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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바이러스의 대유행
제 155 집– 2020년6월28일



1.마이크폼페오는 홍콩의 고도의

자치제도에 큰 피해를 준 중공국관원들에

대해 비자 제한을 실시한다고 했다.

중국대륙

蓬佩奧：將向損害香港高度自治

中共官員實施簽證限制。



2.미국방부 는 20여개 의 중국 군부 소속

혹은 컨트롤을 받는 중국회사들의 명단을

발표했다.

중국대륙

美國防部文件公佈20家被認定由中

國軍方擁有或控制的中國企業。



3.길림서란:  사사로이 지면

위성접수기생산, 판매, 셋팅 및 사용을

금지하였으며 규정위반 및 사용하는 자에

대해서는 5000원이하의 벌금을 안긴다.

중국대륙

吉林舒蘭：嚴禁擅自生產、銷售、

安裝和使用衛星地面接收設施，

違規安裝使用者可被處以5000元以

下罰款。



4. 중공국은 CCTV 를 이용하여 전국민을

감시하고 있다.

중국대륙

中共利用科技監視人民行動。



5.삼협댐하류의 홍수상황: (1) 2020년 6월27일, 의창에서

폭우가 있었고 또한 가까운 시일내에 삼협댐,갈주패

댐에서의 전력으로 되는 방수로 인하여 이창시 전도시는

홍수에 묻혔다 이런 상황은 몇일전 위챗에서 돌아다니던

한 전문가의 말을 생각하게 한다. <이창하류는 빨리

도망가라> 

(2) 2020년6월26일, 강 폭우로 광서성의 몇개 도시는

엄중한 피해를 입엇고 그중계림시의 양쒀우 현

위륭허국가급 관광지구는 다시한번 특대홍수가

범람했으며 이는 6월7일의 대홍수 와는 겨우 20일간의

간격이다. 매일 국민을 위해 일을 한다는 중공국의 각급

정부는 이 시각 온데간데 없어졌고 또 재해구에서는

구조활동을 진행하는 정부부문과 연관인원은 볼수도

없었으며 매스커미에서는 재해에 관한 뉴스보도도

없었다. 

중국대륙
三峽下游水情：(1)2020年

6月27日，宜昌突降暴雨，

再加上近期三峽大壩、葛

洲壩的全力泄洪，導致宜

昌全城被淹。這讓人想起

了前幾天微信裡流傳專家

的話：宜昌以下快跑！

(2)2020年6月26日，由於新

一輪強降雨的到來，廣西

省多個市都成了重災區。

其中桂林市陽朔縣遇龍河

國家級旅遊度假區是再一

次遭遇大洪水，而且距離

6月7日的大洪水才20天。

天天吹噓為人民服務的中

共各級政府在此刻卻不見

了蹤影，在災區看不到救

災的政府部門以及相關人

員，在媒體上也看不到有

關災情的報道。



6. 산서 평요에서는 집을 국유에

귀속시켰다!  오래된 집을 왜서

공산화하는가? 이것은 필연적으로

이데올로기인 것 같다. 

중국대륙

山西平遙，房子收歸國有！老宅

子憑什麽共產？想必是因為主義

吧。



7.오늘 미국나스닥에 상장하고 있는

루이싱커피에서는 시장에서 간판을 내렸다: 회사는

6월29일 나스닥에서 철수준비를 하고있었지만

국내에 체인점들에서는 정상적인 경영을 하고 있다. 

소식에 의하면 루이싱커피사와 가까 운인사는

청중회에 참가한 외부 이사 는 7월5일에

주주특별대회로부터 직무를 해고 당하였고 또한

이로하여 청중회는 이미 대회의 의의마저 없다고

한다. 

중국대륙

今日在美上市的瑞幸咖啡發佈停牌聲明：公司將於6

月29日在納斯達克停牌並準備退市，但國內門店正

常運營。據報道，接近瑞幸咖啡人士透露，由於參

加聽證會的外部董事將在7月5日的股東特別大會被

解除職務，因此聽證會已無召開意義。



8.홍콩을 잊지 말자! 홍콩은 우리의 예루살례! 

(1) 중국은 미국에게 "레드라인"을 넘으며 무역협의는

위험하다고 이야기 했다고 월스트리지는 보도했다. 

(2)  전달에 있은 딸의 사망으로 인한 타격으로 80세의

천팡안썽 씨는 공민과 정치업무로부터 퇴직한다고 선포했다. 

그는 성명에서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하루같이 홍콩을 집으로

생각하여왔으며젊은이들은 미래에 대해 희망을 잃치 말고

법을 지키는것과 평화의 방식으로 이 도시의 핵심가치를

지켜야한다고 했다 . 천팡안썽씨는 첫번째 로 화교가

뿌쩡쓰(현정무사 사장에 해당됨)에 임직한 사람이며 97년

과도기 정부의 첫 정무사사장을 역임하여 01년 개인이유로

조기토직하기까지 근 39년동안의 공직생활을 하여온 사람이다. 

퇴직후 여전히 홍콩의 정치계에서 활약하였으며 집회시회

등에서는 늘 그의 얼굴을 볼수 있었으며 또한 기타

민주인사들과도 깊은 관계속에 있었다. 예하면 이주명

외국순방시 또는 홍콩의 발전과 민주 발전등에 대한 토론

등등이다.

홍콩
勿忘香港！香港是我們的耶

路撒冷!(1)中國告訴美國，越

過“紅線”貿易協議就危險

了—華爾街日報；(2)受女兒

上月離世打擊，80歲陳方安

生宣布從公民及政治工作退

下。她在聲明的結尾講到，

指自己一如既往以香港為家，

希望年輕人對前途保持希望，

以守法與和平的方式，繼續

守護這個城市的核心價值。

陳方安生，首位華人布政司

（相當於現政務司司長），

97年過度到特區政府擔任首

任政務司司長，直至01年以

私人理由提早退休，結束近

39年公職生涯。她退休後仍

然活躍於香港政壇，集會遊

行亦會見到她的身影，又跟

其他民主派資深人士，如李

柱銘出訪外國，討論香港發

展及民主進程。



국제뉴스
9. 뉴스7번지에 의하면 어제 기이한 일이

발생하였다고 한다 .  빠이쑤페이라고 하는 기자가

중국정부가 지지하는 신화사소속인데 그와 그의

3명의 동료들이 어제 총리의 기자회견에서 본것과

같이 우리의 촬영기가 그를 정조준하자 곧 달려와서

렌즈를 막아나섰다 그와 그의 동료들이 뉴스

발표회에서 호주의 기자와 총리고문 심지어

보안과정까지 촬영하였다.  우리도 나중에야

확인하였는데 총리 新闻办公室에서도 지금 이

사실을 조사중에 있었다.  그러나 이것은

新闻위원회에서 결정과 다음에 어떻게 반응을

해야하는 가를 결정해야 하나 이 사건은 전과 같이

이미 호주와 중공국의 관계의 하나의 관계 신호를

의미한다. 

7NEWS：昨天發生的奇怪事情，一位記者她的名字叫

白蘇飛。我相信她來自中共國政府擁有的報紙新華社，

她和她的三位同事昨天在首相的記者招待會上。正如你

在那裡看到的，她看到我們的攝像機正對著她，就衝了

過來試圖阻擋鏡頭，儘管她和她的同事也在新聞發佈會

上拍攝澳大利亞記者和總理顧問，甚至保安的細節。現

在我知道，總理新聞辦公室目前正在調查，但這要新聞

委員會做出決定，接下來會如何反應，但這件事是正如

你剛才提到的一樣如同澳大利亞和中共國的關係一個信

號。



배너의 워룸 팬데믹
바티칸 지금 중요한 일을 처리하고 있다.  글로벌교육협의라고 하는데 이중 다수의
파트너가 있다 . 들어보면 글로벌주의인데, 화워이에서 자금 서포트 를 하고 있는데
다 아는 바와 같이 화워이는 중국인민해방군과 중국인민해방군 무기부문이며 바티칸
성공회의 교육희의를 서포트하고 있다. 시진핑의 돈이 힘을쓰고 있는 것이 아닌가? 
홍콩사건에서 그는 교황의 묵인과 교황의 보호를 받었다.  이것을 국제범죄라고
부르기전에 반인류적 죄인 중공의 바이러스에 대하여 교황은 무엇을 언급했었는가? 
중공은 중국의 방역에서대응을 아주 잘하고 있다. 

梵諦岡現在正在處理主要的事情。。。它叫全球教育協議，其中
一個好夥伴，一人一星球，讓你聽起來像全球主義。除了華為沒
人贊助它。華為是中國人民解放軍，中國人民解放軍武器部門，
在贊助教廷教育會議。。。習近平花的錢物有所值，不是嗎？他
在香港暴力事件上得到了教皇方濟各的默許，他得到了教皇的維
護，在我稱之為國際犯罪，反人類罪的中共冠狀病毒上，教皇說
了什麼呢？中共在中國的控制疫情上做的非常好。



궈원구이 선생

국회산에서 결정된 국주권 면책권을 쉽게 여기지 말라 ,,,,, 뒤따라서 우리는
산사태,태풍같은 거대한 변화를 보게될것이다, 중공바이러스는 일단 도시봉쇠를
풀면 다시 돌아온다, 꼭 돌아온다! 그렇다면 돌아왔는가? 내가 일찍 미국에 대해
이야기 했고 맨하턴이 가장 재해가 엄중할것이라고 .... 내말이 맞었지요 ?  
로스앤젤스, 캘리포니아주, 마스크맨을 포함한 아리조나주와 싸라씨가 있는 图森
이런곳들은 정말로 말로 이룰수 없이 엄중하다. 여러분한테 이야기하는데 생명을
아끼고 자기집 사람들과 자기를 해치지 말아줘요. 

千萬別小看了國會山那個國家主權豁免法。。。接下來你們會看
到，山崩海嘯，也存在變數啊。。。冠狀病毒只要它開放，一定
會回來！回來了嗎？我說過美國最早，最嚴重的地區將是曼哈頓，
我說對了嗎？而且我說美國只要她開放，就會回來。加州、洛杉
磯、亞利桑那包括面具先生和莎拉在的圖森，它都了不得了。我
告訴大家，珍惜生命，不要把全家人和自己給害了。



CCP Virus Numbers

9,947,624 Cases

497,829 Deaths



“

모든 것은 이미 시작

되었습니다



다시보기
https://livestream.com/accounts/27235681/events/819748

1/videos/208013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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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livestream.com/accounts/27235681/events/8197481/videos/208013333
http://gtv1.org/web/#/UserInfo/5e925b4ffa2c6f052d8f9812
https://apps.apple.com/us/app/g-tv/id149187275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