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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5일 코로나19 주요뉴스 



Mr. Guo Wengui & Mr. Steve Bannon declared the 

establishment of the New Federal State of China

궈윈구이(Mr.Miles Guo)와 스티브 배넌(Mr.Stephen K. Bannon) 은  
뉴욕에서 신중국연방의 성립을 선언했다.

https://media.discordapp.net/attach

ments/715998214808928318/7186
38645216673882/aabb4549-b6f0-
4e76-89ae-25d9c9479ad4.png



今日要點
- 오늘의 주요뉴스 -

• 英美计划为港人敞开国门
• 郭文贵先生与班农先生在纽约宣布新中国联邦成立
• 著名球星郝海东先生宣读新中国联邦宣言

• 영 미 양국에서 홍콩이민을 대거 받아 들일 계획이다.
• 궈윈구이(Mr.Miles Guo)와 스티브 배넌(Mr.Stephen K. 

Bannon) 은  뉴욕에서 신중국연방의 성립을 선언했다.
• 중국 축구 스타 하오하이둥이  신중국연방선언을 낭독하였다.  



1. 英国前军情六处局长称：中共病毒并非源于自然界，而是
源于实验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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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국 전前 비밀정보부(M16)부장은 ”코로나바이러스는 자연
이 아닌 실험실에서 발원하였다“고 말했다.  



2. 在美国很多地区，示威游行趋于理智，警察与示威者没有
冲突，甚至出现令人感动的时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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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의 많은 지역에서의 시위는   경찰과의 충돌이 없는 이성
적이고 평화로운 시위였다. 심지어 감동적인 장면까지 등장하
였다. 



3. 蓬佩奥呼吁全球证交所对上市中企收紧监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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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美 마이크 품페이오 장관은 글로벌 증권거래소에 중국 기업
에 대한 상장규정을 강화할것을 호소했다. 



4. 澳大利亚以国家安全原因收紧外国投资法，此举意在遏制
中共扩张渗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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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 공산당의 침투 확대를 억제하기 위해 호주는 국가 안전
문제를 말미암아  외국인 투자법을 강화했다. 



5. 近日美国，英国为香港人敞开国门，接受那些受到中共迫
害的港人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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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영 미 양국은  중국 공산당의 박해로 고통받고 있는  홍콩
인들의 이민을 대거 받아들일  계획이다. 



6. 6月4日白宫发言人承诺永远向世界讲述六四大屠杀的故事
，永远铭记血腥之夜和天安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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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월 4일, 백악관 대변인은 “천안문 학살사건을 끝까지 전세
계에  전할 것이며  피로 물든 천안문 광장의 밤을 영원히 잊
지 않겠다”고 약속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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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中共的倒行逆施，投毒世界，毁掉了中国经济，现在又用
谎言推行地摊经济。

• 중국공산당은  코로나바이러스를  전 세계에 퍼뜨렸고   극악무
도한  행위로  중국경제에 큰 피해를 입혔음에도 부족해 “악마
의 유혹"으로 “노점 이코노믹”을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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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中共极力抹掉一切与六四有关的元素，连64元都无法电子
支付。

• 중국공산당은  6·4운동(천안문사건)과 관계된 모든 요소를 
모조리 제거하고 있다, 심지어“64원”(휴대폰온라인지불)조
차 지불할수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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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港人突破种种限制，聚集维园，悼念六四31年周年。

• 홍콩 정부의 불허에도 불구하고 4일 밤 홍콩 빅토리아 공
원에서 '천안문(天安門) 사태' 31주년을 추모하는 촛불 집
회가 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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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1年来香港的六四活动从未中断，并且一直是全球最大规
模。

• 31년간 홍콩에서의 6.4천안문사태 추모 집회는 한번도  멈춘적
이 없었으며 전세계에서도 최대규모를 차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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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6月3日纽约时间下午7点37分，郭文贵先生与班农先生在
美国纽约宣布，新中国联邦成立。

• 6월3일 뉴욕시간 오후 7시37분 궈윈구이(Mr.Miles Guo)와 
스티브 배넌(Mr.Stephen K. Bannon) 은  뉴욕에서 신중국
연방의 성립을 선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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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新中国联邦宣言由著名足球运动员郝海东先生宣读。据海
东先生称，这一刻是他人生中最激动的时刻。

• 중국 축구 스타인 하오하이둥이 신중국연방선언을 낭독하였다  
그는 “이 순간이 인생에서 가장 설렌 순간이였다”고  감개무량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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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郝海东先生宣读新中国宣言引起国内外媒体报道。纽约时
报，路透社等英美法德媒体纷纷报道。

• 하오하이둥의 신중국연방선언문을 낭독하는 모습은  뉴욕타임
스, 로이터 등 해외 언론과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등 다양한 
언론에서 대대적으로 보도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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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微信指数关于“郝海东”的搜索量一天内暴涨2148.3%，6

月4日搜索指数为高达987万。

• 위챗 지수에 따르면 '하오하이동' 에 대한 검색은 하루 만에 
2148.3% 증가했고  6월 4일 당일에는 987만 건에 달했다. 



秘密国际翻译组 •上天造-灭疫组

15.郝海东先生微博账号当天被中共当局停封，郝海东三个字
也成了敏感词。

• 하오하이둥의 웨이보(중국SNS)계정은 6월4일 당일 중공당
국에 의해 삭제되였으며 심지어 그의 이름마저 “민감한 단
어”로  분류되여 “키워드 검열"대상이 되었다. 



一切都已經開始
  모든 것이 이미 시작되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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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youtu.be/CJfmhKEu8Qk
https://www.youtube.com/watch?v=jZaF2amrh2s&feature=push-u-sub&attr_tag=eDK_6m4msfo_Rg17%3A6
https://www.youtube.com/watch?v=jZaF2amrh2s&feature=push-u-sub&attr_tag=eDK_6m4msfo_Rg17%3A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