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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탄핵가결

알립니다

▲계좌번호

국민은행05499072011214

기업은행 60000016397211

농협은행 79012562546459

대구은행 9600237486300

신한은행 56208485058221

우리은행 27190779618510

KEB하나은행 922043436392

▲예금주재해구호협회

▲인터넷기부wwwrelieforkr

▲휴대폰문자기부#0095

(1건당 2000원)

▲ARS기부 0607011004

(한통화 2000원)

▲성금모금안내 15449595

대구화재피해이웃돕기성금모금

광주일보는한국신문협회및전국재해구호협회와함께 대구화재피해이웃

돕기 성금을 모금합니다 이번 화재로 시장내 679개 점포가소실됐고 3000여

명의상인들은생계가막막해졌습니다 우리이웃들이희망과안정을되찾고재

기할수있도록따뜻한도움의손길을베풀어주시기바랍니다

기부를원하시는독자께서는아래성금모금계좌로직접송금해주시기바

랍니다 (신문사에서는성금을직접접수하지않습니다)

▲모금기간2016년 12월31일(토)까지

정호성(47구속기소) 전 청와대 부속

비서관이 비선실세 최순실(60구속기

소)씨에게유출한문건이총 180건에이

르는것으로확인됐다

11일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

렬 서울중앙지검장)에 따르면 정 전 비

서관은 박근혜 대통령이 취임한 후인

2013년 138건을최씨에게건넸다

여기에는 조각이 확정되기 전 초대

장차관과감사원장등고위직인선자료

와인선발표안등이포함됐다 외교안보

상기밀문건은물론대통령일정표국가

정책추진계획 등의 대통령 업무보고서

와 말씀자료도여럿있었다고한다

이후 다소 뜸해졌으나 2014년 2건

2015년 4건 올해도 6건의 문서가 각각

최씨에게 건네졌다 대통령 취임 전인

2012년에도 30건의 문서가최씨에의해

열람됐다

검찰이해당문건을확보한경위도공

개됐다 검찰은 10월 26일 최씨 자택을

압수수색할 때 119건의 청와대 문건이

든외장하드디스크를발견했다 초대장

차관등고위공직자인선내용도여기에

담겼다

이어이틀뒤K스포츠재단관련자자

택 압수수색에서는 박 대통령의멕시코

순방일정이담긴문건 5건을확보했다

최씨가 실소유한 더블루K 직원한테서

도 대통령 해외순방 일정안 1건을 임의

제출받았다 JTBC가더블루K 사무

실에서도발견했다는문제의태블릿PC

에도 50건의문서가저장돼있었다 주요

대외비문건이보안이풀린채여기저기

흩어져있었던셈이다

이와함께최순실씨의국정개입수위

를 드러낸 상징적 증거물인 태블릿PC

(이하 태블릿)의 사용자는최씨본인이

라고검찰이결론내렸다

검찰관계자는태블릿을사용한 흔적

을 분석한 결과최 씨의 행적과 일치하

는것으로드러났다며최씨가이태블릿

을사용했다고설명했다

이 관계자에따르면최씨가 2012년 7

월 1429일 2013년 7월 288월 10일

독일을 방문했는데 이때 이동통신업체

에서보낸독일내로밍요금안내메시지

나 외교통상부가 발신한 영사콜센터 안

내문자등이해당태블릿에서수신됐다

한편 조원동(60) 전 청와대 경제수석

비서관이 CJ그룹이미경부회장의퇴진

을 요구하면서 박근혜 대통령과 공모했

다고 검찰이 밝혔다 검찰은 조 전 수석

의강요미수혐의공범으로박대통령을

추가인지해11일피의자로또입건했다

박 대통령은 앞서 최 씨와 공모해 직

권남용권리행사방해및강요등의혐의

공범으로 이미 피의자 입건된 상태다

검찰은 조 전 수석을 기소하면서 그가

손경식 CJ그룹 회장에게 이 부회장이

물러나는 것이 대통령의 뜻이라며 압

박하고서응하지않을경우수사를받게

될 가능성까지 거론했다고 공소사실에

기재했다 연합뉴스

한국신문협회

박근혜대통령탄핵소추안가결이튿날

인지난 10일오후 7시20분께광주시동구

518민주광장에서 축포가 밤하늘을 수놓

았다탄핵가결을이끈 촛불항쟁의 1차

승리를 자축하는 의미였다 이날 금남로

에운집한 6만인파는 박근혜즉각퇴진

을 외치며 탄핵 가결이 끝이 아닌 새로운

투쟁의시작임을다짐했다

지난주말광주와전남 17개시군을비

롯해 전국에서 모두 104만명이 운집해 열

린 촛불집회 현장은 축제의 장이자 또 다

른 투쟁을 알리는 선포의 장이었다 이날

집회까지 17차촛불집회누적참가자는

모두 750만명으로늘었다

이날오후 6시부터 박근혜퇴진광주시

민운동본부 주최로 열린 7차 광주시국촛

불대회에는 모두 6만명의 시민이 참석했

다 동구 금남로 전일빌딩 건물에는 촛불

사진과 함께 99%의 새로운 나라 우리의

힘으로!라는 문구가 적힌 대형 현수막이

펼쳐졌고 시민들의 만세삼창과 함께 축

포가발사됐다

자축 분위기도 잠시 시민들은 박근혜

적폐 청산을 외치며 김기춘우병우재

벌등부역자처벌새누리당해체등을요

구했다 광주시민운동본부도 향후 대응

발언을 통해 세월호 참사와 국가폭력에

의해 사망한 백남기농민의 진상규명 사

드철회 개성공단재개등에앞장서겠다

고밝혔다

목포 여수 순천 등 전남 17개 시군에

서 열린 촛불집회에는 모두 7000명의 도

민이참석해 박근혜는즉각퇴진하라탄

핵은끝이아닌시작이다고외쳤다

이날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열린 촛불

집회에는 모두 80만명이 참석했다 시민

들은본행사에앞서오후 4시부터청와대

를 동서남쪽으로 100m까지 에워싸는

행진을벌였다

박근혜정권 퇴진 비상국민행동은 이

날 집회까지 모두 750만명의 국민이 7주

째이어진주말촛불집회에참석한것으로

보고 있다 광주전남지역 촛불집회 누적

참가인원은 광주 37만명 전남 7만명 등

모두 42만명으로추산된다

주말촛불집회는 10월24일 JTBC의 최

순실태블릿PC보도 이후촉발됐다 보도

이후 주말(10월29일) 서울에서 2만명 광

주 500명이 모여 진행된촛불집회는 11월

12일모두 100만명(서울)으로참가자가불

어났다 이후 5차(11월26일) 190만명(전

국) 6차(지난 3일) 232만명(전국) 등이 참

여하며횃불과들불로번졌다

13차 촛불집회의 경우 서울 집회 참

석자만집계됐다는점을감안하면전국참

가자숫자가 실제론 750만명을 훨씬넘었

을것이라는관측도있다또향후주말집

회 참석 인원이 누적 1000만명을 돌파할

것이라는의견도나오고있다

비상국민행동관계자는 6차촛불집회

232만명만큼은아니지만박대통령퇴진

을요구하는국민의목소리가여전한만

큼촛불인파는계속될것이라고밝혔다

김경인기자 kki@kwangjucokr

박근혜대통령퇴진촉구 7차촛불집회가열린지난 10일오후시민들이서울시종로구

효자치안센터부근에서폭죽을터뜨리고있다 연합뉴스

촛불이축포로또다른투쟁시작됐다 "장관 인선자료대통령일정표등

정호성 최순실에문건 180건 유출

檢최종수사결과발표

태블릿PC 사용자는최씨

주말광주전남 6만 등 전국 104만 운집누적 750만명

박근혜적폐청산김기춘우병우재벌처벌 한목소리

박근혜대통령탄핵소추안이가결된후

처음 열린 주말 촛불집회에서는 국회의

탄핵안가결에만족해서는안된다는목소

리들이줄을이었다

10일촛불을들고나온대부분의시민은

박근혜대통령이즉시퇴진해야한다는주

장을 이어가는 동시에 탄핵 정국의 공을

넘겨받은 헌법재판소가 탄핵안을 인용할

때까지 긴장의 끈을 놓지 말아야 한다고

입을모았다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후원금 500원을

받고 손바닥 헌법책을 나눠준 우리헌법

읽기 운동본부 회원 김태현(여44) 씨는

이제 공이 헌법재판소로 넘어간 만큼 시

민이 헌법을 더욱 잘 알고 헌재를 압박해

야한다고말했다

다수의 시민은 더불어민주당이 제작한

헌재도 박근혜 탄핵!이라고 쓰인 피켓을

들고광화문광장을누볐다

서울광장에서 열린 중고생 혁명 사

전집회에서는박대통령의탄핵안이헌재

에서 기각될 것을 우려하는 의견이 나왔

다

이 집회의 사회자는 시험도 끝났고 탄

핵안도통과됐다고연예인을 쫓아다니거

나뮤직뱅크방청신청을할게아니라 계

속 관심 갖고 (헌재 심리 과정을) 지켜보

자고당부했다

박 대통령이퇴진할때까지는정치권의

조력을기대하지말아야한다는주장도시

민다수의호응을얻었다

함세웅 신부는 시민단체가 힘을 모아

정치인이 시민에게 무릎 꿇게 해야 한다

며 아름다운 민주국가 통일국가를 이루

도록시민이함께하자고말했다

연합뉴스

탄핵 가결은시작일뿐헌재압박하는촛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