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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대륙

1.6 월 30 일, 중국공산당의 꼭두각시

정권은 홍콩의 “국가안보법” 을

통과시켰으며, 홍콩은 하나의 국가, 

두개의 제도 및 50 년 불변의 조약을

완전히 찢어버렸다. 중공한테 민감한

기술을 도난당할 위험을 피하기 위해

미국은 중공의 홍콩자치 위반을 비난하고

자유 무역 지역으로서의 지위를 취소했다. 

중공은 드디여 홍콩을 악취풍기는 항구로

바꾸는 데 성공했다. 

6月30日中共偽政權通過了香港《國安

法》，完全撕毀了香港一國兩制50年不變

的條約。美國為了避免繼續承擔敏感技術

被中共竊取的風險，並譴責中共侵害香港

的自治權，取消香港自貿區地位。中共這

次終於如願以償的把香港變成臭港。



중국대륙
2.중국 공산당 외교 전랑 (戰狼) : (1) 중공의 기자

대표 후시진은 베이징 정부가 홍콩 혁명에 대한

미국의 지지를 무시한다고 떠벌렸다. (2) 중공의

외교부 대변인 조리젠은 인터넷 만리장성 안에서

미국이 홍콩의 내부 문제를 간섭했다고 날뛰었다. 

이는 중공이 미국에 대해 아무런 조치도 취할수

없음을 더욱더 드러내고 있다.(3)중공이

홍콩문제에 있어서 카드를 다 쓴와중에 미국

공무원에 대한 비자 제한이라는 우스운 대안을

내놨다. 미국 공무원은 중공국에 뇌물로 받은

돈과 여자를 숨기지 않았기 때문이다.

中共外交戰狼：(1)叼盤俠胡一邊自說自話北京政府無視

美國支持香港時代革命；(2)另外一邊中共口炮發言部部

長趙立堅開始表演潑婦式罵街，站在高牆裏強烈指責美

國干涉中共國香港事務內政，此舉更是毫無保留暴露出

中共政府對美國無計可施的事實；(3)中共與美國在香港

問題上無牌可打之際，竟拋出限制美方人員來中共簽證

的可笑招數。美國官員可是沒有賄賂來的錢和情婦藏在

中共國的。



중국대륙

3.장관입니다! 산샤 댐은 올해 처음으로

홍수를 방출했다. 모든 발전기가 작동하고

있다.

壯觀！三峽工程今年首次泄洪，機組接

近滿發。



중국대륙

4.중국의 극단의 이상기후는 중공의

통치에 사람과 신이 다 분노했다는

증거이다. (1) 베이징에서 열린 량회

오후의 개막식에서 갑자기 하늘이 까만

구름으로 뒤덮인데이어 6 월 28 일

베이징의 다싱 지구에 1 인치 두께의

우박이 내렸다. (2) 6 월 29 일, 신장의

바얀 불락 초원에 밤새 눈이 내렸다.  (3) 

6 월 29 일 칼라 준에서 눈이 내려

운전자는 집에 갈수조차 없었다.

種種極端的天氣異象，都在暗示中共極權

統治早已天怒人怨：(1)北京在繼兩會下午

開幕時突然天黑後，6月28日北京大興區

又天降了一寸厚的冰雹；(2)6月29號，新

疆巴音布魯克大草原昨晚下了一夜的雪；

(3)6月29號的喀拉峻（音譯）下雪了，司

機都回不了家了。



중국대륙
5.잦은 극심한 날씨로 인한 식량 위기는 중국

공산당 생계의 불가피한 문제가 될것이다 : (1) 

2020 년 6 월 29 일, 화창한 날씨여야 할

신장의 바얀 불락 대초원은 한여름에 눈이

펑펑 내렸다. 모든 녹색 초목을 덮어 여름철의

개시는 실패했고 이는 신장의 가축 산업에

타격을 주었다. (2) 6 월 29 일 5시 10 분에서

8 시 30 분 경, 중국 공산당의 주요 곡물 생산

기지 인 길림성 슐란 타이핑 지역은 농작물이

한창 자라는 시기에 우박이 쏟아졌다. 작물의

풍년은 물거품이 되고 , 상반기에 농민들의

노력은 헛고생이 되었다. 

因頻發的極端異常天氣所導致的糧食危機現已成為了中共國不

可避免的民生問題：(1)2020年6月29日,本應是艷陽高照天，可新

疆的巴音布魯克大草原卻夏雪飄飄，覆蓋住了所有的綠色植被，

讓牧群無草可食。又一次夏季災難，對新疆地區的畜牧業可謂

是滅頂的打擊；(2)6月29日5點10分到8點半左右，吉林市舒蘭作

為中共國主要的糧食生產基地，在正值農作物生長的季節，天

降冰雹將糧食的豐收化為泡影，上半年農民的辛勤勞動成果全

都白費了。



중국대륙

6.팬데믹 상황하의 강제 철거 : (1) 2020 년 6 월 28 

일 산동성 신현에서 발생한 강제 철거.  류 쟈이

산동성 성위서기 는 6 월 27 일 연설에서 철거는

마을 사람들의 소원을 존중하고 농민들에게 혜택을

주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6 월 28 일, 

수십명의 사람들로 구성된 철거팀은 심야를

이용하여 산동성 징현리 장황 마을에서 폭력으로

강제 철거를 시작하여 주민들에게 테러 분위기를

조성했다. (2) 백성들이 강제 철거를 당하고 살

곳이조차 없어지다. 여자는 울며 하소연하였다. 

우리는 살 곳이 없어졌어요. 우리 집은 다른

사람들이 강점해서 살 곳도 없고 장사도 할수가

없어요!

疫情下的強拆：(1)2020年6月28日山東莘縣暴力強拆。山

東省省委書記劉家義6月27日講話稱：拆遷要尊重村民意

願，為農民造福。但6月28日幾十人組成的拆遷隊趁著半

夜，在山東菁縣李莊村對村民們開始偷襲式暴力強拆，

制造恐怖氛圍；(2)強拆老百姓房屋，被逼沒有地方住。

女哭訴：沒有地方住了，我們的家給別人霸佔了，我們

沒有地方住了！我們沒有生意做了！



중국대륙

7.중국 공산당 하에서 사람들의 비참한 삶 : (1) 6 월

29 일, 펑황 성에 있는 아주머니의 상점이

침수되었지만, 운 좋게도 물건들이 제시간에

구제되었다. (2) 폭우에 침수된 우한의 거리에서

시민들이 우한시 당위서기 왕중린의 차를 가로막고

불만을 호소했다. 왕중린을 현장에서 탈출시키기

위해 경비원들은 계속해서 사람들을 밀쳤고

왕중린은 끝내 차에서 내리지 않고 빠져나갔다. 

이것이 백성들의 삶과 죽음에 무관심한 중국

공산당 관원들의 민낯이다. (3)광시 부수지역의

폭력적인 법 집행하며 마스크를 쓰지 않은 죄에

더해 1등급이다.

中共治下老百姓的悲慘生活：(1)6月29日鳳凰古城大媽

店鋪被淹，還好貨物被及時搶救；(2)在下著瓢潑大雨的

武漢街頭，一眾市民打傘在馬路中間圍住武漢市委書記

王忠林的轎車喊冤，為了讓王忠林脫身現場不斷有保安

拉扯圍車市民，作為衣食父母官的王忠林無動於衷，根

本沒有下車體恤民情，而是徑直開車走了。這就是中共

官員不管人民死活的嘴臉；(3)廣西扶綏暴力執法，沒戴

口罩罪加一等。



홍콩
8.홍콩 보안법에 관한 크리스 패튼 (Chris Patten) 

(전 홍콩 주지사) 의 관점: 그들이 말하는

대부분의 것은 실제로는 (홍콩 법에 의해 정의 된) 

불법입니다.  홍콩의 법률에 따르면, 귀하는 범죄

조례를 통과 할 수 있으며, 다른 법률을 취하고

불법으로 된 다른 법률을 통해 반역 범죄, 테러 및

반란에 대한 조장 등을 다룰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공은 인권과 국제 인권법에 대한 대부분의

사람들의 상식에 반하는 방법을 채택하기를

희망하기 때문에 중공의 희망에 따라 불법으로

만들지 않았습니다.

克裏斯·彭定康（前香港總督）談香港安全法：

他們談論的大多數事情實際上已經是(被香港法

律定義為)非法的。根據香港法律，你可以通過

犯罪條例，你可以走別的法，通過其他立法來

對付叛國罪以及恐怖主義和煽動叛亂等等，這

些已經被定為非法。但是他們並沒有按照中共

國的意願被定為非法，因為中共國希望能在人

權與國際人權法律上採取與大多數人的想法背

道而馳的方法。



국제뉴스

9.미국 정부는 홍콩은 항상 자유의 요새라고

말했다.  홍콩의 번영은 자유의 표지로서의

홍콩의 위치와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우리의 정책은 분명하고 중국 공산당에 대한

우리의 기대는 분명합니다.  중국 공산당은

영국에 대한 구체적인 약속을 했으며. ”중영

연합성명” 에서 전 세계에 대하여 구체적인

약속을 했습니다. 우리는 중국 공산당이

약속을 이행하기를 기대합니다.

우리는 중국 공산당이 약속을 지키고 홍콩

사람들이 계속 자유를 누리기를 바랍니다.  

따라서 홍콩의 번영이 세상이 부러워하는

세계의 일부가 되길 바랍니다.

美國国务院聲明：香港一直是自由的堡壘。香港的

繁榮與香港作為自由燈塔的地位緊密相連。 我們

的政策是明確的,我們對中國共產黨的期望是明確

的。中共國向英國作出了特定的承諾，她就中英聯

合宣言對世界作出了特定的承諾。我們期待中共國

履行承諾。我們希望中共國信守諾言,讓香港人繼

續享有自由。因此使香港繁榮成爲令人羨慕的世界

的一部分。



배너의 워룸 팬데믹
10.저는 중국이 공정한 나라라고 생각합니다. 나쁜 사람들은 벌을 받을 것이며, 좋은 사람들은 밝은 미래를 가질
것이고 자기의 가족이 강간되고 살해되는 걱정을 안해고 됩니다. 이 정권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만들어 전 세계를
감염시킨 다음 위협으로 사용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현명한 사람들은 중공국 뿐만 아니라 세계 어느 곳에서든
어떤 업종에 관계없이 평화로운 환경에서 열심히 일하고 인생을 즐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중국인들은 전쟁을
좋아하지 않으며 전혀 공격적이고 폭력적이지 않으며, 중국인들이 평화를 좋아하고 거주국에 더 큰 기여를 할 수
있음을 세상에 설명하고자합니다.  우리는 오랜 역사와 좋은 문화를 가지고 있으며, 어떤 국가도 자주적으로 공격
한 적이 없으며, 평화를 사랑하는 국제주의의 가치만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중공이 끊임없이 세계를 도전하고
위협하는 것을 싫어합니다. 우리는 중국인들이 가톨릭과 기독교와 같은 종교적 신앙의 자유를 가질 수 있고 모든
사람이 건전한 사법 제도 하에서 진정한 독립을 이룰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미국 사람들과 서구 세계는
중국인들이 미국과 세계에 도전하고 싶지 않다는 것을 이해하기를 희망하며, 우리는 서구 세계의 문명과
연결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은 신중국 연방의 꿈꾸는 미래입니다.

我想中國是一個公平的國家，壞人會得到懲罰，好人有美好的未來，人民不需要擔心自
己的親人被強姦，被謀殺。我不想這個政權製造冠狀病毒，傳染全世界，然後再以此作
為要挾。我希望在中共國，有智慧的人通過努力工作，不論從事何種行業，都可以享受
生活享受和平，不僅在中共國，在全世界任何地方都如此。中國人民不喜歡戰爭，沒有
那樣激進好鬥，想向全世界說明，中國人民是非常愛好和平的，也最終可以被證明他們
可以為居住國製造更大的貢獻。我們有悠久的歷史，良好的文化，從未主動攻擊過任何
一個國家，唯有愛好和平的國際主義價值觀，我們不喜歡中共在不斷挑戰，威脅全世界。
我們希望中國人民可以有天主教、基督教等宗教信仰的自由，可以在健全的司法體系下，
人人實現真正的獨立。我希望美國人民及西方世界瞭解中國人民並不想挑戰美國及全世
界，我們只想和西方世界的文明接軌，這就是新中國聯邦的願景。



궈원구이 선생
11.중국이 진정으로 페더레이션의 형태로 연방의 새중국을 설립하기를 희망합니다.  중요한
문제는 1인1표 입니다. 모든 국가 헌법과 국가 권력이든 불문하고,대만, 신장, 티베트 및 홍콩에
관계없이 1인1표 선거로 선출되어야 하며 국제 감독 및 국제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저는
결코 중국에서 군벌할거가 있으리라고 믿지 않습니다.  중국인의 지혜, 중국인의 부지런함, 
중국인의 부와 중국의 현재 엘리트의 힘은 공산당 없이도 가장 짧은 시간 안에 중국을 정상적인
세계와 정상적인 사회로 완전히 되돌릴 수 있습니다.  시민 사회는 시민을 개인으로 받아들이고
진정으로 1인1표의 투표로 선출되는 국가 권력의 헌법입니다.  이러한 만년 협약은 중국인들이
독립적인 법치와 신앙의 자유를 가질수 있게하고, 중국인들이 세계와 평화롭게 공존 할수있게
합니다.

就是希望中國真正的以聯邦形式，建立一個聯邦的新中國。關鍵問題要
一人一票，一人一票。所有的國家憲法、國家政權，一切要經過一人一
票選舉，不管是關於台灣、新疆、西藏和香港都要一人一票選舉出來，
而且是國際上在監督，國際上也認可。我絕不相信中國會有什麼軍閥割
據。中國人的智慧和中國人的勤勞和中國人的財富和中國現在的精英的
力量，完全可以在最短的時間，在沒有共產黨的時候，讓中國人一下子
回到一個正常的人間，正常的社會，公民社會，以公民為個體，真正的
一人一票選出的國家政權的憲法。讓中國人有獨立的法治和信仰自由，
讓中國人與世界上有和平共處的，這種千年協議。



CCP Virus Numbers

10,451,086 Cases

509,164 Deaths



“

모든 것은 이미 시작

되었습니다



다시보기
https://gnews.org/zh-hant/2518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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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gnews.org/zh-hant/251864/
http://gtv1.org/web/#/UserInfo/5e925b4ffa2c6f052d8f9812
https://apps.apple.com/us/app/g-tv/id149187275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