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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19일 코로나19 주요뉴스 



 하오하이동 부부 빈과일보과 인터뷰 : 홍콩은 우리의 
예루살렘이다.



今日要點
- 오늘의 주요뉴스 -

• 蓬佩奥曝光夏威夷会谈
• WHO再助中共甩锅
• 全球病毒感染再创新高

• 품페이오 미국 국무부 장관은 양제츠 중국외교장관과의 하와이 
회담내용을 공개하였다.

• 세계보건기구(WHO)는 또다시 중공의 책임전가를 도와주었다.
• 전 세계 신종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19) 감염증 사례가 

700~800만건으로 증가하면서 또다시 새로운 기록을 갱신하였
다. 



1. 蓬佩奥谈夏威夷会谈：你们说什么都没用了，我们只看实
际行动... 我们的目的并不是要伤害中国人民而是要针对中
共，全世界都在觉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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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국무부 장관 품페이오는 하와이회담에 대해서 “그들이
(중공) 무엇을 말하든지 소용이 없다. 우리는 실제적 행동만 본
다… 우리의 목표는 중공이지 중국국민을 해치는 것이 아니다. 
전 세계가 깨어나고 있다.”라고 말하였다. 



2. 蓬佩奥在「哥本哈根民主峰会」发表重磅讲话，历数中共
罪状，吹响世界灭共号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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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국무부 장관 품페이오는 코펜하겐 민주주의 정상회의에
서 중대한 연설을 하면서 중공의 역대로 저지른 범죄를 낱낱이 
밝히고 세계를 향해 멸공(중공의 소멸)의 필요성을 알렸다. 



3. 印度反华情绪高涨，全国各地爆发抗议。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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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중감정이 커지면서 인도 전역에서 반중시위가 벌어지고 있
다.  



4. 印度政府部长呼吁关闭中餐馆。有印度官员开始审查与
中共的合同。人们砸烂中国制造的电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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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도 정부장관은 중국 음식점을 폐쇄할 것을 호소하였다. 인도 
관리들은 중국과의 계약을 검토하기 시작하였으며 사람들은 
중국산 TV를 부수고 있다. 



5. 澳总理回应中共对澳发起的网络攻击：将与盟国沟通应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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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주 총리는 중공이 호주에 대한 사이버공격에 다음과 같이 답
하였다. “동맹국 및 파트너와 긴밀하게 협력하여 대응할 것이
다.” 



6. 20亿狗粮奏效？WHO与中共口风一致，将北京疫情
爆发的原因甩锅欧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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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공은 20억 달러로 세계보건기구(WHO)를 다시 매수했
다. 세계보건기구(WHO)는 중공의 책임전가에 발맞추어 
현재 베이징에서의 발병원인을 유럽으로 돌렸다. 



7. 全球感染中共病毒人数升至870万，逾46万人死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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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 세계 신종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19) 감염자 수는 870
만 명으로 증가했으며 사망자 수는 46만 명을 넘었다. 



8. 全球单日新增确诊人数再创新高，巴西成为继美国之后第
二个病例数目突破百万的国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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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 세계적으로 하루 신규 확진자가 또다시 새로운 기록을 갱
신하였다. 미국에 이어 브라질이 두 번째로 100만 명을 넘어
섰다. 



9. 中共病毒疫情持续，苹果宣布再次关闭部分美国门店，
受此消息影响苹果股价周五下跌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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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종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19)가 계속되면서 애플회사는 일
부 미국 점포를 다시 폐쇄하겠다고 발표하였다. 이 소식으로 
인해 애플주가는 금요일에 0.57% 하락했다. 



秘密国际翻译组 •上天造-灭疫组

10.韩国新增67宗确诊个案，是近一个月以来单日新增最高，当
局再次发布全球旅游特别预警。

• 한국에서 67건의 신규확진자가 추가되면서 최근 한달사이 가
장 높은 수준으로 증가하였다. 당국은 또다시 전 세계 여행경
보를 발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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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韩国目前累计确诊个案增至12373宗，约一成在首尔出现，
全国累计死亡个案维持280宗。

• 한국은 현재 누적 확진자수가 12,373건으로 증가하였는데 그 
중 10%가 서울에서 발생했다. 전국 누적 사망자수는 280건
에 머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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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北京中共病毒检查范围扩大，食品、快递员都要进行核酸
测试。

• 베이징에서 신종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19) 검사범위를 확
대하고 있다. 음식물, 배달원등 모두 핵산 검사를 받아야 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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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病毒入侵医院！北京大学国际医院急诊科护士确诊，全
院封闭管理。

• 신종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19)가 병원에 침입하였다. 베이징
대학교 국제병원 응급실 간호사가 확진판정을 받아 병원 전체
가 폐쇄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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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6月11日至今中共称北京仅确诊百人，但是地坛医院宣布
新增1070床位以应对疫情。

•  지난 6월 11일부터 현재까지 중공은 베이징의 확진자수는
100여건에 불과하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디이탄병원(地坛
医院)은 팬데믹에 대처하기 위해 1070개의 병상을 새로 증가
하였다고 선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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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因疫情失业人口增多，吉林白城提供490个摊位资格，
报名人数高达2,500以上。

• 신종코로나 바이러스(코로나19)영향때문에 실업자수가 늘어
나 길림성 바이청시(白城市)에서는 490개의 노점허가를 하
였는데 신청자 수가 2500명이상에 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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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中共建立“DNA天网”，借助美国技术广泛采集男性DNA，声
称用于监控犯罪分子。异议人士称，中共可能会根据DNA来
进行栽赃陷害，用于配型器官移植。

• 중공은 'DNA 스카이넷'을 만들어 미국기술로 남성 DNA를 광
범위하게 채취해 범인을 감시하는데 사용하겠다고 밝혔다. 이
에 이의자들은 중공이 DNA에 따라 누명을 씌워 모함하거나 장
기를 이식하는데 사용될 수도 있다고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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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李文亮医生留下的微博“哭墙”被屏蔽了。超百万评论被
隐藏。

• 리원량의사의 마지막 웨이보 ”벽을 울다(쿠챵)” 가 차단되였으
며 수백만 개의 댓글이 또한 삭제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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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维护党的面子，中共“光明正大”地造假所谓“正能量”视频
。

• 당의 체면을 세워주기 위해, 중국 공산당이 이른바 '정(正)
에너지' 동영상을 조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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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山西网传一银行资金链断裂，储户纷纷取现，市长用他的
人格、党性担保，银行资金充裕。

• 인터넷소식에 따르면 산시성(山西省)에 한 은행의 자금줄이 
끊어지고 예금주들이 잇달아 현금을 인출하자 시장은 자신의 
인격과 당성(党性)으로 은행 자금은 여전히 충분하다고 담보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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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DVtzrxRbMY&feature=push-u-sub&attr_tag=9LSURWsV521JPHVa%3A6
https://gnews.org/zh-hans/2403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