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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2일 코로나19 주요뉴스 



Hang in there, Hongkongers!

홍콩인들이여 버텨!



今日要點
- 오늘의 주요뉴스 -

• 川普总统：病毒可能为投放
• 蓬佩奥重磅讲话；这不是中美之战，而是自由与专制之战
• 英国将允许三百万拥有BNO资格的港人前往英国

• 트럼프 대통령: 코로나19 바이러스는 투입됐을 가능성이 있다.
• 마이크 폼페이오: 이것은 중미 양국의 전쟁이 아니라 자유와 독

재의 전쟁이다.
• 영국은 BNO (영국해외시민)자격을 소지한 300만명의 홍콩인들

이 영국에 입국할수 있도록 허락하였다. 



1. 川普接受福克斯采访时首次说：病毒有可能是被投放的，我
们将查清真相，一查到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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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코로나19바이
러스가 투입됐을 가능성이 있다며 끝까지 진실을 규명하겠다고 
밝혔다. 



2. 蓬佩奥记者会重磅讲话：这不是中美之战，而是自由与专
制之战，自由终将获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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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은 “중국공산당의 행실은 이미 이란 및 
베네수엘라와 연합하고 있다. 이것은 미중간의 전쟁이 아니라 자
유와 독재 사이의 전쟁이다. 승리는 자유를 사랑하는 세계인들 것
이라고 확신한다”고 중요한 연설을 하였다. 



3. 英国首相宣布：允许三百万拥有BNO资格的香港人前往英
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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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리스 존슨 영국총리는 “BNO (영국해외시민) 자격을 소지한 
300만명 홍콩인들이 영국에 입국할수 있도록 허락한다”고 선포
하였다. 



4. 针对港区国安法的实施，澳大利亚7月2日表示，正积极考
虑对希望离港的香港人提供庇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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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월2일 ,호주는 “홍콩보안법”의 시행을 반대하여 홍콩을 떠나
려는 홍콩인들에게 안전한 피난처를 제공할것이라고 밝혔다. 



5. 美国联邦通信委员会宣布：“华为”和“中兴”是对美国国家
安全构成威胁的公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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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CC(연방통신위원회)는 화웨이(华为)와 ZTE（中兴）를 
미국 국가 안전에 위협을 가하는 기업으로 지정했다. 



6. 斯伯丁将军：中共把瘟疫带到了美国，并利用网络水军控
制推特言论。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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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폴딩 장군은 ”중국공산당은 코로나19펜데믹을 미국에 가
져오고 댓글알바를 이용하여 트위터의 언론을 통제하고 있
다”고 밝혔다. 



7. 全球逾1060万人感染中共病毒，死亡人数达到51万人。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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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 세계 코로나19확진자수가 1060만명, 사망자수가 51만명
에 이르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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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当被问及“是否介意香港约有37%的人考虑移民国外”时，
赵立坚称，“中国来去自由！”

• 자오리젠 중국공산당 외교부대변인은 “홍콩 약37% 인구가 
이민을 고려한다는데 대해 개의치 않는가?”라는 질문에 “중국
은 자유롭게 오갈수 있다”고 답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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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无耻断播！BBC新闻画面：当记者提到香港问题时，中共掐
掉了国内的电视转播信号！

• 파렴치한 방송중단! BBC뉴스화면: 기자가 홍콩문제를 언급하자 
중국공산당은 국내의 TV중계신호를 차단해버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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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中共称北京疫情已经控制住，但7月1号北京昌平某小区大
量感染者被带走。

• 중국공산당은 베이징의 코로나19 사태가 통제되었다고 발표하
였지만, 7월 1일 베이징 창핑구(昌平区) 한 아파트단지에서 대
량의 코로나19 감염자들이 연행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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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长江水文局发文：2020年第一号洪峰已经形成。已经被淹
的下游城市将再度陷入危机。

• 창장(长江)수문국 (水文局)공식문: ”2020년 제1호 홍수가 
이미 형성되었다. 이미 침수된 하류 도시는 다시 위기에 빠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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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惊悚新闻！中共宣称，摘取未满18岁公民活体器官将追究
刑事责任。之前难道不追究么？！

• 충격적인 뉴스! 중국공산당은 “18세 미만 미성년자들의 장기
적출 시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는 공식문서를 발표하였다. 문
득 드는 의문: 그 전에는 형사책임을 추궁하지 않았고 18세이
상은 적출해도 상관없다는 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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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7月1日有370多名无辜港人被捕，其中10名被指控违反了
新港版国安法。

• 7월1일, 무려 370명의 무고한 홍콩인들이 체포되었고 그중
10명은 <홍콩보안법>위반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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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女足球员无意泄露中共封城真相！

• 여자 축구선수가 무의식적으로 중국공산당이 도시봉쇄에 대
해 은폐한 사실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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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美东战友们聚集华盛顿, 在中领馆前庄严颂读新中国联邦
宣言，并高呼打倒共产党。

• 미국 동부지역 전우들은 워싱턴DC에 모여 중국공산당대사관 
앞에서 <신중국연방선언>을 장엄하게 낭독하고 “공산당 타
도!”를 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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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R9F29Igtqo&feature=push-u-sub&attr_tag=5Y8cMkRGanztLJPm%3A6
https://www.youtube.com/watch?v=XR9F29Igtqo&feature=push-u-sub&attr_tag=5Y8cMkRGanztLJPm%3A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