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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9일 코로나19 주요뉴스



틱톡 영상 보고, 타오바오로 쇼핑 
미국 농경시대로 되돌려 보내자.

中，FBI는 반중 세력에 납치된 중국 국가안보는 타협하
지 않을 것이다.



今日要點
- 오늘의 주요뉴스 -

• 王毅称中美关系不能强行脱钩
• 澳洲终止与港引渡协议并为在澳香港技术人才及学生延期
签证

• 巴西总统确诊

• 왕이:중미관계는 강제로 단절될 수 없다.
• 호주, '홍콩보안법' 맞서 범죄인 인도조약 중단,체류기간 연장 

제안
• 브라질 볼리비아 대통령도 코로나19 확진 



1. 全球1200万人确诊中共病毒，逾54万人死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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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세계 코로나19 확진자수가 누적1200만명,사망자수가 54
만명을 넘어섰다.  



2. 巴西总统确诊，被采访时摘掉口罩，直播吃药。巴西全国
已逾166万人感染中共病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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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19에 걸린 보우소나루 브라질 대통령(65)이 말라리아약 
하이드록시클로로퀸을 치료제로 먹는 모습을 공개했다. 브라질 
누적 확진자는 약 166만 명을 넘어섰다. 



3. 美国众议院再次要求谭德塞国会作证，并指责他支持中共
的宣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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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 하원은 테드로스 WHO 사무총장이 중국의 거짓 선전을 지지
한다고 비난하며 미국 의회에서 증언할 것을 재차 촉구하고 있
다. 



4. 比尔格茨：一旦中共海军做出任何尝试，两个美军航母战
斗群将立即抹掉他们的企图。

秘密国际翻译组 •上天造-灭疫组

• 빌 거츠:중국 해군은 위협하거나 어떤 행동을 취하려고 하면 
두개의 미군 항모전단은 그들의 시도를 즉각 없앨 수 있다. 



5. 彭培奥“剑指中共”：中共必须坦白病毒真相！全世界已在
行动，正做出对抗中共的实质行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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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폼페이오:중국 공산당은 코로나19에 대한 진실을 세상에 (제
대로) 알려줄 필요가 있다. 전세계는 중국공산당을 상대로 실
질적인 움직임을 취하고 있다. 



6. 白宫国家安全顾问奥布莱恩：中共将香港吞并。并将自己
的意志强加给自由的人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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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브라이언 미국 국가안보보좌관:홍콩은 중국 공산당에 병탄됐
다. 그리고 자신의 의지를 자유민주화 원하는 인민에게 강요하
고 있는 것이다. 



7. 澳洲给予香港在澳打工者和留学生五年居留权，届时将可
申请永居，并中止与香港的引渡协议。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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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주에서 유학생 혹은 임시로 일자리를 얻은 홍콩 주민들도 
체류 기간을 5년 연장할 수 있고 나중에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다. 또한 홍콩과의 범죄인 인도협정을 중단한다고 밝혔다. 



8. 彭定康：林郑月娥是香港历史上十分令人失望的内奸式人
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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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콩 마지막 총독 크리스 패튼: 캐리 람은 홍콩 역사상 매
우 실망스러운 정치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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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中共认怂！王毅称中美关系不能强行脱钩。中共奉陪到底
的勇气去哪里了？！

• 중국공산당은 미국에 유화적 메시지를 보냈다！중국 외교장관 
왕이는 중-미 관계가 강제로 단절될 수는 없다고 말했다. 중국공
산당 끝까지 싸우겠다는 다짐이 어디에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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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荒唐可笑！赵立坚称FBI被反华势力所绑架。并威胁道：
中国安全部不是吃素的！

• 황당하다! 자오리젠(赵立坚)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FBI가 반
중 세력에 납치됐다고 주장하며 중국 안전부가 타협하지 않을 
것이라고 위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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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北京大兴又发现两例中共病毒病例，全村被封。

• 베이징 다싱(大兴)에서 코로나19 확진자 2명이 발견되어, 
마을 전체가 봉쇄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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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湖北连续多日狂降暴雨，1081座水库超警戒水位。居民反
映水库泄洪从来不会提前通知下游居民。

• 후베이에는 며칠동안 계속된 푹우로 1,081개의 저수지 수위 경
계선을 초과했다. 하류 지역 주민들은 저수지 방류 전에 정보 전
달 되지 않았다고 불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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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新安江水库泄洪后，下游建德居民区淹至二楼，农村部分
地区洪水造成楼房倒塌！

• 신안강 댐이 방류된 후 하류 건덕(建德)지역은 2층까지 침수되
었고, 홍수로 인해 농촌 일부 지역의 건물이 붕괴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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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江西九江市遭遇强降雨，部分地区内涝严重。

• 장시 주장(九江)성 폭우로 일부 지역에 심각한 홍수가 발생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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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7月8日，江西上饶遭遇水灾，一栋楼房瞬间被洪水冲毁。

• 7월 8일, 장시(江西)성 상라오(上饶), 눈 깜짝한 사이에 홍수로 
건물이 무너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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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爆竹厂厂区几乎夷为平地，附近居民区门窗爆裂，但官媒
称事故仅造成了六人受伤。

• 폭죽 공장이 폭발해 온 공장이 완전히 폐허로 변했다.인근 지역 
주택의 창문을 깨지고 문이 부서졌다. 하지만 관영언론은 부상
자가 6명에 불과했다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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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浙江重启拆十字架行动温州两教堂十字架遭百人强拆。

• 저장성은 십자가 철거를 재개한다.원저우에 있는 두 교회의 십
자가가 100명 넘은 사람들에게 강제철거를 당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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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环球时报主编胡锡进称：我们玩着抖音、上着淘宝，能把
美国逼回农业国去。

• 환구시보(環球時報)편집인 후시진(胡錫進): 우리는 Tic Tok
를 사용하고 Taobao에서 쇼핑을 하며, 미국을 농경시대로 
되돌려 보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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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SyrDoruW3o&feature=push-u-sub&attr_tag=VSENm77JLLLRNMWg%3A6
https://www.youtube.com/watch?v=4SyrDoruW3o&feature=push-u-sub&attr_tag=VSENm77JLLLRNMWg%3A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