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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의민주화시위대가지난 30일(현지

시간) 홍콩섬 애드미럴티(金鐘) 정부청사

건물봉쇄에나서면서경찰과충돌했다

시위를 주도하는 대학학생회 연합체인

홍콩전상학생연회(香港專上學生聯會학

련)와 중고등학생 단체 학민사조(學民思

潮)는 이날 저녁 애드미럴티에서 시위대

4000여 명이 모인 가운데 집회를 열어 최

근까우룽(九龍)반도몽콕(旺角)의시위캠

프 철거 등에 대한 항의 표시로 정부청사

출입문봉쇄에나선다고선언했다

시위 지도부는정부청사점거를포함해

강도를높인투쟁을벌이다가경찰에체포

되는방안도검토하는것으로전해졌다

이에따라시위대는헬멧과마스크를착

용한 채 정부청사의 각종 출입문 봉쇄를

추진하고있다

행정장관(행정수반) 판공실부근에서는

출입문 봉쇄를 시도하는 시위대와 후추

스프레이 등을 이용해 이를 저지하려는

경찰간물리적충돌이발생했다 이 과정

에서일부시위대가체포됐다

현지 언론에 따르면 이날 경찰은 약

3000명의 경찰관을 애드미럴티에 배치했

으며시위대가재점거를시도하는몽콕에

도약 4000명을배치했다

앞서 시위대 수백명은 자정부터 오전 5

시께까지몽콕에서거리행진을벌이다 15

세 소년 등 9명이 무기 소지 및 운반 등의

혐의로경찰에체포됐다

시위대는 몽콕 아가일(亞皆老) 스트리

트 부근에서 출발해 네이선(彌敦) 로드를

따라 침사추이(尖沙咀) 해변까지 행진했

다 대부분 차로 대신 인도로 행진했으며

정치적구호대신 쇼핑을원한다 등의구

호를외쳤다 쇼핑 구호는경찰과충돌을

피하면서동시에 시위캠프철거후더많

은 시민이 몽콕 지역에 쇼핑하러 가야한

다고 한 당국자들의 발언을 조롱하려는

의도가담긴것으로보인다

중국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의 2017

년 홍콩 행정장관 선거 안에 반대하는 홍

콩시민의도심점거시위가시작된지난 9

월28일 이후 64일간 경찰과 시위대간 시

위 찬반 세력간 충돌에 따른 부상자 수는

470명으로집계됐다

한편영국가수피터가브리엘과러시아

여성 펑크 록그룹 푸시 라이엇 등은 최근

홍콩 시위대에 지지 의사를 담은 사진을

보낸것으로전해졌다 연합뉴스

3개월 이상 이어지는 미국 미주리 주

퍼거슨 소요사태를 진정시키기 위해 시

당국이흑인경관비중을높이겠다고발

표했다

제임스놀스퍼거슨시장은지난달 30

일(현지시간) 기자회견을 열고 퍼거슨

시의 인구 구성을 더 반영해 경관을 충

원하겠다며이같이밝혔다

지난 8월백인경관이비무장흑인청

년을 총격 살해한 사건이 벌어진 이후

미주리주세인트루이스근처에있는소

도시 퍼거슨의 주민 중 67%가 흑인인

반면 경관 중 흑인은 7%가량에 불과하

다는지적이이어져왔다

놀스시장은흑인이경관으로일할학

력을 갖출 수 있도록 장학 제도를 마련

하고 경관의 직무 수행 결과를 검토할

시민심사위원회도 구성하겠다고 발표

했다

총격 사건의 가해자인 대런 윌슨(28)

경관이 위협 때문에 사직했다는 주장

과관련해놀스시장은 윌슨경관이사

직하게한직접적인위협이있었다는말

을듣지못했다며 윌슨경관에게사직

을요구하지않았다고말했다

하지만 앞서 토머스 잭슨 퍼거슨 경

찰청장 역시 경찰 전체에 대한 위협이

실제로있었다고밝힌바있다

윌슨 경관도 사직서를 통해 직무를

이어갈 경우 퍼거슨시 주민들과 경관들

을위험에내몰수있다며사직을결심

한배경을설명했다

퍼거슨사태발생이후유급휴직상태

였던윌슨경관은전날사직서를제출했

다

한편 백악관은버락오바마대통령은

1일 각료들과 만나 지난 8월 자신이 지

시했던군장비경찰공급재검토에대해

논의한다고밝혔다

미국 정부는 2001년 911 테러 이후

이른바 1033 프로그램에 따라군 보유

장비와화기를지역경찰등치안기간에

공급할수있도록허용했다

하지만퍼거슨시위진압과정에서경

찰의중무장논란이거세지자오바마대

통령은 지난 8월23일 공급 재검토 지시

를 내려 사실상 군 장비 공급을 금지했

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날 시민단체 대표

및 치안당국 관계자와도 만나 지역사회

와법집행기관이상호신뢰를쌓는방안

을논의한다

윌슨경관이사직의사를밝히고퍼거

슨 시 당국과 백악관이 나서 대책 마련

에부심하고있지만이번사태가지속적

이고제도적인 인종차별때문이라고생

각하는흑인들의분노는수그러들지않

는모습이다

미주리주지역언론들은전날밤에도

100여 명의 시위대가 윌슨 경관을 불기

소처분한 데 항의하는 시위를 벌였고

몇몇 시위대는 미국 국기를 불태우기도

했다고보도했다

언론들에 따르면 세인트루이스 카운

티경찰은시위대중 2명을체포했고 오

리건주포틀랜드에서는약 10명이체포

됐다 연합뉴스

중국 공산당의 사정감찰 총괄기구인

중앙기율검사위원회가 지난달 30일부터

약한달여간 2014년제3차중앙순시활동

에들어갔다

1일중국신경보(新京報)에따르면중앙

순시조는전날부터총 13개의감사대상기

업 및 기관으로 흩어져 해당 기관의 비리

와문제점을샅샅이조사할계획이다

이번 활동의 대상은 남방항공 중국선

박 차이나유니콤(中國聯通) 중국해운 화

뎬(華電)집단둥펑(東風)자동차선화(神華)

집단 중국석유화학집단공사(SINOPEC)

등 8개의중앙국유기업과문화부환경보

호부 중국과학협회 전국공상연합회 중

국국제광파(라디오)방송국 등 총 13개 기

업및기관이다

왕치산(王岐山) 중앙기율위 서기는 이

번순시는기존조사와달리목표가명확하

다면서 문제점을 중점적으로 파고들어

철저히조사에임해야한다고촉구했다

이번 순시에서는 조사단의 유선전화번

호와메일주소등외에일부휴대전화번

호도공개해휴대전화문자메시지를통한

비리제보를처음으로받기로했다

중국공산당중앙순시조는지난해 2012

년 말제18차 당 대회 이후 지금까지총 4

번의 현지조사를 통해 총 436명의 당정

관리들을비리로낙마시킨바있다

연합뉴스

일본 제1야당인 민주당이 다음 달 14

일 투표가 시행되는 중의원 선거(총선)

에서 전체 475석 가운데 100석 이상을

목표로한다는뜻을밝혔다

1일 요미우리(讀賣)신문에 따르면 가

이에다 반리(海江田万里) 민주당 대표

는 전원 당선이라는 것이 된다면 당연

히세자릿수는될것이므로그런의미에

서세자릿수다고말했다

그는 전날 일본 시즈오카(靜岡)현 시

즈오카시에서 기자들과 만나 총선의 의

석목표에관해이같이발언했다

그는다만 100석이승패의기준은아

니다며선거결과에관해자신을책임을

논하는기준은별개라는뜻을내비쳤다

앞서 가이에다 대표는 이번 총선에서

자민당이단독으로과반 의석을획득하

지 못하도록 하겠다고 밝혔으나 민주당

의의석수에관해언급한것은처음이라

고요미우리신문은전했다

가이에다 대표가 언급한 세자릿수에

관해 민주당의 한 간부는 100석이 있

으면국회에서존재감을보여줄수있고

다음중의원선거에서과반을노리는발

판이된다고말했다

2012년 12월총선때는전체 480석가

운데 자민당이 294석 공명당이 31석을

차지해 325석의 거대 연립 정권이 만들

어졌으며민주당은 57석을얻는데그쳤

다 연합뉴스

홍콩경찰들이 1일(현지시간) 애드미럴티의정부청사출입문주변을봉쇄한채우산등으로저항하는민주화시위대에게경찰봉을휘두르며해산을시도하고있다 경찰은이날

시위대40여명을체포했으며양측의격렬한충돌로부상자가속출했다 연합뉴스

퍼거슨시인구구성반영

흑인경관비중늘리겠다

홍콩 시위대 정부청사 봉쇄 시도경찰과 충돌

꼼짝마! 중국 제3차 감찰돌입

남방항공국제광파방송국등 13개 기업기관대상

日 민주당 중의원선거 100석 이상목표

국회서존재감보이고차기선거과반발판

제임스놀스시장밝혀

헬멧마스크착용한채출입문차단경찰 후추 스프레이로맞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