 캡쳐한 내용이다: 

자신의 아이가 올해 9월에 초등학교

입학하는데 담임선생님이 CCP의 역사를

개학전에 집에서 학습해야 한다고 했다. 

세뇌는 초등학교부터 시작한다,  그러므로

다음세대의 교육이 우려된다. 

網友發微信截圖，自己小孩今年9月才準備

上小學，但是班主任已經要求開學前學習

CCP黨史等，洗腦教育從小學開始，下一

代教育堪憂。



중국대륙
7.후베이(湖北)의 여러 곳에서 자연재해와

인위적인 재해가 발생했다. 

우한바이사주(武漢白沙洲)가 물

에 잠겨 나무가치만 보일 정도이다. 양쯔강

한커우 수문지질관측소 (长江汉口水文站)는

28.07M로 수심을 기록, 이미 경계 수위를

넘어섰다. 

湖北多地受災，人禍天災不斷，武漢白沙

洲被淹只剩下樹梢。長江漢口水文站水位

達到28.07米，已超警戒水位。



국제뉴스
8.트럼프대통령이 중공공산당국가와의 제2차무역협정은 지금 이

시점에서 발생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했다. 

우리는 트럼프정권의 이러한 신호를 어떻게 받아드려야 할

것인가?

나는 이 소식을 들은 사람들은 놀라워 하지 않을 것이라 본다. 

제1차단계의 무역협상도 실질적으로 이루어 지지 않았고, 여러

전문가들도 이번 대선때문에 붕괴될 것이라 본다. 우리가 작년에

어떤일이 있었던지 돌이켜 볼 필요가 있다. 1월달에 미국의

농산품과 자원을 구매하기로 해놓고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해 모두

물거품으로 되었다. 이와 동시에 중미관계는 계속 악화되고 있다. 

중공국에서 이번에 국가안전법을 통과시킨 것은 큰 문제였다. 

국회에서는 이들에 대한 제재를 연구하고 있다. 이러한 원인으로

인해 첫단계도 아직 제대로 이루어 지지 않았고 중공국의 실제

구매는 미국수출의 아주 작은 수치였다. 이러한 관계는 계속

악화될것으로 보고 제2차협정이 우리에게 주는 놀라움은 얼마

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한다. 

川普總統說，與中共國貿易協定的第二階段不太可能在現在這個

節點上發生。

我們如何解釋川普政府發出的這個信號？我認爲任何在跟進這件

事的人都不會感到驚訝，我的意思是第一階段的貿易還沒有真正

到位，而且很多分析家認為，這將基本上會因爲選舉而崩潰。我

的意思是回頭看看去年年底都發生了什麽，然後在一月份，中共

國終於說好了，我們將從美國購買這些額外的農產品、能源產品。

但後來中共病毒來了廢掉了一切，同時，整個中美關係一直在惡

化。中共國通過的這項新的安全法，一直是個大問題。國會正在

研究對他們的制裁。所以由於所有這些原因，第一階段甚至還沒

有接近真正實現。中共國的購買還不到美國出口的一小部分。相

信一直惡化的關係將最終終結，所以我不認為不再有第二階段協

議會給我們帶來多少驚訝。



배너의 워룸 팬데믹
9.사람들이 중국공산당바이러스로 칭하지 안는 것에 대해 놀라지 않을 수 없다. 사람들은 바이러스가 이들에게서
나왔다고 하지 안을 것이다. 만약 실험실에서 나오지 않았다면, 무기계획에서 나오지 않았다면 그들은
바이러스가 어떤바이러스인지 그리고 어떻게 확산되는지를 알 수 있었을 것이다. 당신은 태도가 견고하기에
세상에 생화학무기임을 빨리 알려주길 바란다. 그들의 목적은 서방세계를 무너 뜨리는 것이다. 어느쪽이 틀리던
맞던 그들은 책임을 져야 한다. 서방의 매체는 왜 이렇게 되었을 까? ccp는 어떤 수단으로 영향력을 끼칠 수
있었을 까? 이 사건을 담논하는 사람도 없고, 미국인이 13.5만명의 사망에도 관심을 갖지 않는다. 이탈리아, 
브라질, 인도, 런던, 사망자가 수십만명이 되는데 이에 대해서 말하는 사람이 없다. "당신은 모든 실험실을
개방시키는 것에 책임을 지고 모든 내용을 공개해야 한다." 그들은 어떠한 정보정쟁을 Miles Guo에게 가했는가? 
사람들은 면양처럼 말을 잘 듣게 되었고 이 사건을 폭로하는 사람들마다 불안에 떨고 있다.  Miles Guo와 스티븐
배넌은 음모론자로 간주되었다. 

人們不稱之為中共病毒，這讓我很震驚。人們不會說病毒來自於這群人，如果不是實驗
室出來的，如果不是從武器計劃中出來的，他們一定知道病毒怎麼回事並且加劇病毒的
傳播擴散。你態度堅定，及時告訴大家這是生物武器，要明白他們的目的是打到西方世
界，不論哪方是對的，他們都要為此負責，為什麼西方媒體會這樣，中共使用了什麼運
作方式來影響這一切，導致沒人談論此事，沒人關注13.5萬美國人死亡。從義大利到巴
西、印度、倫敦，死亡人數成千上萬，沒有人每天坐下來說。“你要負責必須開放所有
實驗室，讓大家看到所有信息”郭先生他們正在進行什麼樣的信息戰，結果把大家搞得
像綿羊一樣聽話，只要提及此事就會人人自危。郭先生和史蒂夫班農被說成是鼓吹陰謀
論的一小撮極翼分子。



궈원구이 선생
10.나 궈원구이는 폭로혁명이래 클로로퀸이 어떤 약인지에 대해 말 해 본적이 없다. 왜냐하면
이건 너무 큰 일이다. 어제와 그제, 나는 처음으로 문자로 보고 하였다. 그들이 나의 의견을 묻자
나는 이렇게 건의 했다. 처음으로 클로로퀸이 유효하다고 한 사람은 우리
"루더취재(路德訪談)"에서다. 미국정부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그것이 바로 클로로퀸을
처방제에서 비처방제로 바꿔야 한다. 처방제가 아니면 미국서민들에게 선택의 여지를 줄 수
있다. 마스크착용하듯이, 착용을 하던 하지 않던 자신이 알아서 선택을 할 수 있다.  
공공장소에는 반듯이 착용해야 한다던지 또 어떠한 상황에서는 꼭 필요에 착용해야 한다던지
말이다. 미국정부에서 마스크착용하듯이 클로로퀸하고 아지트로마이신도 자유로 선택할 수
있게 한뒤 결과는 자신이 책임지게 하면 된다. 처방제로 귀정하면 사람들이 먹을 수도 만질 수도
없다. 이것 또한 일종의 살인으로 볼 수 있다. 들은 말에 의하면 반응이 아주 좋다고 했다.

我，郭文貴，從爆料革命到今天，我從來沒說過羥氯喹是幹什麼的。因為這事
太大了。昨天和前天，我第一次，文字性報告。我建議，是他們問我的意見，
我說，第一個說羥氯喹管用的，是我們的路德訪談。我說美國政府應該幹什麼，
（要把）羥氯喹從處方藥變成非處方藥。只要不是處方藥，就給了美國老百姓
一個選擇，就像戴不戴口罩一樣，你可以選擇戴口罩，你可以選擇不戴口罩。
但是，看在什麼條件下，公共場合下你必須戴口罩，有些情況下你必須戴口罩。
那麼，如果美國政府說，你就像戴口罩和不戴口罩一樣，你可以選擇你吃不吃
羥氯喹。你要吃羥氯喹、阿奇黴素，是你的選擇，後果自負。但你不能變成處
方藥，大家吃不著，摸不著。你這是變相殺人吶。聽說（這個提議）反響很好。



CCP Virus Numbers

12,664,350 Cases

563,691 Deaths



“

모든 것은 이미 시작

되었습니다



다시보기
https://gnews.org/zh-hant/262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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