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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야권지도자보리스넴초프(55) 전부

총리의 피살로 인해 러시아 정국이 혼란에 빠

져들고있다

러시아 수도 모스크바를 비롯한 여러 도시

에서 1일(현지시간) 이틀 전 피살된 넴초프 전

부총리를추모하는거리행진행사가열렸다

모스크바에선주최측추산 5만명이상의시

민이 손에 넴초프의 사진과 꽃 초 등을 들고

나와 크렘린궁이 야권 지도자의 살해에 책임

이있다고비난했다

제2도시 상트페테르부르크와 넴초프가

1990년대 주지사로 일했던 중부 도시 니즈니

노보고로드등에서도추모집회가열렸다

참가자들은 넴초프의 사진과 함께 나는 두

렵지 않다 투쟁하라 등의 플래카드를 들고

걸었다

하원 의원 드미트리 구트코프 넴초프와 함

께 반정부 운동을 펼쳐온 미하일 카시야노프

전(前) 총리 또다른 저명 야권 지도자 일리야

야쉰등이행렬을이끌었다

시위대는푸틴없는러시아 잊지않을것

이다용서하지않을것이다 이총탄은우리

모두를향한것이다등의구호를외쳤다

시위대 행렬이 피살 현장에 이르자 카시야

노프전총리가시위대를상대로연설했다 카

시야노프는 넴초프 살해자들을 반드시 찾아

내 처벌할 것이라고 다짐하면서 이들은 자

유와진실에반대하는세력이라고비난했다

시위에 참가한여배우라다네그룰은 넴초

프 살해 배후는 명백히 크렘린이라며 설령

(블라디미르) 푸틴대통령이직접살해를지시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에게 아첨하려는

측근들이이런행동을할수있는분위기를만

들고언론을통해증오심을불러일으킨것등

이이번사건의배경이라고지적했다

경찰은 약 1만6000명이 모스크바 추모행사

에참가했다고밝혔다 하지만야권은집회참

가자가 5만명이상이라고주장했다

당국은 시위 현장 주변에 대규모 경찰 병력

과 대테러부대 병력을 배치해 만일의 사태에

대비했다

하지만가두행진현장에서경찰과참가자들

간큰충돌은없었다

야권은 넴초프가 살해되기 전 모스크바 남

쪽 지역에서 이날 우크라이나 사태에 대한 러

시아의 개입 등을 규탄하는 대규모 반정부 거

리행진을개최할예정이었으나피살사건이후

시위장소를시내로옮겼다

모스크바 시 당국도 이날 추모행사를 공식

허가했다

모스크바이외에제2도시상트페테르부르크

에서도 약 6000명이 시위를 벌였으며 중부도

시니즈니노보고로드시베리아도시노보시비

르스크등에서도추모집회가열렸다

한편 넴초프는지난달 27일저녁 11시 30분

께 크렘린궁에서 불과 200km 떨어진 곳에서

괴한들의총격을받아숨졌다 러시아초대보

리스옐친대통령시절인 1990년대후반제1부

총리를 지낸 넴초프는 그동안 푸틴 정권의 권

위주의와부패 우크라이나사태개입등에대

해 신랄한 비판을 가하면서 크렘린과 대립각

을세워왔다 연합뉴스

푸틴 정적 넴초프 피살러시아 정국 혼란

러시아모스크바크렘린궁인근에서1일(현지시간)수많은시민들이국기를흔들며이틀전피살된야권지도자보리스넴초프전부총리를추모하

는거리행진을하고있다이들은크렘린궁이넴초프의살해에책임이있다고비난했다 연합뉴스

크렘린궁살해책임있다

모스크바등곳곳수만명시위

당국 대규모경찰군병력배치

북한이 2일새벽스커드계열미사일로추정

되는 단거리 탄도미사일 2발을 동해 상으로

발사했다고국방부가밝혔다

국방부는 이날 북한이 오늘 새벽 6시32

분부터 6시41분 사이에단거리탄도미사일 2

발을 남포 일대에서 동해로 발사했다며

사거리는 각각 495 493였다고 밝혔

다

발사된 탄도미사일의 최고속도는 마하 4

3 최고 고도는 134였다군 당국은 사거리

와 궤적 속도 등을 고려할 때 스커드C 계열

의탄도미사일을발사한것으로추정했다

국방부는 한미 연합 키리졸브(KR) 연습

및 독수리(FE) 훈련에 반발한 무력시위로

판단된다며 우리 군은 북한의 추가 발사

가능성과 다양한 도발에 대해 예의주시하고

있으며 대비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

다

평양 남쪽 남포에서 동동북 방향으로 발

사된 탄도미사일은 북한 내륙 지역을 가로

질러 원산 호도반도를 지나 갈마반도 남쪽

50공해상에떨어진것으로전해졌다

북한은 이날 미사일 발사에 앞서 인민군 총

참모부 대변인 성명을 통해 한미연합훈련에

대해 절대로 수수방관하지 않을 것이며 두고

두고후회하게될것이라고위협했다 북한

군총참모부는성명에서한미연합훈련에대해

우리수뇌부의제거와 평양점령목표를위한

북침핵전쟁연습이라며 북침실전연습이 개

시된 이상 엄중한 사태를 절대 수수방관하지

않을것이라고주장했다

이에 대해 김민석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정

례브리핑에서 북한의 위협적인 언동은 한반

도안보에대한대단히심각한도전이며 탄도

미사일을 발사하는 도발적 행위는 유엔 안보

리결의안에대한명백한위반이라고 비판했

다

한미연합군사령부와 합동참모본부는 이날

오전한반도유사시에대비한한미연합훈련인

키리졸브연습과독수리훈련을시작했다키

리졸브 연습은 13일까지 진행되며 독수리 훈

련은다음달 24일까지계속된다

지휘소연습인 키 리졸브 연습에는 미군

8600여명과한국군 1만여명이참가한다북한

의 남침을 가정해 한반도 방위를 위한 시나리

오별컴퓨터시뮬레이션으로 진행된다

연합뉴스

일본해저화산폭발로형성된섬이16개월째팽창하고있다고

미국 CNN이 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CNN은일본해상보안청관측자료를인용해 2013년 11월오

가사와라(小笠原) 제도 니시노시마(西之島) 남남동쪽 약 500m

지점에화산폭발로생긴작은섬이근처다른섬을삼키면서계

속팽창중이라고전했다

지난주 이 지역에 관측기를 보낸 해상보안청은 새로운 섬 면

적이 도쿄돔의 52배 크기인 246이며 분당 56차례 분출해

계속팽창할것으로내다봤다

당초 화산폭발로 섬이 생겼을 때 과학자들은 곧 사라질 것이

라고 예상했으나 용암 분출을 계속하면서 존속하고 있다 일본

에서해저분화로섬이생긴것은 27년만이었다

이곳은 칠레 북부에서 알래스카시베리아뉴질랜드 남부

로 이어지는 환태평양 지진화산대인 불의 고리에 위치하고

있다 연합뉴스

북 단거리탄도미사일 2발 동해로발사

어제새벽남포서軍당국 한미키리졸브연습독수리훈련반발한듯

日 화산폭발섬 16개월째팽창

오가사와라제도500지점도쿄돔의52배크기

중국 최대의 정치행사인 양회(전국인민대표대회와 전국인

민정치협상회의)가 2일 정국인민정치협상회의(이하 정협) 기자

회견을시작으로약보름간의일정에돌입한다

전국인민대표대회(이하전인대)에 이틀앞서 3일 개막하는정

협은개막하루전인이날오후뤼신화(呂新華) 대변인이주재하

는기자회견을열어올해의회기와주요논의 주제등을발표하

며기자들의질문에답변할계획이다반관영통신사인중국신문

망(中國新聞網)은 2일양회의첫공식기자회견을시작으로중국

이양회일정에돌입하게된다고보도했다

뤼대변인은지난해3월 2일정협기자회견에서저우융캉(周永

康) 전중앙정치국상무위원처벌문제에관한질문을받자 당신

도 잘 알면서라고 답변함으로써 작년 양회의 최고 유행어를

탄생시킨바있다

올해양회는집권 3년차에들어선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이

이끄는중국지도부의국정운영을제도적으로뒷받침하는각종

법안과조치들이나올것으로예상된다

중국은 대외적으로는 이번 양회를 계기로 전 세계를 무대로

적극적이고 강한중국노선을 가속화할것으로예상된다 이런

점에서중국의국방예산증가폭이초미의관심사가되고있다

경제분야에서는 뉴노멀(New normal신창타이新常態)

시대를맞아국내총생산(GDP) 증가율목표를 7% 안팎으로낮

추고 질적인 성장 추구에 주력하기 위한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한편 일대일로(一帶一路육상해상실크로드)의구체적방향

도제시할것으로예상된다

올해 경제성장 목표는 전인대 개막식에서 리커창(李克强) 총

리의정부업무보고를통해발표된다

대내적으로는반(反)부패 정치개혁을비롯해민생복지스모

그대책을포함한환경문제등에대해서도심도있는논의가이

뤄질것으로예상된다

최고국정자문기구인정협에는이미전국에서집결한위원들

로부터 400여 건의건의안이공식접수돼분류작업이진행되고

있다 건의안의 주제는 뉴노멀과 일대일로 국가전략적인 주

제가주를이루는가운데취업양로 의료교육등민생과관련

된주제도상당비중을차지하고있다고중국신문망은전했다

연합뉴스

중국 양회 시작
전인대정협

시진핑 집권 3년차국정운영방향제시

대외적으로 강한중국노선 가속화전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