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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바이러스의 대유행
제 156 집– 2020년6월29일



1. 중공 외교부의 후안무치 :"잠자는 척 하는 사람은

영원히 깨울수 없다" "이건 악의에 찬 질문이다" 

"호주 외교부 장관은 왜 이 문제를 외면 하는가" 

"당신은 무슨 용기와 배짱으로 중국에 함부러

이래라저래라 참견인가" "당신은 캐나다 정부에게

"인질외교"에 대해 물어보세요 " "거짓말은 천번

말해도 거짓말 일 뿐이다" "세상의 비웃음 거리가

되여 웃다 이빠지게 말하고 있다" "사마소의 야심은

모든 사람이 다 안다""문제를 직시하고

반성하라""더는 잘못된 길로 가지 말아라""일부

미국인들은 자기 숙제나 잘하여 자기 문화소양

향상에 집중해야 될것 같다,그시간이면 어떻게 자기

나라 일을 잘 할것인지에 신경써라""다음 질문" 

중국대륙

中共國外交部的無恥嘴臉：“你永遠都無法叫醒一個裝睡的

人”“這是一個充滿惡意的問題吧”“澳大利亞外長為何對

此事視而不見呢”“你哪裏來的底氣和勇氣對中國指手畫

腳”“你最好去問問加拿大政府什麽是‘人質外交’”“謊

言重複一千遍還是謊言”“不要貽笑大方被人笑掉大

牙”“司馬昭之心路人皆知”“正視問題，反躬自省”“不

要在錯誤的道路上越走越遠”“希望美方個別人能做好家庭

作業，加強自身文化修養，有時間還是想想怎麽把自己國家

的事情搞好吧”“下一個問題”



2. 호주 의원 자택 압수수색 :그는 올해

3월에 중공바이러스관련 중공의 조치를

인정하는 문잘 발표했다.

중국대륙

澳大利亞議員被抄家。他曾在今

年3月撰寫了一篇認可中國新冠肺

炎防疫工作的文章。



3. 중공의 파렴치한 거짓말:(1) 재민이

252만이 증가 했음에도 CCP는 백성의

고통은 무시하고 미국 비난에 열

올려(2)국내는 "행복"하고 해외는 "모진

고난" (3) 중공기율위의 "인민들이 무엇을

싫어하면 그것을 바로잡아야 한다:는

발표에 네티즌들은 인민들이 싫어 하는

많은 문제가 바로 잡힌 적이 없다고

비아냥 .

중국대륙

中共的無恥謊言：（1）新增受災252萬人，

CCP不問牆內疾苦，只想方設法黑美國；

（2）牆內的“幸福生活”牆外的“水深

火熱”；（3）中共紀委官網日前發表

“人民痛恨什麽就堅決糾正什麽”的文章，

卻被網友吐槽人民痛恨的諸多問題至今得

不到糾正。



4. 베이징 전연병 엄중 : (1)국가 건강위의 요구에

따라 핵산검사 대상자는 모든 학교의 교직원 및

재학생을 포함하여 10만여명이며 따라서 전체

교육부문 포함 300만명 이다 , 이번 핵산검사 대상자

중 교사가 70%,나머지 학생 대부분은 졸업을 앞두고

있는 학생이다 .(2)전염병의 확산으로 슝안신구

안신현은 26일 완전 봉쇄 되여 중공이 말하는

베이징 전염병 확산이 통제되고 있단는 보도도

거짓말로 드러났다 (3)바이묘검사소-

2020년6월28일 :"베이징시 방역정책예 따라

핵산검사 증명서가 있어야 베이징을 떠날수 있다, 

오늘 출근하던가 혹은 물건을 취하려고 입경할수

있지만 저녘에는 핵산검사 증명서가 없으면 출경은

불가능 할 것이다"

중국대륙

北京疫情嚴重：（1）根據國家健康委要求，核酸檢測

對象是所有在校員工和在校的學生，大概人數在10萬餘

人，下一步在整個教育系統300萬人。據介紹此次高校

核酸檢測，教師占70%，學生大部分是畢業年級的返校

生；（2）由於疫情原因，雄安新區安新縣於27日實施

全封閉管理，打臉中共此前聲稱的北京疫情已控制住

的言論；（3）白廟檢查站，2020年6月28日：“按照北

京市防疫政策，要求需要持有效的核酸檢測證明才能

出京。你今天可以進京，不管是上班也好，去拿東西

也好，你晚上沒有核酸檢測證明的，肯定出不了京。”



5. 하어빈병원이 부실채무로 파산, 또

이전에 중공바이러스가 확산했던

하얼빈의대병원이 파산하여 중공 통치의

의료기관의 심각한 부패문제를 존재한다.

중국대륙

哈爾濱醫院居然破產了——資不抵債。疫

情未過，此前爆發中共病毒感染的哈醫大

一院被曝破產，凸顯中共體制下醫療機構

存在的嚴重貪污腐敗問題。



6. 싼샤가 전력 방수 함에 따라 하류의

피해가 심각,이창시는 특대 폭우가 내려

심각한 침수 피해 발생많은 지역에서

정전사고 빈발했다.싼샤 땜이 모든

발전기를 풀가동하고 대량 방수함에따라

하류의 피해가 커지고 연일 폭우로 26개

성시의 1000만 이상이 피해를 입었으며

특히 안휘성합비의 피해가 컸다. 중공

관영 언론은 이데 대해서는 눈을 돌리고

오히려 인도의 홍수상황을 전했다

중국대륙

三峽全力泄洪，下游多地遭殃，宜昌日前遭遇

特大暴雨，積水嚴重，多地出現停電事故，本

不需全力發電的三峽大壩今年卻首次全部機組

全網發電，大力泄洪，加劇下游洪澇災害，加

上原本遭遇暴雨，26省區市已有超過一千萬人次

受災，特別是在安徽合肥，中共官媒卻對此視

若無睹，轉而報導印度淹水情況。



7. 2020 경자년 기후도 비정상 ,생활도

비정상:(1) 중공의 한경파괴로 인한 재난

빈발,6월26일 ,사천성 아바주 원촤안현

파주진 콰퍼촌에 산사태로 하천 수로가

200미터를 가로 막혔고 이미 전에도

몇번이 산사태가로 2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하였다 .(2)2020년6월27일 두쿠

고속도로가 폭설로 교통 통제를 하고

있다

중국대륙

2020庚子年天氣異常，生活異常：（1）中共對

環境破壞導致災難頻發。6月26日，四川阿壩州

汶川縣霸州鎮垮坡村突發山體滑坡，攜帶大量

泥石堵塞約200米的河道，阿壩州此前已多次發

生山體滑坡，曾導致2人死亡；（2）2020年6月

27日，獨庫高速公路大雪交通管制中。



8. 홍콩 ,우리의 예루살렘!

(1)중공이 방금 통과한 홍콩국가보안법이 7월1일 부터 홍콩 주재 공서에서

실시 되는바라 이 법에 따르면 최고 종신형까지 선고 할수 있게 된다,일전에

정계 은퇴를 선언한 천팡안성에 대해 CCTV는 징벌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암시했다

홍콩

香港，我們的耶路撒冷！

（1）中共日前通過港版國安法，7月1日交由駐港公署運作，

最高可判囚禁終身，針對日前陳方安生退出政壇，央視暗示

其難逃懲罰；



(2) 홍콩언론에 따르면 오늘 새벽1시에 30여대의 중공군용차량이 조던

도로로 운행한는 것을 목격,차번호 앞자리가 모두 ZG로 중공의 홍콩

주둔군임을 알수 있다.투진선(홍콩입법위위원)은 이런 민감한 시기에 대량의

군용차량이 번화가에 버젓이 나타난 것은 베이징당국이 두려움을

조성하려는 의도가 있다고 평했다

홍콩

（2）多家港媒報導，今日淩晨約1時，有香港市民目擊30

輛中共軍車經油麻地覺士道浩浩蕩蕩駛入佐敦道，車牌均

是ZG開頭顯示屬於中共駐港部隊。塗謹申（香港立法會委

員）認為這關鍵時刻於鬧市見到大批軍車，可能是北京當

局想造成震懾的效果；



(3) 옷 사러 나온 어린이도 검문검사,홍콩은 대륙의 그 어떤 곳 보다도 공로스러워

(4) 28일, 홍콩시민들은 무집회,무구호,무체류 원칙의 조용한 시위를 이어가며

국가보안법에 항의,경찰은 고추물을 분사하며 항의하는 시민들을 몰아내고 있다

홍콩

（3）小朋友出來買衣服，都被查！香港比大陸及任何地方都恐怖；

（4）香港民眾28日舉行以不集合、不口號、不逗留為原則的靜默遊行，抗議國安法；警方用辣椒噴霧驅散抗

議民眾



국제뉴스

9. 신탕런 (NTD)TV:호주 부리즈번 총영사인

중공 고위 외교관 쉬이제 가 현재 조사 받고

있는 중이다 . 퀸들랜드 주 경찰은 드루

파블루의 정식 신고후 조사에 착수하였다, 

시발점은 그가 홍콩에서 중공의 반 민주적

행동과 위구르 무슬림에 대한 박해, 대학과

중공정권의 밀접한 관계에 항의하는 민주연대

캠페인이였다.중국관영언론<환구시보>가

앞서 그의 이름을 보도한데 이어 총영사의

성명을 출판물에 기재 하였는바 한결같이 그를

분리주의자라고 불렀으며 이후터 파블루는

자신과 가족에 대한 죽음의 위협을 받기

시작했다고 했다

新唐人電視台：一名中共國駐澳大利亞高級外交官目前

正在接受調查，徐杰在布里斯本擔任總領事。昆士蘭州

警方在德魯.帕夫盧提出正式投訴後展開了調查……起

因是他組織了一次聲援民主的活動, 抗議共產黨在香港

的反民主行動和迫害維吾爾族穆斯林，以及大學與共產

黨政權的密切關係。中國官方媒體《環球時報》稍後刊

登了他的名字，在之後刊載了一份總領事的聲明。兩方

都把他稱爲一個分裂主義者，帕夫洛解釋了他是如何開

始收到針對他本人和他家人的死亡威脅的。



배너의 워룸 팬데믹
10. 공급사슬을 다시 미국으로 가져오는 것이 바로 우리가 반드시 해햐 할
일입니다 .우리는 가치를 공유하는 사람들과 거래해야 하며 따라서 WTO 
탈퇴는 매우 중요한 사안입니다.우리와 가치를 공유하는 사람을 우대하고
범죄조직과의 연계를 차단해야 합니다 , 중국공산당은 최대의
공적입니다.우리는 적과 무역거래할 이유가 없습니다. 이렇게 심플합니다. 

所以這就是我們必須做的，把供應鏈拉回美國。我們應該和認同
我們價值觀的人進行貿易，這就是為什麼退出世貿組織很重要。
我們可以給認同我們價值觀的人優惠並切斷與犯罪組織的聯繫，
其中，中國共產黨是第一公敵。我們沒有理由和敵人進行貿易，
就這麼簡單。



궈원구이 선생
11. 전에는 궈원구이나 폭로혁명이라는 단어를 언급 조차 할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많은 사람들이 어느 전우가 붙잡혔다는 둥
소문을 온라인에서 퍼트리고 있습니다 . 99%가 가짜라고 공언합니다 G-
Tv투자한 사람,gdollar를 구매한 사람들아 다 잡히는걸 보았지,폭로혁명
지지하다 붙잡힌걸 보았지,GTV투자하다 붇잡힌걸 보았지 .... 이것이 바로
당신을 공포에 떨게 하려는 중공의 새로운 수법입니다, 또 현재 중공의
외화유출이 지난 7년이래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는 것도 이유입니다

過去所有的事，不能提郭文貴三個字，不能提爆料革命四個字。
現在突然間，很多人在網上，發什麽戰友被抓了。我告訴你99%是
假的，這是共產黨出来的新招，讓你恐懼。你看看投資G-TV，買
G-dollar都被抓了吧。支持爆料革命，被抓了吧，投資G-TV被抓了
吧……因爲最近共產黨的外匯流出是過去7年来的最高峰。



CCP Virus Numbers

10,118,952 Cases

501,960 Deaths



“

모든 것은 이미 시작

되었습니다



다시보기
https://gnews.org/zh-hant/249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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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gnews.org/zh-hant/249188/
http://gtv1.org/web/#/UserInfo/5e925b4ffa2c6f052d8f9812
https://apps.apple.com/us/app/g-tv/id149187275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