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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바이러스의 대유행
제 165 집– 2020년7월08일



중국대륙
1. 7월6일, 상하이(上海)는 극심한 날씨에 대해 3 

단계 노란색 경보를 발령했다. 

폭우, 강풍, 천둥 세 가지의 공격으로 상하이는 즉시

베니스가 되였다.

7月6日上海發佈極端異常天氣"三黃"預警，暴雨加

大風加雷電三重暴擊。使上海秒變威尼斯。



중국대륙
2. 7월7일, 안후이 성 황산(安徽黃山) 에서 폭우

영향으로 도시가 홍수피해를 입었다.  많은 지역의

길이 물에 잠겨 시험을 보는 학생들은 시험장으로

가는데 보트를 탔어야 했다. 관련 정부 기관에

따르면, 대학 입학 시험은 아직 시작되지 않았다. 

날짜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지만 7월10일전에

시험을 시작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7月7日安徽黃山，受暴雨天氣影響，城區部分區域

內澇嚴重，多地道路無法通行，考生只能乘船趕赴

考場。 相關部門表示，高考尚未開始，時間還沒最

終確定，爭取在10點之前開考。



중국대륙
3.중국 공산당 외교부 대변인 자오 리지 안 (趙立堅)은

CCP가 코로나 바이러스를 전세계에 방출 했다는 피터

나바로(Pete Navarro)의 비난에 대해 무례한 반응을 보였다.  

자오의 행위는 세계를 화나게 만들었다.

趙: 나바로는 습관적으로 사적에 소문과 독을 퍼뜨리고 있다.

여기서"독"이라는 말은 그가 "정치적인 바이러스"인

전염병으로 중국을 낙인 찍는 것을 의미하였다.

中共外交部發言人趙立堅對彼得納瓦羅提出的中共釋放冠

狀病毒給世界的確鑿指控，卻以潑婦駡街的形式進行無禮

回應。令全世界憤怒。

趙：納瓦羅此人，撒謊成性，造謠上癮，四處投毒

我說的這個"毒"是指借疫情對中國污名化的"政治病毒"。



중국대륙
4.정저우대학

제1부속병원(河南鄭州大學第一附屬醫院)은 난민

수용소와 다르지 않았다. 근처에있는 공사 현장에서

소음이 나는 가운데 환자 가족이 병원 입구에 누워

자고있다. 이러한 붐비는 환경은 전염병을 쉽게

확산시켜 의료 시설에 더 큰 부담을 줄 수 있다.

2020年7月5日，河南鄭州大學第一附屬醫院，在和

平時期卻和難民營無異，在醫院門口都是席地而眠

的陪護家屬，伴隨著旁邊工地的轟轟機器聲入眠，

這樣的人群聚集環境十分容易在疫情期間增大群體

感染機率，造成更大的醫療負擔。



중국대륙

5. CCP는 중국을 통치하는 데 무능하지만

거짓말에는 매우 능숙하다.

中共治國無方，造假有術。



중국대륙
6. 2020년7월4일, 소주 불교 협회 (蘇州佛協)는 釋覺智(Shi 

Juezhi)를 소주의 사절 보우 궈사 (報國寺)를 강제로

인수하여 주지사로 임명했다. 그는 경찰을 파송하여 사절의

원 진심(真心法師)주지사 및 다른 스님들을 추방했다. 

경찰은 강제로 사절을 정리했다. 신도들이

진심(真心法師)주지사에게 음식을 가져 왔지만 경찰은

그들을 막았다.

2020年7月4日蘇州佛協，空降釋覺智強行

接任蘇州報國寺住持，以警力驅逐原住持，

真心法師和報國寺常住師父出蘇州報國寺，

強行清場。居士送飯給真心法師吃，被警

察攔住。



중국대륙

7.베이징에 거주하는 법학자

쉬장룬(許章潤)은 시진핑(習近平)의

국가보안법 발표에 대한 비판으로 성매매

혐의로 구속됐다.

生活在北京的法學家許章潤因發

表批評習近平頒佈國安法的言論，

被扣以嫖娼的污名被逮捕。



홍콩

8.홍콩, 우리의 예루살렘! 1 (1) 홍콩국가안보법 (National Security Law)이 통과 후, 

CCP(중국공산당)의 어의없는 행위는 더욱 심해졌다. 그들은 홍콩 학교의 교재를

수정하기 시작했고 어린이 교육에서 세뇌하기 시작했다. (2) 캐리 램 (林鄭月娥)과

홍콩을 파괴 한 11 명의 사람들이 홍콩특별행정국의 국가 안보위원회 배경 벽

아래에서 미소를 지으며 사진을 찍었다. 이것은 미국이 인류에 대한 범죄 증거

목록에 들어갈 증거가 될 수 있다.

香港，我們的耶路撒冷! （1）在通過港

版《國安法》後，中共變本加厲，對香

港學校的教材進行審查，洗腦從娃娃開

始。（2）以林鄭月娥為首的毀港11人

皮笑肉不笑的在香港特別行政區維護國

家安全委員會的背景牆下拍照，這是方

便美國以反人類罪通緝的證據。



국제뉴스
9.폭스 뉴스(FoxNews) : 대통령은 이번 주에

중국공산당국과 이민 및 처방약 가격을 다루는 행정

명령을 시행 할 예정이다. 그러면 중국과의 행정

명령이 무역 거래에 영향을 미칠까요? Lighthizerand 

대사와 Mnuchin 부장에 따르면 이 거래는 여전히

유효하다. 그리고 우리는 그들이 계약을 지킬 수

있는지를 매우 신중하게 보고 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현재 구매가 지연되고 있지만, 우리는 그들이

약속을 지킬려고 노력하면 연말까지 오다를 만족 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Trace, 이것은 무역 거래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입니다. 중국이 우리의 지적

재산을 훔치고 기술을 강요하지 못하게하는

것입니다.

福克斯新聞主持人特雷斯：總統本週將執行一些行政命

令，關於處理中共國以及移民問題和處方藥價格。那麼，

對中共國的行政命令是否會對貿易協議產生影響？

彼得納瓦羅：根據萊特希澤大使和姆努欽部長的說法，

貿易協定仍然完整有效。我們正在非常非常仔細地觀察，

看看他們能否完成他們承諾的條款。說實話，購買是滯

後的，但是我們相信，如果他們信守諾言，他們在年底

追上訂單。特雷斯，這是不僅僅是貿易協定，這是要讓

中共國停止竊取我們的知識產權和強迫技術轉讓。



배너의 워룸 팬데믹
10.여러분 안녕, 난 그냥 당신에게 업데이트를 하려고 해요. 지난 30 분 동안 여기에서 한 그룹의
여성들과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다들 아는 이유지만 그들은 카메라로 인터뷰를하고 싶지는 않았지만
war room의 모든 분과 우리의 시청자여러분들에게 전달하고싶은 것은 우리의 방송이 공포속에 있는
중국인에게 영감을 준다는것입니다.  한 어머니와 딸, 용감하고 사랑스러운 사람들입니다, 우리에게
다가와서 감사를 표한 다음, 저에게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아주 흥미로운 것은 그들이 중국 내
가족들로부터 공격을 받아 미국에 있는 중국 애국 단체에 가입해야하고 말도 않되는 말을 하지 말라고
했대요, 그들은 CCP가 말한것에 대해 무조건 다 믿습니다. 그들은 중국에서 루머를 그렇게 쉽게
믿는다고 합니다. 그것이 어머니와 딸 또는 자매와 자매를 통해 루머를 퍼뜨린답니다.이것이 정권의
힘이 얼마나 교활한 지, 중국인들을 계속해서 선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실을 알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알수 있습니다.

嘿，大夥們，我只是想給你們傳遞一下新的信息，我花了大約半個小時的時間在這里，
並和一群女士們聊了天。那麼出於眾所周知的原因，她們都不願意接受露臉的採訪，但
她們希望戰鬥室裡的每個人以及我們所有的觀眾都知道，我們的所作所為正鼓舞著中國
人，令人恐懼的是，有一個母親和一個女兒，是很可愛的人，充滿了勇氣，她們來到我
們這裡來感謝我們，然後她們開始和我交談，談到我們一直表達的愛中國人，但是她們
提到，一個很有趣的現象，那就是她們本人遭到中國境內家人的攻擊，國內的人們告訴
她們必須要加入在美國的某個愛國組織中，她們必須停止所有這些胡說八道。在國內人
們被嚴重蒙蔽以至於輕易聽信他們聽到的CCP的事，而這些聽信的人，可能就是母親告
訴女兒，或是姐妹之間傳播，這就是中共政權繼續利用陰謀宣傳，來影響中國人民的陰
險之舉，這就是為什麼我們一定要傳播真相！



궈원구이 선생
11. 내일 또는 그 다음날, 미국 제재의 자세한 방안이 무었인지 기다려봅시다, 개인에 대한 제재, 
은행 및 금융 기관에 대한 구체적인 행동. 지난 주 미 국회와 상,하양원의 큰 결정을 발표한 후
백악관의 고문 Peter Navarro는 “CCP(중국공산당)바이러스”와“CCP(중국공산당)가 거짓말하고
미국인이 사망한다”고 분명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런 다음 Fox News에서 미국 정부가
마비되었는지 여부에 대해 질문했습니다. 미디어와 국회는 백악관과 함께 서로 협동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제가 이 말을 2개월 전에 했다면, 당신은 저를 전혀 믿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저는 홍콩 화페가 종이보다 가치가 적고 중국인민페가 제사지닐 때
태우는 종이보다 가치가 낮을 것이라고 하면 믿을 것입니다. 여전히 이 상황의 심각성을 깨닫지
못한다면 일주일 기다렸다가 어떻게 되는지 봅시다.

明天吧，明後天，看看美國這個制裁具體方案是啥，對個人的制裁、對銀行、
對金融機構更具體的行動。繼上週的國會、參眾兩院的重錘之後，彼得納瓦羅，
美國白宮常委明確了“CCP病毒”的存在和“CCP lied, Americans died”，以及
福克斯的定位，難道美國癱瘓了嗎。媒體在前，國會衝鋒，白宮唱“紅白臉”。
親愛的兄弟姐妹們，如果在兩個月以前我要說這話，你們是無法相信的，今天
我相信你們會相信，港幣會是廢紙，人民幣連冥紙的價格都不值。如果你們還
沒有意識到這個事情的嚴重性，那再過個一兩週看，好不好？中不中？莘縣陽
谷縣搭縣。



CCP Virus Numbers

11,790,994 Cases

541,895 Deaths



“

모든 것은 이미 시작

되었습니다



다시보기
https://gnews.org/zh-hant/258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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