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0年07月11日

168
第168集

2020년07월11일

https://youtu.be/HkiHq2WNBUM

(중국 공산당)



중국대륙 / 中国大陆

다시보기 https://youtu.be/HkiHq2WNBUM

CCP冠狀病毒大流行

CCP VIRUS
2020年07月11日

168
第168集

제           집

코로나바이러스의 대유행 2020년07월11일

中共環球網刊文：蓬佩奧批中共國與世衛組織合作。趙立

堅：已退群還有何資格指手畫腳？美國國務卿蓬佩奧現

在不罵中國已經不會說話了。

중국공산당 매체인 Global Times: 폼페오(Pompeo)는 
중국 공산당과 WHO의 협력을 비판했다. 자오 리잰( 趙立
堅 )  :  조직에서  탈퇴한  자가  무슨권리로  우리를  
비난하는가? 폼페오  미  국무장관은  중국을  비난하지  
않으면 어떻게 말해야 할지 모른다.

더  많은  소매  투자자들이  시장에  진입  해  당권자들이  
수익을 얻기위해, 중국 공산당 매체인 Global Times: 
중국 공산당의 경제 데이터는 낙관론을 증가시켰다.

為了讓更多的散戶進場接盤當韭菜被收割，中共環球網刊

文：中共國經濟數據提升樂觀情緒。

로이터  기자는  다음과  같이  물었습니다 :  프란치스코  
교황은 지난 일요일의 연설에서 홍콩의 자유와 인권에 
관해 말하지 않았다, 이는 중국 정부와 관련이 있는가? 
외교부 대변인 자오 리잰( 趙 立 堅 ) 은 이를 부정하면서 
위협까지했다.

路透社記者提問：羅馬教皇方濟各原定在上週日的演講中

未提及香港的自由和人權是否與中共政府有關時。素有戰

狼之稱的外交部發言人趙立堅給予了否認並威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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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생 미국을 비판하고，평새 선전 트롤로 일한 북경대학교 
교수인 콩칭동 ( 孔 慶 東 )은 중국공산당의 젊은 팬들을 
버리고, 미국으로 가서 행복한 삶을 즐기고 있다.

罵了一輩子美國，當了一輩子五毛的北大教授孔慶東丟下

小粉紅們，去美國別墅享福去了。

곳곳에 홍수피해가 심각하다. 후베이 양신푸 강( 湖北陽
新 富 河 ), 쟝시 포양 호수( 江 西 鄱 陽 湖 ) 등 지역에서 
제방이 무너지는일이 발생했다. 천재 지변인가 아니면 
인적 재해인가? 후베이 양신푸 강물이 옆으로 터져 6,500
畝 되는  농지가  재해를  입었다 .   그  뿐만  아니라  쟝시  
포양호도 제방이 무너졌다.

各地洪災嚴重，湖北陽新富河江西鄱陽湖等地均發生決

堤。天災還是人禍？湖北陽新新富河發生一處潰口，以致

6500畝農田受災。無獨有偶，江西鄱陽湖剛剛也決堤了。

심각한 경제 침체 후, 광저우 보행자 거리 밍성광장( 明 盛
廣場 ), 광저우 베이징로 보행자 거리 밍성광장 음식가( 明
盛 廣 場 食 街 )는, 원래 사림이 혼잡하고 식사 시간에 
좌석을 찾기가 어려웠데곳에 현재는 많은 식당이 문을 
닫았으며, 각 업체가 불경기에 빠졌다.

經濟嚴重下滑後的廣州步行街明盛廣場，廣州北京路步行

街明盛廣場食街，原來人頭湧湧，吃飯時間難得找位。現

在的情況不堪入目，大片的食肆倒閉，百業蕭條。

Caixin( 財 新 ) 독점 보도: 안순( 安 順 ) 버스 물 속으로 
빠진사건에  관한  추적보도 ,  사건  당일  버스운전자의  
주택이 강제 철거를 당했다. 어떤 정당이 나라를 통제 하여 
일반 사람들을 절망적인 살인자로 만들었을까?

財新獨家報導: 安順公交車衝入水中。追踪事發當天司機老

宅遭強拆，是什麼樣的黨管控的國家，竟然把正常的人變

成絕望的刺殺者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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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ON (World is One News) : 교황이 선택을 

내렸다 . 많은 고려 후 한 쪽을 선택했다 . 교황이 

어느쪽의 편을 들었을까 맞춰보세요? 중국공산당 

편이였다 .  교황은  최근  일요일의  연설에서  

베이징에서  기분  나빠지지  않도록  홍콩에  대한  

언급을 건너 뛰었다.  도대체 중국 공산당이 교황 

프란치스코의 무슨 꼬투리를 잡고 있는 것일까, 

이것은  아주  마땅하지  않은  문제이다 .  그러나  

교황의 정치적 성향은 우리에게 많은 선택을주지 

않았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일요일  연설에서  홍콩에  

관 한 내 용 을  생 략 했 다 .  원 본 은  새 로 운  

국가안보법과 종교 자유에 대한 주목이 있었지만 

교황은 그를 읽지 않았다.

教皇做出了選擇，經過了大量的考量他選擇了一

邊，猜猜教皇站在哪一邊？是中共國。教皇最近在

周日講話中跳過了提及香港的部分，只是為了不

讓北京生氣，到底中共國掌握了教皇弗朗西斯的

什麽把柄，這個是一個相當不恰當的問題，但教皇

的政治傾向並沒有給我們留下太多的選擇。

教皇弗朗西斯在他的星期日講話中略過了香港，

原講稿中有一段話涉及新國家安全法和教皇對香

港宗教自由的關注，但他選擇回避，他沒有讀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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新國安公署辦公地點，NSS 接管了位於銅鑼灣

商業購物區一座 33層的酒店，就在香港島的對

面，維多利亞公園附近，這是香港銅鑼灣維景酒

店。他們接管了這座 33 層的建築，大約 300 個

房間，這個大酒店非常有名，你可以看到他們把

中國共產黨的徽章放在首位，然後是中華人民共

和國，所以這是一個巨大的信號。他們不僅在對

世界說，更是對香港人說，他們在那裡，現在一切

都在他們的掌控之下，這絕對是在給你展示，他

們已經在那裡部署的力量，另一層意義是，這個

維景酒店位於香港九龍區的中心，就在這條街的

對面，就是曾聚集抗議者的公園，市中心街道對

面的公園就是他們組織遊行、抗議活動的地方，

都會公園酒店就在街對面。這實際上是直接向那

些抗議者傳達的信息，就是說，你們敢試試，看看

會發生什麼。就好比，如果你們敢來，我們已經在

這裡等著了，我們已經佔領了你們的地盤。所以

這是絕對嚴酷的現實。

NSS (National National Security Office) 의 새로운 
사무실은 빅토리아 파크 (Victoria Park) 근처 홍콩 섬 
(Hong Kong Island) 맞은 편 코즈웨이 베이 (Cause-
way Bay) 상업 쇼핑 지역에 위치한 33 층짜리 Met-
ropark Hotel를  인수했다. 그들은 약 300개의 객실을 
갖춘  3 3  층  건물을  인수했다 .  이  호텔은  매우  
유명하다. 중국 공산당의 배지를 제일 중요한 위체에 
배치했고 ,  그다음에야 중화 인민 공화국의 배지를 
넣었다 .  이것은  아주  큰  신호였다 .  그들은  홍콩과  
세계에게 자기네들이 이곳을 차지하므로 모든것을 
통제하고 있다는 뜻을 선포하고있다. 이것은 그들이 
그곳에  힘을  배치했다는  신호를  분명히  보여주는  
것이다. 이 메트로 파크 호텔은 시위대가 모인 공원 
맞은 편에있는 홍콩 구룡 지역의 중심에 위치하고 
있으며 ,  도심에서  길  건너편에있는  공원은  
퍼레이드와  시위를  조직하는  곳이다다  .  이것은  
실제로  그  시위자들에게  직접적인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이다. 즉, 너희들이 감히 시도하면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볼  수  있다 .  우리는  이미  여기서  
기다리고 있다, 우리는 너희들의 대모지를 차지하고 
있다.  이것은 절대적으로 가혹한 현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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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원래 오늘을 아주 좋은 소식이 있서야 했었다. 

어제 밤에 내가 까이터( 蓋特 )게시판에 글을 올렸다.  

매우 낙관적인 보도였는데, 중국 대사관에서 다시 

소란을 일으켯다. 오늘 우리는 이를 보도할 것이며, 

폭로 혁명의 새로운 시대가 열립겁니다. 그런 다음 

우리는  미국과  서방  세계와  같이  다른  차원의  

행동으로  중국공산당을  소멸할  것이다 .  여러분  

믿습니까?

친애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의 이것이 발표하면 

세계는  다같이  공산당을  소멸할것이다 .   다  같이  

공산당을 뿌셔라,  뿌셔라.  중국공산당에 치명적인 

타결을 줄 것이다. 미디어, 국회, 백악관, 미국의 모든 

부서 및 유럽의 모든 정부가 우리와 함께 집체행동, 

집체행동을 취할 것입니다.

今天，本來今天有一個相當牛叉的新聞，昨晚上我

發的蓋特。非常牛的一個報導，結果中共大使館又

出來搗亂。今天要報導了，爆料革命又進入了一個

新的時代。然後我們會帶領美國和西方世界開展另

外一個層次的滅共行動。你信不信？

親愛的兄弟姐妹們，只要咱這個出來，那是帶領全

世界集體喊打共產黨，集體喊打，集體喊打。對共產

黨進行殲滅性的打擊。你會看到媒體、國會、白宮、

美國所有的部門和歐洲的所有的政府，跟著我們集

體行動，集體行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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