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4월 1일 코로나 주요뉴스 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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今日要點 
-오늘의 주요뉴스- 

 
⚫ 에콰도르 길거리 곳곳에서 쓰러진 시민들이 보인다！  

⚫ 404 (4월4일)전국 애도일에 중국 공산당은 쇼를 한다！  

⚫ 우한 봉쇄 해제가 아직 멀었다！ 
  

⚫ As the CCP-virus spreads in Ecuador, bodies are left 
rotting on the streets!   

⚫ CCP announces the Qingming (Tomb-sweeping) Festival 
on Apr 4th as a day of National Mourning, for all 
Victims in this "Plan-demic"!  

⚫ When travel bans could be lifted in Wuhan, while it 
seeks to avoid the second wa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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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우한에서 나타났던 상황이 에콰도르에서도 나타난다. 길거리 

곳곳에서 쓰러진 시민들을 보인다. 
 
 
 
What happened on the streets of 
Wuhan is what happening in 
Ecuador. Collapsed people on the 
street can be seen everywhere.   
 
 
 

2.  코로나 바이러스 점연병에 죽은 사람이 너무 많아서 스페인 

바르셀로나의 한 장례식장은 주차장 관을 놓은 곳으로 개조했다. 

 
Many people died of the CCP virus, so a private 
funeral home company in Barcelona, Spain has 
transformed its parking garage into a deposit for 
coffins.   

must b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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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한 영국 코로나 확진자가 이 바이러스는 숨결이 느껴지지 않고 

너무 무섭다고 괴로운 경험을 울며 하소연했다.  

 
 
The British coronavirus-effected 
patient struggled to cry and describe 
the coronavirus painful symptoms 
experience: he couldn't feel 
breathing, and this virus is terrible!  
 
 
 

4.  중국 공산당을 기소하여 중국 공산당에 클레임을 건다는 것이 이미 

미국 정치인들이 선거할 때 유권자와의 중요한 약속이 되었다. 

          
Prosecuting the Chinese Communist Party and 
claiming compensation from the Chinese Communist 
Party has become an important commitment to 
voters in the US political elec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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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뉴욕시 한 응급실 손 의사가 그는 일찍이 개인 방송를 통해 방호 

장비가 부족하다고 밝혔다. 그를 미국 경찰에게 잡히지 않은 대신 

방송국 인터뷰까지도 받았다. 

 
Dr. Sun, NYC Emergency room 
doctor, used to have his own self-
media to tell the world that the 
protection was not enough for this 
coronavirus, but he was not taken 
to a jail for it by the United States, 
and he has been instead invited to 
participate in a television interview 
on MSNBC.   

 

중국전부은 4월 4일에 코로나에 희생된 

의료진과 국민들을 위한 전국적인 애도 

행사를 진해하기 위해 방역을 끝내려고 

시도하다.  

 
In contrast, Dr. Li Wenliang in China 
was severely reprimanded for only 
posting to a group chat with other 
medics about some patients 
showing signs of a new Sars-like 
illness information.  

 
 
 
 

                                   2020/4/3 



6.  중국전부은 4월 4일에 코로나에 희생된 의료진과 국민들을 위한 

전국적인 애도 행사를 진해하기 위해 방역을 끝내려고 시도하다. 

   
The Chinese Communist Party will hold a national 
mourning event on April 4 for medical personnel and 
citizens who died in the coronavirus outbreak for 
putting an end to the anti-epidemic action.  
 

이번 애도 행사에서 제대로 진행하기 위해 방송국 생방송 스튜디오 일찍부터 

준비되어 무장 경찰도 리허설을 서두르 있다. 

 
In order to "play" a good mourning ceremony, 
television stations get ready early, and armed police 
are also busy for rehears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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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중국정부은 대외적으로 미국이 일부러 악의적으로 전세게에 코로나 

바이러스를 악의적으로 투입하는 가설을 부인했지만 국내 인터넷에서 여전히 이 

가설에 대한의 동영상이 넘쳐나고 있다. 

  
Although the CCP has denied the theory that the 
virus was engineered by the United States as an 
agent of biological warfare against China, unverified 
propaganda videos about this theory are rife online.  
 

중국 공산당은 유명한 블로거의 계정이용하여 미국에서 전염병이 심각하다고 

선전한다. 또 멕시코의 동영상을 코로나 

전염병때문에 혼란에 빠진 미국의 

모습이라고 시청자들을 속인다. 

The CCP used the popular 
social media account to 
promote a video to show 
how severe the situation 
is in NY, but this video is 
actually from Ecuad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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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중국 관방 매체에서 4월8일에 우한시가 봉쇄 해제할 것이라고 

선전했다. 그러나 4월 2일에 지속적으로 아파트 단지의 봉쇄 관리를 

강화해야 한라는 공문을 다시내려 보냈다. 이것은 무한 전염병이 

여전히 심각하다는 사실을 증명하다. 

 
The Chinese Community Party’s media said that 
Wuhan will be unblocked on April 8, but a document 
issued on April 2 stated that it will continue to 
control the management of community. It proves 
that the epidemic situation in Wuhan is still severe.  
봉쇄를 헤제하지 않으면 굶어 죽을 것이고 봉쇄를 헤제하면 코로나 

전염병에 걸려 죽을 수도있어서 확진자 수치를 실제로 보도할기 

힘들다고 한 우한 시민이 말했다. 

 
Wuhan people exposed the news: If you do not unblock it, 
you will starve to death. Unblocking may cause you to di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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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한 우한 시민이 코로나 바이러스 전염병에 죽은 사람의 유족들이 

모여서 위채트에서 단체 톡방을 세웠다. 경찰이 바로 찾아 위협했다. 
 
 
 
A Wuhan man set up a CCP 
pneumonia dead group, and the 
black police immediately came to 
his home to threaten him.  
 
 
 
 

10.  중국 공산당은 도대체 식량이 충분할까? 중국 하이브리드 쌀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위안롱핑(袁隆平)교수님이 2019년에 중국 관방 

매체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다. 

 
 Will the CCP face food shortage? Yuan Longping said 
this in the CCP media interview in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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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전염병으로 인해 여러나라에 식량 수출을 금지한다. 그렇다면 

과연 중국에서식량 위기가 일어날까? 

 
Due to the impact of the epidemic, many countries 
have banned grain exports. Will China suffer a grain 
shortage?  
 

12.  중국 공산당은 사람을 등급별로 

나누어다. 중국 건축 일국은 베이징에 복귀한지 

14일 미만인 노동자들에게 딱지를 붙였다.  
The Chinese Communist Party 
divides people into three, six and 
nine levels etc., and the First 
Bureau of China State Construction 
has labeled workers who have 
returned to Beijing less than 14 
day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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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후베이성 이창시 서릉구 신지에방 재건축 아파트 단지에서 청우 

노무회사는 건축업자의 임금 지불을 거절하였다. 현장에서 임금을 

달라는 건축업자들을 쇠파이프로 개 패듯 때렸다. 
 
The Xinjiefang settlement 
community in Xiling District, 
Yichang City, Qingyu Labour 
company refused to pay migrant 
workers’wages. At the 
construction site, those migrant 
workers were dragged and beaten 
by iron bars.   
 

14.  4월1일 우한광구, 부동산 

신탄사가 영업 시작 가능하다고 

통보했다. 하지만 개업하는 상가가 

하나도 없다.  
 
 
April 2, at Wuhan 
Guanggu, a opening notice 
was issued by the property 
management, but basically 
no any business open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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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4월3일 저장성 자싱시 한 무역 공장은 코로나의 영향을 받아 

영업을 접어 임금을 결산하여 직원을 해산시키다. 

 
 
 
On April 3, an exporting factory in 
Jiaxing which was unable to 
continue its business had to pay off 
and stand down all employees  
 
 
 
 

16. 4월 3일 점심에 지린성 백성에는 황사가 많이 발생했다 . 하늘이 

순식간에 어두워지고 바람도 많이 불고 엄청 무섭다고 목격자가 

말했다 .  

 
At noon on April 3, a sandstorm appeared in many 
areas of Baicheng, Jilin. The whole sky turned black 
instantly. Witnesses said: The wind was very strong, 
it’s so sc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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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4월2일 저장성 원저우시 뤼안현 선청 공업 구역 일대에서 화재가 

나다.

 
A fire broke out near the Xinsheng industrial zone in 
Rui’an city on April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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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것이 이미 시작되었다 !  
   Everything has begun! 

 

    Watch the video replay here 

   -끝- 

 

      CCP Virus 

https://youtu.be/_oP9nqLezjM
https://youtu.be/_oP9nqLezj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