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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s on the CCP Virus Pandemic

6/29/2020

6월 29일 코로나19 주요뉴스 



Confirmed cases for CCP virus over 10.1 million globally, 

death toll over half a million.

코로나19확진자수가 1000만명, 사망자수가 50만명을 넘어섰다.



今日要點
- 오늘의 주요뉴스-

• 全球确诊感染中共病毒人数已超过1010万
• 纳瓦罗发表重磅讲话： 我们要结束中共罪恶的「七宗罪」！
• 参议员科顿提出“半导体制造撤离中国”议案

• 전 세계 코로나19확진자수가 1010만명을 넘어섰다.
• 피터 나바로는 ”우리는 중국 공산당의 칠죄종(7대 죄악)에 종지부

를 찍을 것이다.”라고 중요한 연설을 하였다.
• 미국 상원의원 톰 코튼은 “반도체 산업을 중국에서 철수해야 한

다”는 법안을 제출하였다. 



1. 截至美东时间6月28日晚8点，全球确诊感染中共病毒人数
已超过1010万，死亡人数逼近50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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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동부시간 6월28일 저녁8시 기준으로 전 세계 코로나19 
확진자수가1010만명을 넘어섰고 사망자수가 50만명에 육박
한다. 



2.纳瓦罗发表重磅讲话：我们要结束中共罪恶的「七宗罪」！
美国要团结起来把怒火集中射向中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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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터 나바로는 폭스 뉴스에서 “우리는 중국 공산당의 칠죄종(7대죄
악)에 종지부를 찍을것이다. 미국은 응당 단결하여 분노의 화살을 중
국 공산당을 향해 집중발사해야 한다.”라고 중요한 연설을 하였다. 



3. 参议员科顿:中共利用疫情，对邻国大肆侵扰，激进程度令
人瞠目。美国必将坚决支持受扰盟国。

秘密国际翻译组 •上天造-灭疫组

• 톰 코튼 상원의원: 중국 공산당은 거의 모든 이웃나라에 대해 주
장을 펴고 코로나 펜데믹이 포함되는 다양한 공격적인 행동을 
취했다. 중국이 어느 때보다 공격적으로 변했고, 그렇기 때문에 
동맹국들과 파트너들을 지원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며, 우리는 
중국의 이런 행동을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4. 科顿提出的“半导体制造撤离中国”议案，有望本周通过，
这将有力打击中共信息技術侵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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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톰 코튼 상원의원: 중국 공산당은 거의 모든 이웃나라에 대해 주장
을 펴고 코로나 펜데믹이 포함되는 다양한 공격적인 행동을 취했
다. 중국이 어느 때보다 공격적으로 변했고, 그렇기 때문에 동맹국
들과 파트너들을 지원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며, 우리는 중국의 이
런 행동을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5. 科顿调侃拜登是“住在地下室的傀儡”，拜登时至今日仍庇
护中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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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톰 코튼은 바이든을 “지하실에 사는 꼭두각시”라고 조롱하
였다. 바이든은 지금까지도 여전히 중국공산당을 비호하고 
있다. 



6. 香港民众28日举行以"不集合、不口号、不逗留"为原则的
“静默游行"，抗议国安法；警方用辣椒喷雾驱散抗议民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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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월 28일, 홍콩 시민들은 국가보안법에 항의하기 위해 '집회 
금지, 구호 금지, 체류 금지' 원칙을 내걸고 “침묵시위”를 벌
였다. 경찰은 항의하는 사람들을 해산시키기 위해 후추스프
레이를 발사하였다. 



7. 日媒：对于「港版国安法」日本政府表达「遗憾」仅次
「谴责」之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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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언론: 일본 정부는 <홍콩 국가보안법>에 대해“유감스
럽다”고 밝혔지만 이는 “질책” 보다 약간 온화한 수준에 불
과하다. 



8. 北约盟军司令警告中共在欧洲的扩张行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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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군사령관은 중국 공산당이 유럽에서 
확장 진출하는 것에 대해 경고하였다. 



9. 印度卫生部周六(6/27)公布的数据显示，过去一天之内，
印度新增了1万7千多新冠感染病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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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도 보건부가6월27일 공식 자료에 따르면 지난 하루사이 인
도 코로나19신규확진자가 1만7천여명이 늘어났다. 



10.波兰28日举行总统选举, 这次选举原定5月举行，由于新冠
病毒疫情而推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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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월28일 , 연기된 폴란드 대통령 선거가 28일 실시했다. 폴
란드 대선은 원래 지난 5월에 예정돼 있었지만 코로나19 사
태 여파로 연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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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北京疫情严重！无近期核酸检测无法出行，变相封城。

• 베이징에서 코로나19사태가 악화되고 있다. 최근의 핵산검사 
증명서가 없이 외출할수가 없다.이것은 도시 봉쇄와 다르지 않
은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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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中共官方給出的数据显示，全北京市新增22例，住院205

例。内部数据证明：北京一直瞒报疫情。

• 중국 공산당의 공식자료에 따르면 베이징 코로나19 신규확진
자가 22명 , 입원환자수가205명에 불과 하다. 하지만 중국 공산
당 내부자료는 베이징이 실제 코로나19 확진자수를 은폐하고 
있다는 사실을 증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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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北京仅一所定点医院收治的确诊病患就比官方公布的全城数
字还多。

• 베이징의 단 한곳의 코로나19지정병원에서 치료받는 확진자수
가 중국 공산당의 공식 자료에서 발표한 도시 전체 확진자수보
다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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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雄安新区新安县正式封城，进入武汉模式。

• 슝안신구(雄安新区)신안현(新案县)은 도시봉쇄를 정식발
표하면서 “우한모드” 로 돌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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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河北省唐山市古冶区北范强拆民宅。

• 허베이성(河北省)탕산시(唐山市)구츠구(古治区)북쪽에 위
치한 주민들의 주택들이 강제철거 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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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河北省唐山市路南区稻地镇政府强拆养猪场。

• 허베이성(河北省)탕산시(唐山市)루난구(路南区)도우디진
(稻地镇)정부가 양돈장을 강제철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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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6月29日北京昌平，警察介入瓦窑强拆，居民反抗。

• 6월29일 ，경찰들이 베이징창핑(昌平)와요우（瓦窑）지역
의 강제철거에 동참하자 주민들은 결사적으로 반항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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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保定涞水山水醉小区强拆中致使业主发病入院，政府人员
极力哄骗家属离开。

• 바오딩(保定)라이수이(涞水)산수이쭈이（山水醉）주택
단지주민이 강제철거로 인해 병원에 입원하자 정부관리자
들은 한사코 가족들을 설득하여 떠나게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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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微信屏蔽了“蝼蚁”二字, “盛世”之下终于再无蝼蚁。

• 위챗은 “루이( 蝼蚁，지위나 힘이 없음을 비유)”라는 단어
를 차단해버렸다. 중국 공산당의 "태평성대"하에 고군분투
하는 개미가 되는것은 "허용"받지 못한다. 



一切都已經開始
모든 것이 이미 시작되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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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youtu.be/CJfmhKEu8Qk
https://youtu.be/_r0UKqjKpBc
https://gnews.org/zh-hans/24864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