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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27일 코로나19 주요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6일(현지시간) "이번 주말 
전에 매우 강력한 무언가를 발표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今日要點
- 오늘의 주요뉴스 -

• 美国将取消香港自贸区地位
• 美国政府将于6月公布病毒来源证据
• 美国考虑制裁中共官员及企业

• 미,홍콩 특별지위 박탈할 수 있다.
• 미국은 6월에 코로나 바이러스 발원지 증거를 발표할 것이

다.
• 미국은 중국 공산당 고위관료들과 기업들을 제재할 것이다. 



1. 参议员乔什·霍利：我们之所以发生这种大流行病，是因为
中共在世界范围内释放了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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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美 상원의원인 조쉬 홀리(Josh Hawley): 중국 공산당는 이 
대 규모 피해에 대한 책임이 있고, 그들은 현재 세계가 겪고 있
는 펜데믹에 대한 책임을 져야한다.  



2. 路德社重磅爆料：美国将于6月分阶段公布中共病毒来源证
据。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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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체인 루드(路德)는 유튜브 채널에서: 미국은 6월에 코로나 바
이러스의 발원지에 관한 새로운 증거가 발표할 것이다.  



3. 参议员肯尼迪：「我们将联合全世界共同对抗中共，制裁
中共，取消香港自贸区！」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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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美 케네디 상원의원: 우리는 세계의 다른 나라들과 함께 중국공
산당을 제재하여 홍콩과의 특별 무역 지위를 취소할 것이다. 



4. 掐断中共资金，冻结高官海外资产！美国国会已发起60个
对中共追责议案，全方位制裁中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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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중국 공산당의 자금을 차단하여 고위관료들의 해외 재산 동
결할 것이다! 

• 미, 국회에서 60개의 대중(對中) 제안을 발의해 중국 공산당을 
전방위 제재하기 시작하였다. 



5. 彭博社的内部消息：美国正在考虑制裁中共官员和企业。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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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블룸버그통신: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홍콩을 장악하려
는 중국 정부의 시도에 대응해 공무원, 기업, 금융기관 등에 대
한 일련의 제재를 검토 중이다. 



6. 党媒收买小国政客和不入流评论员为香港版国安法背书。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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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 관영언론은 작은 나라의 정치인들과 형편없는 논객을 
매수하여 ʻ홍콩 국가보안법 ʻ에 대해 지지하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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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牡丹江疫情爆发，多个小区发现确诊人员，5月27日起牡丹
江站火车全部停运，封城开始。

• 무단장(牡丹江) 코로나 폭발. 여러 단지에서 확진자가 발견되
었다. 5월 27일부터 철도 운행이 중단되었고 도시가 봉쇄되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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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武汉被隔离人员核酸检测结果忽阴忽阳。其中相隔不超过5

小时检测竟然检验出不同的结果。

• 저품질 테스트 키트의 정확성이 떨어져 우한 검역소의 일부 
환자는 5 시간 내에 완전 다른 결과를 받았습니다. 



秘密国际翻译组 •上天造-灭疫组

9. 武汉找工作真难！一个工资到手不到3000元，只招收100

人的岗位，竞然有将近几千人来报名。

• 우한에서 일자리를 구하기가 어렵다. 수천 명의 지원자들이 3
천 위안 이하의 급여 조건인 100개의 일자리를 놓고 경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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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朱镕基2002年在香港礼宾府的讲话在2020年竟然因违规下
架！中共就是搞乱香港的“民族罪人”！

• 주룽지(朱镕基 전 중국 총리) 2002년에 홍콩 정부청사에서 한 
연설은 관련 규정에 위반으로 온라인에서 삭제됐다. 그의 말을 
따르면 중국공산당은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홍콩을 착취하는 
'국가의 죄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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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香港民众在铜锣湾一家购物中心发起“和你shop”活动，聚
集民众高喊口号。

• 홍콩 시민들은 코스웨이 베이의 한 쇼핑몰에서 ' '함께 쇼핑하
기(Shop With You)'로 불리는 시위를 벌였고 구호를 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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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抗议国歌法二读与香港版国安法，香港民众铜锣湾集结示
威抗议。

• 홍콩 국가보안법(홍콩 보안법)과 '국가(國歌)법' 제정에 반대
하는 시위가 홍콩 코스웨이 베이에서 벌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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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警察在无预警情况下对和平游行民众疯狂发射胡椒球，致
使多人受伤。

• 평화시위 기간 동안 홍콩 경찰은 경고 없이 후추 스프레와 후
추 공 발사체로 시민들을 공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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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蔡英文总统今天表示，将对香港提出人道救援的行动方案。

• 차이잉원(蔡英文) 대만 대통령은 전날 홍콩 자치의 퇴보 가능
성에 우려를 표명하면서 홍콩인들에 대한 인도적 지원을 위해 
전담팀을 구성할 방침을 공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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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黎智英：「我爱我的祖国！不幸的是，我的祖国被中共这
个邪恶政权统治」

• 빈과일보(Apple daily) 설립자 라이치잉(黎智英): 저는 중국
인으로서 자랑스럽 고, 저는 우리나라를 사랑하지만 불행하게
도 중국공산당이 통치하고있다. 



一切都已經開始
  모든 것이 이미 시작되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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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youtu.be/CJfmhKEu8Qk
https://www.youtube.com/watch?v=k9GGTyJ-08g&feature=push-u-sub&attr_tag=jkAYKhNSNyn2f43L%3A6
https://www.youtube.com/watch?v=k9GGTyJ-08g&feature=push-u-sub&attr_tag=jkAYKhNSNyn2f43L%3A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