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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대륙

1.중국 공산당의 선전기구: (1) 

글로벌 타임즈 (環球時報) 7월4일의

보도: 미국이 홍콩에 이렇게 할

경우, 14억의 중국인들은 끝까지

미국하고 싸울 것이다. 

CCP(중국공산당)는 멸종 위기에

처해 있지만 14억의 중국국민을

자기전차에 묶어 납치했다. 

(2)후시진(胡錫進)은 러시아가 중국

토지를 점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받아 들여야한다는 글을 WeChat에

올렸다.

中共宣傳機構：

(1)環球時報昨日

發文：美國要是

敢對香港這樣做，

那14億中國人民

一定奉陪到底。

中共到了滅亡的

邊緣，卻又將14

億中國老百姓綁

架於其戰車上；

(2)胡錫進微信發

文稱：要中國人

接受俄羅斯佔領

屬於中國土地的

事實。



중국대륙

2.영국 수상은 화웨이(華為)가 잠재적인

적대적 나라의 공급 업체이라고 그의

입장을 다시한번 강조했다. 국가 핵심

기초시설이 어떠 식을로도 잠재적인

적대적 국가 공급 업체의 제어위험을

받어서는 안 된다.

英國首相對華為5G再表態，稱華為

是潛在敵國供應商。不希望看到國

家關鍵的基礎設施存在以任何方式

被潛在敵對國家供應商控制的風險。



중국대륙
3.세계 인구 백서(白皮書)에 따르면 지난 20 년

동안 약 1.4억 명의 소녀가 사라졌고 그 중

CCP와 인도가 80 % 이상을 차지했다. 그러나

People 's Daily(人民日報海外版-海外網)의

블로그에서는 인도 및 기타 아시아 국가로

보도 하여 CCP라는 국가를 보도하지 않았다.

世界人口白皮書稱：近20年約1.4億女孩“消失”，

中共國與印度占八成以上。而人民日報海外版-海外

網的微博發文卻用印度等亞洲國家代替，中共國不

翼而飛



중국대륙

4.돌발사건: 러시아에서는 455%의

석유수출 비용을 추가 할 예정이다!  

그리고 7월에 중국으로 350 만 톤 증가

수출 할 계획이며, 결국 중국 국민들이

모든것을 지불하게 될것이다.

突發，俄羅斯石油出口擬加收455%費用！並計劃7

月份對中共國出口增至350萬噸，最後還是中國老百

姓買單。



중국대륙

5.러시아 주재 중국 대사관은 웨이보(미니

블로그)를 통해 블라디보스토크

(Vladivostok)도시 창립 160 주년을

축하한다는 말을 올렸다. 일부 네티즌들은

"중국러시아베이징조약"에 따르면

러시아가 중국의 두만강 해양 유입구역을

돌려 보내야한다고 했다. 러시아 주재

중국 대사관의 댓글: 허튼 소리 하지 마라.
俄羅斯駐華大使館發微博慶祝符拉迪沃斯托克建

城160周年，有網友回帖稱按照《中俄北京條約》

規定，俄羅斯應該歸還中國圖們江入海口的土地。

俄羅斯駐華大使館回帖：少廢話。



중국대륙

6.베이징 코로나 바이러스 상황: (1) 

7월4일부터 위험이 낮은 지역의

인원들은 음성 판정이 없어도 베이징

떠날수 있다. (2) 베이징 시징산 완다

플라자(石景山萬達廣場)에 폐쇄 조치를

취했다.

北京疫情：(1)7月4日開始，北京低風險地區

人員出京無需陰性證明；(2)北京·石景山萬達

廣場被封鎖。



중국대륙
7. 2020 경자년의 비상적인 날씨와 삶: (1) 7월2일 7시54분 양쯔강

수자원위원회 수문국(長江水利委員會水文局)은 오강(烏江), 양쯔강

상류에있는 삼협 저수지 와 성릉기(城陵磯河段) 지역에 대해 블루

홍수 경보를 발령해 후베이(湖北), 후난(湖南)과 충칭(重慶) 해안을

따라 관련된 기업체 와 시민들이 예방 조치에 기울이라고 경고하자

당일 오후 14:00에 삼협의 물을 방출하여 그의 속도는 초당 35,600 

입방 미터였다. (2) 2020년7월2일, 내몽골 치펑시(內蒙古赤峰市)에서

산 홍수가 발생했다. (3) 허난성 뤄양(河南洛陽)은 물에 잠기면서 많은

차량이 침수되었다. (4) 홍수 중에서도 음식을 배달한다! 하루라도

쉬면 다음 날에 쓸 돈이 없기때문이다! (5) 7월1일, 쿤밍

관두(昆明官渡區雙橋村)지역 물바다가 되었으며 시민들의 외출은

대나무 뗏목에 의존한다. (6) 7월2일 오전 9시경, 충칭의

첨단기술개발구역에서 산사태가 발생하여 공장 건물이 무너져 많은

사람들이 묻혔다. 현재까지 5명이 구조가 됬고 2명이 실종됐다. (7) 

7월2일, 산시성 타이위안시(山西省太原)의 네티즌들은 "펜헤

강(汾河)으로 직접 배출되는 다량의 오염 된 폐수가 많이있다"고 글을

올렸다. 또한 이 곳에 지나갈 때마다 역겨운 냄새가 풍겨 와 질식

할것만 같았다.

2020庚子年天氣異常，生活異常：(1)7月2日7時54分，長江水利委員

會水文局發布烏江，長江上游三峽水庫區，城陵磯河段洪水藍色預

警，提醒湖北，湖南，重慶沿岸有關單位和公眾注意防範，7月2日14

時，三峽下泄流量35600立方米每秒；(2)2020年7月2日，內蒙古赤峰

市暴發山洪；(3)河南洛陽內澇，許多車輛被淹；(4)在洪水中送外賣！

因為只要一天不幹，第二天就沒錢花！(5)7月1日，昆明官渡區雙橋

村已成滇池，老百姓出門靠竹筏；(6)7月2日早上9點左右，重慶高新

區突發山體滑坡，壓垮廠房，多人被埋，到現在為止已搜救出5人，

2人失聯；(7)7月2日，山西省太原市網友發文稱：“有大量污染嚴重

的廢水直排汾河。”網友稱路過此地還有一股窒息、令人作嘔的感

覺。



홍콩
8.홍콩, 우리의 예루살렘!  (1) 영국은 수요일 BNO (영국해외역권)를 소지한 홍콩인에게 거주권을

풀어준다고 발표했다. 이에 대해 중국 외무부 대변인 인 자오 리지 안(趙立堅) 은 목요일에 영국을 비판하고

추가 반응을 할 권리를 보유 할 것이라고 밝혔다 : "다시한번 예기하지만, 홍콩 문제는 중국의 내부

문제이며, 외국에서 간섭 할 권리가 없다. 중국 정부는 국가의 주권과 안보를 유지하며, 국가 이익을

발전하는 결정은 흔들리지 않는다."  (2)  CCP 미디어 신화 넷(新華網)에서 홍콩의 국가 안보 법률 시스템과

집행 제도는 세계에서 가장 건전한지 않고 제일 박약한 지역 중 하나라고 발표하였다. 하지만 CCP는

속옷조차 입지 않고 부끄러운 줄 모른다.

香港，我們的耶路撒冷！(1)英國週三宣布放寬持

BNO（英國海外護照）港人居英權，對此中國外

交部發言人趙立堅週四批評英國並稱會保留作出

進一步反應的權利：“中方重申，香港事務是中

國內政，任何外國無權干涉，中國政府維護國家

主權安全，發展利益決心堅定不移”；(2)中共黨

媒新華網發文，稱香港是世界範圍內維護國家安

全法律制度和執行機制最不健全、維護國家安全

制度體系最薄弱的地區之一。中共已經無恥到了

連內褲都不要的地步了。



국제뉴스
9. One America News Network: 전 세계에서 CCP가

홍콩에 대한 새로운 국가안보법을 비난 할 때,  미국

화교들은 CCP 대사관 앞에 모여 CCP를 항의했다. 'One 

America News Network'기자 스티븐 클라인 (Stephen 

Klein)은 워싱턴에 관한 많은 뉴스들을 보도 했다. "지금

저는 워싱턴 주재 중국 대사관 앞에 서 있습니다, 뒤에는

많은 중국계 미국인들이 모여 CCP당국에 대해 항의하고

공산당은 CCP바이러스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촉구합니다.

"CCP정부는 그들의 행위에 책임을 져야한다" 라며

항의자들은 중국공산당이 바이러스에 대한 잘못된 조치로

인해 결국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 바이러스를 일으켰다고

심각성을 강조하였다. 이것이 인류에 대한 범죄이다. 중국계

미국인 시위자들은 중국 공산당 더러 책임 지기 위해

그들은 미국과 트럼프 정부와 함께 서 있다. "우리는 일어

나서 미국국민들과 함께 CCP를 물리 치자."

One America News Network：當全世界譴責中共國針對香港的新國家

安全法的時候，美華人抗議者聚集在中共國大使館前抗議共產黨。

‘One America News Network’記者斯蒂芬 • 克萊因有更多的來自

華盛頓的報道。“我站在中共國駐華盛頓大使館前，你可以看到在

我身後，許多美國華人聚集在一起抗議中國共產黨，他們要求中國

共產黨對中共病毒負責。”

“中共國政府需要為他們的所作所為負責。”抗議者強調了中共國

對中共病毒處理不當的嚴重性，最終在世界上掀起了一場大流行。

這些都是危害人類的罪行。美國華人抗議者說, 為了追究中國共產

黨的責任。他們和美國以及川普政府站在一起。“我們站起來，我

們與美國人一起戰鬥, 以打倒中共。”



배너의 워룸 팬데믹
10.매우 흥미로운 것은 CCP를 이해하려고 한다면, 그 들한테 듣는 말이 바로 여기는 중국 특색을 가진
사회주의라고 합니다. 만약에 소련을 미국의 적으로 생각한다면, 그 때는 그 들이 다중 군사 전략을 채택했기
때문입니다. 미국의 클라우제비츠 (서구 군사 이론가), 로미 니 (군사 이론가)와 뒤 헤이 (또 다른 군사자)는
이처럼 우리를 가르쳤다. 클라우제비츠는 전쟁은 정치의 또 다른 한 형식이라고 주장하였다.  로미 니는 적에게
치명적인 타격을 줘야 한다고 하고 뒤 헤이는 비행기를 사용한다고 했습니다. 동방에서 공산주의와 중국특색이
결합 할 때면,  손자(孫子)가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것 (전투없이 적을 항복시키다)이 장군의 목적이라고 말했습니다. 
마오쩌둥(毛泽东)의 많은 사상들은 바로 여기에서 많이 습득해왔고 공산주의를 새로운 차원으로 끌어
올렸습니다. 즉 전쟁은 다른 형태의 정치는 아니지만 정치는 다른 형태의 전쟁이다. 다시 말하면, 그는 인민의
전쟁을 발명했습니다. 글로벌화와 인터넷이 우리에게 가져 온 것은 실리콘 밸리가 실제로 만든 것은
전세계적인 사람들간의 전쟁이며 이것이 바로 CCP가 계속해 왔던 일입니다.

你知道這很有趣。因為如果你去瞭解中共，你從他們那兒聽到的是，這是中國
特色的社會主義。假如你類比蘇聯是美國的敵人，是因為他們採取了多軍事戰
略圍繞著你。在美國克勞塞維茲（西方軍事理論家）和若米尼（另一位軍事理
論家）和杜黑（另一位軍事家）教導了我們，克勞塞維茲說戰爭是政治的另外
一種形式。若米尼說你要知道擊中要害，杜黑說用飛機。在東方當共產主義和
中國特色結合時，你知道孫子說過將軍的目的是能贏得戰爭，在不用開打的情
況下（不戰而屈人之兵）。毛的思想很多就是來自於這個，把共產主義帶到了
新的高度，也就是戰爭不是政治的另外一個形式，政治是戰爭的另外一個形式，
換句話說，他發明了人民戰爭。全球化和因特網帶給我們的是，矽谷真正創建
的是發動全球範圍的人民戰爭，這一直是中共能做到的。



궈원구이 선생
11.많은 사람들이 어제 느낀것은 중국인의 소양이 낮다는 것이 아니라 너무도 높았다는
것입니다. 공산당은 대외적으로 계속 중국사람은 나쁘고 소양이 낮아 민주주의와 법치적인
생활을 부여해주면 안 된다고 선전해 왔습니다. 이것이 모두 헛소리입니다! 우리 중국인의
소양은 매우 높습니다. 우리 중국인은 매우 훌륭하며 민주, 법치와 자유를 누릴 권리가 있습니다. 
공산당의 구층 악마 탑(九層妖塔) 을 보면 증오만 불러 일으키고 모든 사람이 중국인을 싫어하게
만듭니다. 그리하여 모든 해외 중국인과 정의심이 있고 법치, 민주주의를 추구하는 사람들을
9000만 명 공산당원의 대립면에 모라 세우고,  "9000만 명의 당원을 죽이자", "공산당을 하나도
남기지 말고 모조리 심판하자"라고 주장하는 말들은 모두 헛소리입니다!  99.99% 의 공산당원은
모두 선한 사람이고 국가 시스템에 의해 피해를 입어 모두 특별사면을 해야합니다!

很多人昨天感受，中國人素質不是說不行，實在是太行了。共產黨宣傳的
中國人很爛，中國人素質很差，不配擁有民主和法治。放狗屁！我們中國
人素質很強大，很高。我們中國人很優秀，值得擁有民主、法治和自由。
看看共產黨的九層妖塔，就是拉仇恨，讓所有的人不喜歡中國人。然後把
所有的海外華人和有正義感的追求法治民主的人，推到九千萬黨員的對立
面，說“要殺死九千萬黨員”，“審判共產黨，一個不留啊”，這都是放
屁的話！我可以告訴大家，99.99的共產黨員都是好人，都是被體制所害，
必須大赦！



CCP Virus Numbers

11,032,173 Cases

525,120 Deaths



“

모든 것은 이미 시작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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