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6년 8월 4일 목요일제20302호� 국제

중국 남중국해 거론 일본 방위백서 격분

한국에 이어 중국도 2016년 일본 방위

백서를질타하면서중국군에대한적대감

으로가득차있다고불만을표시했다

양위쥔(楊宇軍) 중국 국방부 대변인은

지난 2일 일본 방위백서와 관련한 성명에

서 이 백서는 중국의 정당하고 합리적인

방위업무를왜곡하고남중국해와동중국

해 문제를 부각하는 진부한 내용으로 가

득차있다고주장했다

그는 중국군에대한악의(惡意)로가득

차 있고 중국과 인근 국가 사이에 혼란을

일으키며 국제 사회를 속이려 하고 있다

면서 나르던돌에자신의발을찧지않기

위해서일본이잘못된언행을중단하기를

권고한다고밝혔다

특히중국은일본이백서에서남중국해

문제를거론한데격분했다

양위준 대변인은 일본에 상기시키고

싶은 점은 항해의 자유가 남중국해에서

문제가 되지 않아 왔으며 다른 역외 국가

들의 개입이 이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위

태롭게하고있다고주장했다

그는 동중국해 문제와 관련해 중일 간

영유권 분쟁을 빚고 있는 센카쿠(尖閣중

국명 댜오위다오釣魚島) 열도가 중국

영토라는점을분명히했다

양위준대변인은일본방위백서가센카

쿠 열도 인근에 중국의 군사 훈련이 늘고

있다고 비난한 것에 대해 중국군 훈련은

전적으로 이 열도가 중국에 속해 있다는

선상에서이뤄진것이라고설명했다

그는 일본의 최종 목표가 군비 증가와

군보유를허용하는헌법개정등군정책

을대규모를변모시키려는것이라고비난

하면서 일본이 구체적인 행동을 통해 양

국 관계를 증진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라

고촉구했다

중국관영차이나데일리도일본방위백

서가 거짓말과 과장으로 가득 차 있다고

비난했다

이 신문은 이 백서가 중국군을 이 지역

의위협세력 중국을국제법위반자로묘

사하고있다면서정치적인의도가담긴이

백서는편견으로가득하다고지적했다이

백서가중국정부를겨냥해센카쿠열도부

터 남중국해 문제까지 비난한 것에 대해

서도강한불쾌감을내비쳤다

일본은 지난 2일 발표한 방위백서에서

중국과 관련해 평화적 발전을 주창하는

한편 특히 해양에서 이해가 대립하는 문

제를 둘러싸고 기존의 국제법 질서와는

맞지 않는 독자적 주장에 근거해 힘을 배

경으로현상변경을시도하는등고압적이

라고할수있는대응을계속하고있다고

비판했다

중국의남중국해도서지역영유권주장

을 배척한 상설중재재판소(PCA)의 지난

달판결내용도백서에 2차례걸쳐소개됐

다

이와관련해한국정부는지난 2일일본

이 2016년 방위백서에서 12년 연속으로

독도는일본땅이라며 부당한영유권주

장을 되풀이한 데 대해 즉각 철회를 촉구

하는 한편 주한 일본대사관 총괄공사대

리와 무관을 별도로 불러 강력한 항의의

뜻을전달했다 연합뉴스

미국 공화당의 3선 하원의원이 오는

11월대선에서공화당후보도널드트럼

프대신민주당후보힐러리클린턴에게

투표하겠다고말했다

공화당의 리처드 한나 하원의원은 2

일(현지시간) 시러큐스닷컴 기명 칼럼

에서 나로서는 트럼프 발언을 비판하

는것만으로는부족하다 그는공화당에

봉사하기에도 미국을 이끌기에도 부적

합하다며이같이주장했다

공화당에서 트럼프에 반감이 있는 연

방 상하원 의원들이 적지 않지만 클린

턴을 찍겠다고 선언한 현역의원은 그가

처음이다

뉴욕 출신인 그는 많은 이슈에서 클

린턴에게 동의하지 않지만 클린턴에게

투표하겠다며 클린턴이나라를잘이

끌것이라고믿는다고말했다

특히 교육 확대 여성 건강보험 지원

등자신이헌신해온많은분야에서클린

턴이많은진전을이뤄냈다고평가했다

한나의원은공화당원을향해 (이결

정을) 많은 당원이 반기지 않겠지만 언

젠가진정한후보를갖고승부를겨루는

날이올것이라고위로했다

그는 이번 임기를 끝으로 은퇴하기로

했으며 그의지역구인뉴욕 22선거구는

2012년 대선에서 공

화당의밋롬니후보

가 492%를얻어버

락오바마(488%) 대

통령을 근소한 차로

앞섰다

트럼프의 공화당

내 최측근 인사라고

할 수 있는 크리스 크리스티 뉴저지 주

지사의 전 참모 역시 트럼프 대신 클린

턴에도투표하겠다고선언했다

크리스티 주지사가 경선에서 하차하

기 전까지 핵심 참모 역할을 맡아왔던

마리아코멜라(35)는이날 CNN과의인

터뷰에서 15년간 공화당 원칙에 따라

일해온사람으로서더이상침묵할수없

는순간이라고생각한다고말했다

코멜라는 트럼프는 선거기간 내내

부정확한 정보와 외설적인 어법으로 사

람들의불안을이용하고공포와증오를

부추겨온 선동가였다 클린턴에게 투표

할것이라고밝혔다

젭 부시 전 플로리다 주지사의 핵심

참모샐리브래드쇼도지난 1일 여성혐

오자이며편견에사로잡힌자아도취자

라며공화당탈당의사를밝힌바있다

연합뉴스

힐러리찍을래트럼프등진공화당인사들

중국군에대한악의가득

인근국가와혼란부채질

잘못된언행중단강력촉구

4000개이상의한국기업이진출한베

트남의 최저임금이 내년에 7% 이상 오

를것으로보인다

3일 관련 업계와 현지 언론에 따르면

베트남노동부와베트남상공회의소(VC�

CI) 베트남노동총연맹(VGCL)으로 구

성된 국가임금위원회는 내년에 적용할

최저임금인상안을 73%로정했다

베트남정부는내부검토와베트남주

재외국상공인단체의의견수렴을거쳐

인상안을 확정할 계획이지만 변동은 거

의없을것으로전망된다

노동계대표인 VGCL은현재지역별

로 108157달러(12만18만 원)인 월

최저임금을 1111%인상할것을요구했

지만 사측 대표인 VCCI는 462% 인상

안으로맞서왔다

최저임금 인상률은 2013년 175%에

서 2014년 149% 2015년 148% 2016

년 124%로 둔화했지만 2000년대 후반

이후여전히두자릿수를유지했다

임충현 대한상공회의소 베트남사무

소장은 한국 기업들은 내년 최저임금

인상률을 58% 주장했다면서 두자

릿수인상행진이멈추게됐지만최저임

금과 연동된 사회보험료와 의료보험료

등도같이올라주로저임금에의존하는

우리기업들의비용부담이커지며수익

성에부정적영향을줄수있다고말했

다 연합뉴스

2일(현지시간) 프랑스루앙대성당의자크아멜신부장례식에서그의유해가운구되고있다 아멜신부는지난달 26일생테티엔

뒤루브래성당에서미사를집전하던중극단주의무장세력이슬람국가(IS)를추종한두 10대청년에게살해됐다 연합뉴스

극단주의 무장세력 이슬람국가(IS)를

추종한 10대 청년에게 최근 살해된 자크

아멜(86) 신부장례식이 2일 오후(현지시

간)프랑스루앙대성당에서거행됐다

이날 장례 미사는 도미니크 르브룅 루

앙 대주교가 집전했으며 베르나르 카즈

뇌브 내무장관을 비롯해 수천 명이 참석

했다

르브룅대주교는미사에서 당신(아멜

신부)이 칼에 쓰려졌을 때 당신은 발로

범인들을 밀어내려고 했습니다 그러면

서 사탄아 물러가라는 말을 되풀이했습

니다라고말했다

미사에 참석한 아멜의 여자형제인 로

즐린 아멜은 참석자들에게 함께 사는

법을 배우고 평화를 위해 일하는 사람이

되자고당부했다

아멜 신부가 어디에 묻힐지는 알려지

지 않았으며 매장 행사에는 소수 가족만

참가한다

장례 미사가 열린 루앙대성당은 만일

에 있을지도 모르는 테러에 대비해 경비

가강화됐다고현지언론은전했다

아멜신부는일주일전인지난 26일루

앙과 가까운 생테티엔 뒤 루브래 성당에

서 미사를 집전하던 중 아델 케르미슈

(19) 압델 말리크 나빌 프티장(19)에게

흉기로잔인하게살해됐다

사건 현장에서 경찰에게 사살된 테러

범들은 생전 IS에 충성을 맹세한 동영상

을남겼으며사건직후 IS도자신들의소

행이라고 밝혔다 한편 프랑스에서 지난

해이후대형테러가잇따르는가운데카

즈뇌브 내무장관은 작년 12월 이후 설교

등으로 극단주의를 부추기는 모스크(이

슬람사원) 20곳가량을 폐쇄했다고 전날

밝혔다 연합뉴스

IS 피살 프랑스신부장례식엄수

브라질 당국이 리우데자네이루 올림픽

을 앞두고 치안 문제에 각별한 신경을 쓰

는 가운데 경찰의 과잉 대응 때문에 인명

피해가늘고있는것으로지적됐다

2일(현지시간) 국영 뉴스통신 아젠시아

브라질에 따르면 국제앰네스티(AI)는 올

해 46월 각종 사건 현장에서 경찰에 의

한 사망자가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100%넘게늘었다고주장했다

AI는 5월에만 40명이사망한것으로파

악됐으며이는지난해 5월보다 135%늘어

난것이라고말했다

리우에서는대형국제스포츠행사가열

릴때마다경찰의과잉대응으로인명피해

가늘어나는사례가반복되고있다

지난 2007년미주대륙의올림픽으로불

리는판아메리카대회가리우에서열렸을

때는 경찰에 의한 사망자가 2006년보다

30%가량 늘었다 2014년 브라질 월드컵

축구대회기간에발생한사망자는 2013년

대비 40%증가했다

리우올림픽이 다가오면서 가장 우려스

러운것은치안문제다

브라질 정부와 공공치안연구소(ISP)의

자료를기준으로올해 15월리우주(州)

에서 발생한강절도사건은 4만8429건에

달한다 같은기간 리우 주에서 발생한 살

인사건은 2083건이었다

경찰의 피해도 갈수록 늘고 있다 리우

주에서는 올해 60여 명의 경찰이 각종 사

건 현장에서 사망했다 경찰 희생자가 잇

따르면서경찰의과잉대응을비난할수도

없는상황이다

올림픽기간에리우시일대에배치되는

치안인력은군인 2만2000명을 포함해모

두 5만5000명규모에달한다 연합뉴스

리우치안 지나쳐도문제

과잉대응에인명피해급증

베트남박장주의한방적공장에서근로자들이옷을만들고있다 연합뉴스

베트남 내년 최저임금 7%대 인상

현지한국기업 4000곳 부담될듯

크리스티주지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