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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려진 홍콩 컨테이너 항구



• 参议员霍利推出“台湾防御法案”

• 班农：当前世界矛盾都是由中国所鼓动及支持的
• Twitter关闭17万个中共水军账户

• 조쉬 홀리 상원의원은 “대만 방위법안”을 발의했다.
• 스티브 배넌: 전세계 모든 혼란이 중국 공산당에 의해 선

동되고 야기된 것이다.
• 트위터, 중국정부 선전전 계정 17만개 삭제 

今日要點
- 오늘의 주요뉴스 -



1. 郝海东叶钊颖夫妇接受华尔街日报采访时再次强调：中共
体制造成了人性的泯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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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오하이둥과 예자오잉은 월스트리트저널(WSJ)과의 인터
뷰에 중국 공산당의 체제는 인류를 부식시킨다고 재차 강조
했다.  



2. 班农先生在战斗室介绍新中国联邦。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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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티브 배넌은 온라인 방송 “워룸”에서 신중국연방에 대해 소
개했다. 



3. 班农：当前世界的一切主要混乱，包括疫情、经济危机、
骚乱等都是中共鼓动和资助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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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티브 배넌: 현재 세계에서 전염병, 경제 위기, 소란 등을 포
함하는 주요 혼란이 모두 다 중국공산당이 선동하고 야기되
는 것이다. 



4. 参议员霍利推出《台湾防御法案》：我们必须要阻止中共
在亚太地区的霸权主义行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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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쉬 홀리 상원의원은 ʻ대만 방위법안’을 제출한다: 중국 공산
당은 우리의 아시아 동맹국들과 파트너들뿐만 아니라 그 나라
에서 일하는 미국인들의 삶과 생계에 용납할 수 없는 위협을 
가한다. 우리는 그것이 일어나도록 내버려 두어서는 안 된다. 



5. 参议员霍利提起《台湾防御法案》确保一旦中共进攻台湾
，美国立即出兵保卫台湾。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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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홀리 상원의원은 대만방위법안을 발의하여 중국공산당이 대
만을 침략할 경우에 미국은 즉시 대만에 출병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6. 佛洛依德感染了中共病毒，体内有芬太尼，身上还有20美
元假钞。纽约时报并未报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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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에서 백인 경찰의 과잉 진압으로 숨진 흑인 남성 조지 플로
이드는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된인 몸속에 펜타닐을 검출되었
으며, 20달러짜리 위조지폐를 주머니에 넣고 있었다. 뉴욕타임
스는 이를 외면하고 보도하지 않았다. 



7. Twitter关闭17万个中共水军账户，它们针对中共病毒、香
港抗议活动等主题发布不实信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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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위터는 17만개의 중국공산당 선전전 계정을 삭제했다. 코로
나 바이러스, 홍콩항의 등과 같은 주제에 대해 허위정보를 퍼뜨
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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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콩의 몰락! 홍콩에서 가장 핵심적이고 번창하던 컨테이너
항구가 현재 텅텅 비어버렸다 

8. 香港成为“臭港”！香港曾经最核心最繁忙的货柜码头现今
空空荡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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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河北曲阳县城管以执法之名强抢花店商品，在被店主斥责‘

强盗’后恼羞成怒，用花盆猛扣店铺老板的头部。

• 허베이성 취양(曲阳县)현에서는 청관(城管,도시관리팀)이 
법을 집행한다는 명의로 꽃집의 제품을 약탈하던 중 꽃집주인
이 “강도”라고 질타하자 부끄럽고 분한 나머지 화분으로 꽃집
주인의 머리를 내리쳤다. 



秘密国际翻译组 •上天造-灭疫组

10.北京市昌平区多个被强拆小区业主聚集抗议：捍卫宪法，保
卫家园。

• 북경시 창평구에 위치한 여러 강제철거당한 주택단지주민들은 
단체로 모여 “헌법을 수호하고, 고향을 지키자.(일명 헌법수호,
가원보위)”라고 항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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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摆地摊为了糊口！政府一度大力推广的地摊经济，在民众
投资后却被叫停。百姓抗议：我们要生存！

• “노점”은 생존을 위해서다! 정부는 한동안 ʻ노점이코노미’를 적
극 추진하여 국민들이 돈을 투자하게 한 뒤 다시금 노점상을 단
속하였다. 백성들은 “우리들은 살아야 한다”를 외치며 항의하
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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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国内记者采访内蒙电力乱收费问题，3名记者被扣留，直
至素材删除才予以放行。

• 내몽골전기회사의 불법요금수취상황을 취재하던 3명의 기자가 
불법구금되여 사진과 영상등을 삭제한 후에야 비로소 석방되였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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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一段老师暴打学生的视频引起热议，即便是现在这种现象
还普遍存在于中国的学校里。

• 교사가 학생을 폭행하는 동영상이 인터넷을 뜨겁게 달구고 있
다. 현재도 이런 현상은 중국 학교에서 흔한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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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南方多省洪灾，重庆，桂林以及广西多地街道变江河。

• 중국 남부에 위치한 수많은 지역들이 심한 홍수 피해를 입었다 
충칭,(重庆) 구이린（桂林） 및 광시성（广西）의 많은 지역
의 거리가 모두 강으로 변해버렸다. 



一切都已經開始
모든 것이 이미 시작되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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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youtu.be/CJfmhKEu8Qk
https://youtu.be/ygXGbRTWyUk
https://youtu.be/ygXGbRTWyUk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