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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10일(이하 현지

시간) 이라크와 시리아에 포진한 이슬람

수니파무장단체인 이슬람국가(IS)를 격

퇴하기위한전략을공식발표한다

오바마 대통령은 특히 현재 이라크에

국한된공습의범위를시리아로확대하는

방안을발표할가능성이있어주목된다

오바마 대통령은 10일 오후 9시 백악관

스테이트플로어에서정책연설을하고 IS

격퇴 전략을발표할예정이라고백악관이

9일밝혔다

조시어니스트백악관대변인은이날기

자들에게 배포한 성명에서 IS가 국제사

회와 미국에 미치는 위협을 설명한 뒤 IS

를 분쇄하고궁극적으로격퇴하는전략을

제시할것이라고말했다

오바마대통령이발표할전략의구체적

내용은 알려지지 않았으나 동맹우방국

들을 규합해 국제적 군사연합 전선을 형

성하고 IS에 대한 공습을 강화하는 방안

이담길것으로예상된다

특히 이라크 내 IS 세력을 겨냥한 공습

을확대하는데이어 IS 본거지가위치한

시리아영토에대해서도공습을강행하는

방안이검토되고있는것으로알려졌다

이는 얼마전미국인기자두명이참수

된 이후 시리아 공습을 지지하는 미국 내

여론이 점차 고조되고 있는 데 따른 것으

로풀이된다

미국워싱턴포스트(WP)와 ABC방송이

9일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

자 1001명 중 시리아 공습에 찬성하는 비

율이 65%에달했다

또오바마대통령은의회에시리아반군

을무장하고훈련하는데필요한 5억달러

의예산승인을요청할것으로전해졌다

오바마 대통령은 IS에 대한 공습 확대

를결정한다면의회의사전승인을거치지

않고행정명령을발동하는식으로독자적

으로군사행동을결정할가능성이큰것으

로알려졌다

오바마대통령은지난해9월화학무기를

사용하는시리아아사드정권에대한공습

문제를논의할당시느닷없이의회의사전

승인을요청해군사행동결정의책임을의

회에떠넘겼다는비판을받은적이있다

이와관련해오바마대통령은이날오후

민주공화 양당의 의회 지도자들과 만나

IS 격퇴전략의기본개요를사전설명했다

백악관집무실에서이뤄진회동에는존

베이너(오하이오) 하원의장 낸시 펠로시

(캘리포니아) 하원 민주당원내대표 해리

리드(네바다) 상원 민주당원내대표 미치

맥코넬(캔터키) 상원 공화당 원내대표가

참석했다

오바마대통령과의회지도부의회동은

지난달 8일미국의이라크공습개시이후

처음열리는것이다

외교소식통은의회의승인을요청하기

보다는 동의(buyin)를 얻는다는 의미

라고말했다

오바마대통령은이날의회지도부에 IS

공습확대를위해 50억달러(약 5조1250억

원) 규모의 테러방지기금에 대한 지원을

요청할것으로알려졌다

의회 내에서는 IS 공습확대에 대한 의

회의 사전승인 또는 표결 여부에 대한 공

감대가뚜렷하게형성돼있지는않은상황

이다 다만 의회 일각에서는 중간선거를

두달앞두고군사행동승인과같은민감한

의제를다루는것을부담스러워하는기류

가엿보인다

존 케리 국무장관은 IS 공습 확대에 대

한 동맹우방국들의 지원을 끌어내고자

이날 중동의 우방국인 사우디아라비아와

요르단을방문했으며척헤이글국방장관

은터키를방문중이다

앞서 오바마 대통령은 8일 밤 즈비그뉴

브레진스키샌디버거톰도닐런 스티브

해이들리등백악관국가안보보좌관출신

싱크탱크전문가들과만나 IS 격퇴전략과

관련해의견을들었다 연합뉴스

오바마 IS 뿌리뽑는다시리아까지 공습 확대 가능성

세계보건기구(WHO)는 지난 6일 현

재 서아프리카 기니 라이베리아 시에

라리온 나이지리아 세네갈등 5개국의

에볼라감염자는총4293명이며이중사

망자는 2296명이라고 9일(현지시간) 공

식발표했다

이를 국가별로 보면 라이베리아가 감

염 2046명 사망 1224명으로서아프리카

5개국 전체 에볼라 사망자의 절반 이상

을차지했으며 지난달 31일현재발표됐

던수치보다사망자가 353명증가했다

다음으로는 기니가 감염 862명 사망

555명이었고 시에라리온은 감염 1361

명사망 509명으로집계됐다

기니와 시에라리온은 지난달 31일에

비해사망자가각각 61명과 33명이늘어

났지만 라이베리아보다는 상대적으로

안정세를유지하는것으로집계됐다 나

이지리아는감염 21명 사망 8명으로사

망자수가 1명늘어났고 세네갈은감염

자수만 1명에서 3명으로증가했다

WHO는 그러나 서아프리카 에볼라

바이러스와연관성이없는중부아프리

카콩고민주공화국의에볼라감염및사

망자상황은별도로발표한다고밝혔다

이처럼에볼라바이러스가좀처럼수

그러들지않은가운데반기문유엔사무

총장은 이달 말 유엔 총회를 계기로 에

볼라 고위급 회담을 개최할 계획이라고

스테판두자릭유엔대변인이전했다

반총장은 8일버락오바마미국대통

령과의 전화 통화에서도 에볼라 창궐

에대응한국제사회의노력을긴급히확

대할필요가있다고촉구했다 반총장

의촉구직후미국은서아프리카에의료

진을추가로파견하기위해 1000만달러

를추가지원한다고발표했다

유럽연합(EU)도 650만 달러를 지원

할예정으로 서방의자금지원으로최소

100명의 의료진이 서아프리카에 추가로

파견돼 6개월간활동할수있게됐다

미국은이와별도로에볼라감염의료

진 전용 병원을 라이베리아에 세우기로

했고 영국도의료진전용구역이마련된

병원을시에라리온에설립할예정이다

연합뉴스

에볼라사망자증가의료 지원확대

파키스탄과인도북부접경지역카슈미르일대에서 1주일째이어진폭우와홍수로 9일(현지시간) 현재사망자가 400명 이상에달했다

사진은도시의6070%가물에잠겨 40만명이고립된것으로전해진인도령카슈미르의주도스리나가르주택가의침수모습연합뉴스

국제적군사연합형성등궁극적격퇴전략제시할듯

5조원규모테러방지기금조성시리아반군무장훈련

일본인의중국에대한인식이최악으로

치달았다는조사결과가나왔다

일본의특정비영리활동법인 언론NPO

와 중국관영영어신문차이나데일리가지

난 78월 두 달 동안 양국에서 벌인 여론

조사 결과 일본인 응답자의 930%가 중국

에대해좋지않은인상을지니고있다고답

했다

중국을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일본인은

작년 같은 조사 때보다 29% 포인트 늘어

났으며 2005년 양국 공동 조사를 시작한

이후최고치에달했다

2005년 조사 때는 중국에 관해 좋지 않

은인식을지녔다고답한일본인의비율이

379%였다

일본에관해부정적인인식을지녔다고

답한중국인의비율은 868%로작년조사

때보다 6% 포인트 낮아졌으나 역대 조사

결과가운데두번째로높았다

중일 관계에 관해서는 일본인 834%

중국인 672%가나쁘다고답했다

일본인이중국에대해나쁘게인식하는

이유(복수 응답)는 ▲국제적인 규칙에 어

긋나는 행동(551%) ▲자원에너지식량

확보 등 자기 중심적인 행동(528%) ▲역

사문제 등에 관한 일본 비판(522%) ▲센

카쿠(尖閣중국명 댜오위다오釣魚島)

열도를둘러싼대립(504%)등이었다

중국인은 ▲센카쿠 열도 분쟁(640%)

▲과거 침략에 대한 사과반성 부족(59

6%) ▲타국과 연대해 중국을 군사경제

적으로 포위하려는 전략(418%) 등을 일

본에반감을지니는이유로꼽았다

그럼에도 일본인의 794% 중국인의

704%는각각양국국민감정이악화한것

이우려스럽거나문제가있으니개선해야

한다는인식을보였다

양국 간에 군사분쟁이 일어날 수 있다

는전망이 일본인에게서는 29%로작년보

다 53% 포인트 늘었고 중국인은 534%

로 07%포인트증가했다

일본인의 470%는한일관계와중일관

계가 비슷한 정도로 중요하다고 답했고

156%는한일관계가 124%는중일관계

가더중요하다고평가했다

중국인의 435%는한중관계와중일관

계가비슷하다고응답했고 333%가한중

관계 65%가 중일 관계가 더중요하다고

의견을 밝혔다 일본 총리의 야스쿠니(靖

國)신사 참배에 관해 일본인의 682%는

괜찮다고 평가했지만 중국인의 595%는

참배하면안된다고답했다 연합뉴스

물에잠긴인도40만명고립

감염4293명중 2296명사망

미국의프린스턴대학이지난해에이어

올해도미국최고의명문대학에뽑혔다

미국의 학교평가기관인 US뉴스 &

월드리포트는 9일(현지시간) 미국의

1800개 대학을 대상으로입학성적과지

원경쟁률졸업률평판도 학교재정등

을 기준으로 순위를 매긴 결과 종합대

학 부문에서 프린스턴대가 1위를 차지

했다고 발표했다 2위는 하버드대 3위

는예일대가차지했다

컬럼비아와 스탠퍼드 시카고 대학은

나란히공동 4위를점했다 이어매사추

세츠공과대학(MIT7위) 듀크대학과

펜실베이니아대학(이상공동 8위) 캘리

포니아공과대학(칼텍10위)순이었다

연합뉴스

美최고명문대학에프린스턴大선정

일본인 93% 중국에부정적인식중국인 87%는 日에반감

2위하버드大3위 예일大

센카쿠분쟁역사문제등갈등

양국 50% 韓中日관계중요

<이슬람수니파무장단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