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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8월23 일 중국 공산당 관영 매체는 중공군이 8 월
24 일부터 9 월 30 일까지 발해와 남해에서 군사훈련
을 실시 할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최근 중공은 미국
폭격기 중국 동해지역 정찰에 대한 대응으로 대만 남
북측 주변에서 군사훈련을 실시했습니다. 중공 군부
는 남중국해로 발사한 중거리미사일은 미국을 겨냥
한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 국방장관 에스퍼는 매체
인터뷰 시 "중국군은 미군처럼 국가에 헌신하거나 헌
법을 따르는 군대가 아니라 중국 공산당을 위한 군대
"라고 비판했으며 미국 및 동맹국은 전면적 대응준비
가 되었다고 밝혔다.

8月23日中共官媒報導，中共軍方將於8月24至9月30日，在渤海和南
海演習。日前，中共已在台海南北兩端演練，以回應美轟炸機巡航東
海等區域。
中共向南海發射了數枚中程導彈，中共軍方消息人士稱，這是向美國
發出信號。
美國國防部長埃斯珀接受媒體採訪，埃斯珀指出，中共軍隊不像美國
軍隊那樣為國家服務，更不為憲法服務，而是為中國共產黨服務。
美防長聲稱，美國和盟友國家已做好全線戒備。



2. 전 대만 대통령 마잉주(馬英九)는 중국이
대만 공격시 “초전이 곧 종전”이라며
대만국민에게 충격적인 친공 공갈언론을
발표했다. 마잉주(馬英九)는 “중공은 믿을 만
하다”는 언론으로 대만 학자들로 스톡홀름
증후군 환자라는 비판을 받았다. 마잉주(馬英九)
는 북경 심리전에 배합하여 92공식(九二共識)을
재강조하였다. 마잉주(馬英九)의 “대만 전쟁몰고
올 것”이란 언론에 대해 차이잉원 (蔡英文 )
대통령은 인민의 위탁을 받아 나라를 리더하는
사람은 절대 현실적이지 안는 환상을 갖고
있어서 안되며 주권문제에서 아첨하거나
민주가치에 대한 침묵으로 평화를 바꿀수
있다고 착각하면 안된다고 밝혔다. 마잉주(馬英
九)의 언론으로 부터 그는 국제 및 양안관계
최신상태 전혀 파악 안 되어 있는 것이
분명하고 오히려 이런 언론이 더 가장
불안전한 것이다.



台灣前總統馬英九為中共代言，語出驚人，“首戰即
終戰”以大陸攻台恐嚇民眾。馬英九稱中共可信，招
致一些學者抨擊為斯德哥爾摩綜合症病人。馬英九還
重申了“九二共識”，配合北京攻心戰。台灣總統蔡
英文也針對馬英九批評她把國家推向戰爭邊緣回應說，
受人民託付領導國家的人，千萬不能抱著不切實際的
幻想，以為在主權議題上卑躬屈膝，或是對民主價值
保持沉默，就能換來所謂的和平。她說，馬英九的言
論，顯明他對於國際和兩岸情勢的最新動態毫無掌握，
其本身是最不安全的一種說法。



3.올해 11월, 스위스 국민은 한 법안 관련 국민투표를
진행할 예정인데 법안내용은 은행을 비롯한 스위스
기업은 반드시 해외업무 중 관련된 인권문제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이다. 그전 위키리크스에서
폭로한 내용에 따르면 중공 권위자가 스위스 은행에
보유한 계정이 약 5000여개이며 그중 2/3가
중앙관원 소유로 되어있다 . 중공관원의 탈퇴한
자금과 불법자금은 스위스 은행에 저축되어 있어,
만약 스위스의 제재조치에 중공관원에 대한
경제제재가 포함이 될 경우 중공에 대한 치명적인
타격이 될것이다.

今年11月，瑞士公民將對一項法律進行公投，該法要求包括銀行在內
的瑞士企業，必須為其海外業務中涉及侵犯人權行為負責。此前，維
基解密曝光內容指出，中共高官瑞士銀行大約有5000個賬戶，三分之
二是中共中央官員。由於瑞士金融銀行里，存放了大量中共官員的出
逃資金與贓款，如果瑞士的製裁舉措也包含了對中共官員的經濟制裁，
將成為中共的滅頂之災。



4.최근 몇 년간 중국내 사회모순이 격화되고
민 원 이 발발 하 여 일촉 즉 발 (一觸 即 發 )
상태이다 . 토지징발 강제철거 및 환경오염
문제로 광둥 (廣東 ),허베이 (河北 ),장시 (江
西),저장(浙江) 등 성에서 대규모 폭력에 대한
반항 사건이 발생했다. 공산 중국은 법의 명으로
사유재산을 임의로 박탈한다 .후난 (湖南 )성
레이양(耒陽)시에서 혼란스러운 폭력 강제철거
사건이 발생하여 많은 사람들이 모여
바라보며 “우리의 법은 어디에 있나? 당신이
이렇게 당하면 어떻게 할것인가?” 라며 말을
했다.
近年來，中國社會矛盾激化，民怨四起一觸即發。因徵地強拆，污染
問題，廣東、河北、江西、浙江等省發生多起群體性抗暴事件。
在中共國，私有財產被執法名義隨意剝奪。網傳湖南耒（lei)陽，暴力
“強拆”現場混亂，大批人員圍觀。“我們的法律在哪裡？如果這種
事落到你身上，你會什麼做？”



5.중공 소속인 화웨이(華為)는 전세계 제재를 받게
되었는데 회사 창립자 및 회장인 런정페이(任正非)
는 필살기를 꺼내어 “ 세계를 끌로 앞으로 가겠다는
호언을 발표하였다 . 화웨이의 반도체 자회사인
하이실리콘 (海思半导体 )은 5배의 높은 급여로 전
세계에서 반도체 그로벌 인재을 채용 하겠다고 밝혔다.
방화벽과 중공의 홍보로 인해 중국대륙 주민은
화 웨 이 (華為 ) 회 사 의 추 악 한 진 실 을 모 르 고
있 다 . 화 웨 이 ( 華 為 ) 입 사 는 조 폭 중 공 에
가입과 동일하며 유혹이 아무리 크다 한들 정체 가입시
결코 자유를 상실하게 될 것이고 심지어 목숨위협과
가족안전의 대가를 치러야 한다.
中共華為面臨被全球封殺，华为的缔造者和总裁任正非“再出大招”，
放出豪言“拖著世界往前走”，欲以5倍高薪招聘。華為海思全球範
圍內高薪招聘半導體國際人才。
由於防火牆和中共的宣傳，中國大陸很少有人意識到華為的醜陋真相。
这是一場正義與邪惡之間的戰爭，一定要看清魔鬼中共的嘴臉。進入
華為等於加入中共黑手黨，再大的誘惑當你進入體制內，你最終會失
去自由甚至威脅你的生命以至你家人的安全。



6.중공은 네이멍구 (內蒙古 )등 6개성에서
소수민족 언어 수강 금지령을 실시 하였는데
이런 정책은 민족문화를 멸절 (滅絕 )하는
것이라고 비난을 받고 있다. 최근 네이멍구(內
蒙古) 시민이 위챗(微信) 단톡방에서 몽골어
수강금지 관련 내용을 논의 함으로 단톡방
강제차단 및 경찰에 강압적으로 체포 당한
사건이 발생했다 . 중공의 이런 행동은
몽골민족에 대한 문화멸절 정책이 분명하다.

中共禁止內蒙古等6省用少數民族語言授課，中共的該行為，
被指是實行民族文化滅絕。近期，內蒙古微信群有人熱議有
關停止蒙古語授課，被公安封群抓人。中共政府此舉明顯是
要對蒙古民族實行文化滅覺政策。



7.백년일우의 특대홍수로 인해 러산대불(乐
山大佛 ) 발등까지 잠겼다 . 홍수재해로
쓰촨(四川) 여러지역이 물바다가 되였고
백성들은 생활유지가 어렵다 . 이런
곤란시절에 인민정부라고 자부하는 중공은
외국에 대폭 자금지원을 하고 국민에 대한
지원은 없다.

百年一遇特大洪水，水淹大佛腳。四川地區受到大面積的洪
澇災害，放眼望去一片汪洋，百姓生活毀於一旦。唯不見自
稱人民的政府施以援手。在困難時刻，中共用大量資金幫助
其它國家，卻沒錢幫助自己的百姓！



8.국 가 안 보 위 협 으 로 미 국 정 부 는
틱톡 (TikTok)의 미국 내 운영을 금지할
계획이다. 미국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 척
슈머 (Chuck Schumer) 는 틱톡은 중국
공산당 법령에 통제되어 중국정부에 필요한
데이터를 공유할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 인터넷 기업 바이트댄스
소속인 틱톡(TikTok)은 미국 국가안보의
위협이 되고 있다며 여러번 밝혔다.
出於安全考慮，美國政府計劃禁止抖音（TikTok）在美國運營。美國
參議院民主黨領袖查克·舒默（Chuck Schumer）表示：“在中國，抖
音受到中國共產黨法律的約束，很可能將所需要的數據移交給他們的
政府（中共）。川普曾多次表示，中國互聯網企業字節跳動旗下的抖
音因為與中國的關係，對美國國家安全構成了威脅。



9.중공 외교부장 왕이(王毅) 유럽 5개국
순방시 독일연방 의원 가이드 옌센 (Gyde

Jensen)은 독일은 홍콩 문제에 대해 중공에
양보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여러 기타
의원들도 트위터에 유사한 의견을 올렸다.

針對中共外長王毅歐洲五國之行，德國聯邦議員
顏森女士認為，德國在香港問題上不能向中共讓
步。多位議員也在發推文表示相似的看法。



10. (WION ， 8/22) 홍 콩 고 등 법 원 은
국가안전법에 근거로 첫 기소자 23세 남성
통잉킷 (唐英傑 )에 대한 석방 요구를
기 각 했 다 . 중 국 이 강 행 한 신
홍콩국가보안법에 따라 국가 분열을
선동하고 테러활동을 했다는 이유로
기소됐다.

（WION，8/22）香港高等法院駁回了釋放首位根據國
家安全法在中共國香港被控告人员的請求。
在裁決中，法院拒絕了對23歲男子唐英傑的釋放申請。
根據中國強加的香港新國家安全法，唐被控煽動分裂
主義和恐怖主義。



11. (궈원구이 8/22) 삼샤댐이 무너지면 4 천만에서 1
억 명이 재난과 위험으로 목숨을 잃을 수 있습니다.
내년에는 중국 전지역에 큰 기근이있을 것이라고
100 % 확신합니다. 의심 할 여지가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중국공산당이 지금 왜서 삼샤댐을 건설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발전소를위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거대한 폭탄을 만들어 세계와 중국에 떨어
뜨리고 있습니다 . 또한이 지역에 3 개의 원자력
발전소가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 이것이
그들이 세계에 가져다주는 가장 큰 위험입니다 .
중국인들이 기근을 겪었을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핵무기 문제에 봉착했을 수도 있습니다 . 세계와
미국은 코로나 바이러스 이후 같은 문제가
없어야하며 진실을 알야야할 필요가 있습니다 .
당신은 바이러스에 감염되었지만 진실을 모릅니다.
이제 미국인들은 중공 충칭과 삼샤댐의 실제 상황에
대해물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 삼협댐이 무너지면
세계, 아시아, 주변국에 얼마나 위험할까요? 일본,
인도 , 모든 국가도 있습니다 . 그래서 무조건
행동,행동,행동이 필요합니다.



(郭文貴, 8/22)如果三峽大壩垮塌，可能造成四千萬人
甚至一億人在禍端和危險中喪生。我100％確信，明年
整個中國都是大饑荒。毫無疑問。
這就是為什麽現在中共建了三峽大壩。是為了電站的
利益。但是他們正在制造一顆巨大的炸彈，並將其投
放給世界，投放給中國。另外不要忘記，在該地區有
三個核電站，這是他們給世界帶來的最大危險。不僅
中國人遭遇饑荒，全世界可能會因為核武器而遇到麻
煩。
世界和美國需要了解真相，不要在冠狀病毒後出現相
同的問題。你正在感染病毒，但你不知道真相。現在
美國人需要問中共重慶和三峽大壩的實際情況。如果
三峽大壩潰壩，對世界、亞洲以及鄰國的危險有多大。
還有日本、印度、每個國家。这就要求必須行動行動
行動。



12. (8/23) 법무부 문서 , 100 % 혁명의
사실을 확증 . 북한도 팔아요 .궈원구이의
삶은 북한 전체와 중국 공산당이 체포하는
미국의 소위 "비밀 요원", 수 천억 달러의
자산 , 마카오 카지노의 몇 가지 주요
라이센스입니다. 그리고 월스트리트에는 몇
조 달러짜리 건물들이 있습니다 . 당시
로비스트는 막 선출 된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었습니다 . 로비스트로는 중국
시진핑 사무 총장, 왕 치산 부통령, 멍 젠주
정치 법률위원회 비서, 중국 공안부 차관,
안보부 장관, 안보부 차관, 순리 준, 홍콩
정부 캐리 람, 홍콩 법무부 장관, Li Jiachao,
홍콩 보안 장관. 이것이 중국 역사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8/23）司法部的文件，100%地佐證了爆料革
命所講的事實。連北朝鮮都賣。郭文貴的這條命
是北朝鮮整個國家，加上所有中共在抓捕的美國
的所謂的在中共的“特務”以及上千億美元資產，
和澳門賭場的幾大牌照。然後華爾街幾個上萬億
美元的大佬。然後遊說的是美國川普總統，當時
剛剛當選。遊說者，中國習近平總書記和國家副
主席王岐山、政法委書記孟建柱、中國公安部副
部長、安全部長、安全部副部長，還有孫立軍，
還有香港政府林鄭月娥、香港律政司司長、香港
保安局局長李家超。你說這中國歷史上有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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