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1년 9월 10일 금요일 15(제8027호) 국제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01))*,+,)
()(*,0,,*)+2+
()(*01+1*0.-.

()(*+1(+*1,()
()(*+.)2*0,-1
()(*+-,(*)2,-
()(*01-/*2/(2

����������

345���6��789�:��;<�

(1) 0,+*0()( =>+?
(1) ./+*...(@)

A�
BC

�D����EF��BC

�������������

�	
�

.00GH 0(0GH -.GH -.+GH

���� ������������ �	
�

-1+GH 00(GH )0+GH

���� �����

IJ<K
+((LM

�������	

�����	

N�OP
�QR�
6ST:�U
�������	

�����	

+VW
XYZ3
[\R]

�������	

�����	

���������� 6�^_`)GH�:6�^_`)GH�:

�	
�

1,(GH 00(GH -.GH +/+GH

���� ������������

북한이 정권수립 기념일(‘9·9절’) 73

주년을 맞아 9일 자정 남쪽의 예비군격

인 노농적위군과 경찰격인 사회안전군

의 열병식을 진행했다.

조선중앙통신은 9일 “공화국 창건 73

돌 경축 민간 및 안전무력 열병식이 수도

평양의 김일성광장에서 성대히 거행됐

다”며 “9월 9일 0시 환영곡이 울리는 가

운데 김정은 동지께서 열병광장 주석단

에 나오셨다”고 보도했다.

김 국무위원장은 열병식에서 연설은

하지 않았고, 리일환 당 비서가 연설자로

나서 “전체 인민이 한손에는 총을 잡고

다른 한손에는 마치와 낫과 붓을 잡고 조

국수호와 사회주의 건설에서 영웅성을

발휘해왔다”며 “어제날과 마찬가지로

앞으로도 일심단결의 위력으로 현 난국

을 타개하고 사회주의건설의 새로운 고

조기, 격변기를 열어나갈 것”이라고 말

했다.

이날 행사는 군악대가 연주와 함께 ‘9·

9’, ‘이민위천’, ‘부강’ 등 글귀와 당 마크

등을 형상화한 예식을 벌이고, 낙하산병

의 강하, 전투기들의 축포 등으로 화려하

게 시작됐다.

김 위원장이 당·군 간부들과 함께 주

석단에 등장하자 소년단의 꽃다발 증정

식과 국기 게양식, 예포 21발 발사 등이

이어졌다.

열병식은 노농적위군과 사회안전군을

중심으로 진행됐으며, 조용원 당 조직비

서가 사열을 했다.

각 도의 노농적위군 열병부대들은 도

당 책임비서들의 인솔하에 행진했다. 신

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상

황에서 방역을 맡은 비상방역종대와 보

건성 종대도 열병식에 참가했고, 학생군

사조직인 붉은청년근위대도 등장했다.

경찰에 해당하는 사회안전군과 오토

바이·트랙터 등을 동원한 노동적위대 기

계화종대도 뒤를 이었으며 122㎜ 다연장

로켓과 불새 대전차미사일 등 재래식 무

기를 선보였다.

그러나 이날 열병식은 비정규군을 대

상으로 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이

나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등

최신 전략무기는 등장하지 않았다.

축포와 함께 열병식을 마친 이후에는

광장에서 청년·학생들의 야회와 함께 축

포 발사가 재차 이어졌다.

이날 주석단에는 리일환·정상학·오수

용·태형철 당 비서와 김재룡 당 조직지

도부장, 오일정 당 군정지도부장, 김영철

당 통일전선부장, 정경택 국가보위상 등

이 자리했다.

그밖에 허철만·박태덕·김형식·유진·

박명숙·리철만·전현철·박정근·양승호·

장정남·우상철 등 당 중앙위 정치국 위

원 및 후보위원들과 권영진 군 총정치국

장, 리영길 국방상, 림광일 군 총참모장

등 군 간부들도 주석단에 모습을 보였다.

한편 통신은 김 위원장이 앞서 지난 8

일 정권수립 73주년 경축행사에 참가한

노력혁신자·공로자들과 함께 하는 연회

에 참석했다고 전했다. /연합뉴스

북한,예비군·경찰열병식…전략무기등장안해
평양 김일성광장서 개최븣김정은 참석, 연설은 안해

코로나비상방역종대등등장,노력혁신자초청연회도

북한이9일0시평양김일성광장에서정권수립73주년(9븡9절)을경축해남쪽의예비군격인노농적위군과경찰격인사회안전무력의열병식을진행했다.

/평양조선중앙통신=연합뉴스

여성을 존중하는 아프가니스탄을 만

들겠다는 탈레반의 선언이 점점 더 빈말

로 입증되고 있다.

미국 CNN방송에 따르면 탈레반 조직

원들은 8일(현지시간) 아프가니스탄 카

불에서 시위에 나선 여성들에게 채찍과

몽둥이를 휘둘렀다.

시위 참여자들은 극단주의 무장정파

탈레반이 남성으로만 구성된 과도정부

를 구성한 데 항의하려고 거리에 나섰다.

탈레반 조직원들은 이날 시위를 취재

해 여성들의 메시지를 전하려던 기자들

도 때리고 일부 감금한 것으로 전해졌다.

심지어 학교에 가다가 시위를 지켜보

는 청소년까지 온몸이 멍투성이가 되도

록 두들겨 팼다는 증언도 나왔다.

이 같은 강경진압은 여성 인권에 대한

아프간 정부의 인식과 향후 태도를 보여

주는 단면으로 인식되고 있다.

여성권 주장 자체를 극도로 예민하게

여기고 차단하고 있다는 점이 재확인됐

기 때문이다.

시위에 참여한 여성들의 주장은 아프

간 정치, 경제, 사회에 참여하도록 해달

라는 게 골자였다.

플래카드에는 “여성에게 자리가 없는

정부는 없다”, “나는 계속 자유를 노래

하겠다”라는 글이 새겨져 있었다.

한 여성 시위자는 “탈레반이 채찍으

로 때리면서 집에 가서 이슬람 토후국

(아프간 새 정권)을 받아들이라”고 말

했다고 전했다.

아프간 새 정부가 여성들의 스포츠 경

기 출전을 금지할 것이라는 소식도 전해

졌다. 아흐마둘라 와시크 탈레반 문화위

원회 부위원장은 호주 SBS방송 인터뷰

에서 “여자는 크리켓 경기를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크리켓 경기 출전이 허용돼

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경기 중에 여성들의 얼굴과 몸이 노출

되는 상황이 있을 수 있으며 이는 이슬람

율법에 반한다는 게 금지의 사유였다.

하이바툴라 아쿤드자다 탈레반 최고

지도자는 “아프간의 모든 삶의 문제와

통치 행위는 신성한 샤리아(이슬람 율

법)에 따라 결정될 것”이라며 전날 과도

정부 구성 뒤 통치 방향을 밝혔다.

/연합뉴스

여성존중한다더니…탈레반, 女시위대에채찍

아프가니스탄수도카불의파키스탄대사관인근에서지난7일(현지시간)아프간인들이구호를외치

며파키스탄의자국문제개입에항의하는시위를벌이자탈레반대원이이들에게총을겨누고있다.

/로이터=연합뉴스

“얼굴·몸보이지말라” 여성스포츠대거금지될듯

지구 온난화로 인한 기온 상승을 2050

년까지 산업화 이전 대비 1.5℃ 이하로

억제할 가능성을 50%로 높이려면 현재

의 석유·메탄가스 매장량 60%와 석탄

매장량 90%를 채굴하지 않고 그대로 놔

두도록 하는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영국 유니버시티 칼리지 런던(UCL)

댄 웰스비 교수팀은 9일 과학저널 ‘네이

처’(Nature)에서 세계 에너지 시스템

모델을 활용해 지구 온난화를 2050년까

지 1.5℃로 억제할 확률이 최소 50%가

되게 하기 위해 매장 상태로 놔둬야 할

석유·가스·석탄의 양을 평가해 이런 결

과를 얻었다고 밝혔다.

연구팀은 이는 기후변화 목표를 달성

하려면 2050년까지 매년 석유와 가스 생

산량을 3%씩 계속 줄여나가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화석연료 생산자들이

생산을 제한하고 수요를 줄이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연합뉴스

“온난화 막으려면 석유 60%·석탄 90% 채굴막아야”

미국에서 1만원대 물건을 훔친 혐의

로 경찰 폭행을 당한 70대 치매 할머니

가 배상금 35억 원을 받게 됐다.

미국 콜로라도주 러브랜드시(市)는 8

일(현지시간) 경찰 폭행 피해자 캐런 가

너(73)에게 300만 달러(35억 원) 배상

금을 지급하는 데 합의했다고 AP 통신

등이 보도했다.

통신에 따르면 치매 환자인 가너는 작

년 6월 러브랜드의 한 가게에서 13.88달

러(1만6천원)짜리 물건을 훔친 혐의로

경찰에 체포됐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오스틴 홉

은 현장을 벗어나 집으로 돌아가야 한다

는 가너를 막아서며 거칠게 여러 차례

밀어붙였고 팔을 뒤로 돌려 땅바닥에 넘

어트린 뒤 수갑을 채웠다. 이 과정에서

가너의 어깨는 탈구됐다.

가너와 그 가족은 경찰이 70대 치매

노인을 폭력을 동원해 강압적으로 체포

했다며 소송을 제기했고, 홉은 2급 폭행

혐의로 기소됐다. /연합뉴스

1만원짜리훔친치매노인폭행美경찰35억배상

항공기 탑승 시간에 늦은 미국 40대

여성의 거짓말 한마디에 활주로로 이동

하던 여객기가 탑승구로 되돌아오고 탑

승객 전원이 긴급 대피하는 소동이 빚어

졌다.

8일(이하 현지시간) 플로리다주 브로

워드 카운티 보안관청 발표에 따르면 시

카고 주민 마리나 버빗스키(46)는 지난

6일 밤 9시께 포트로더데일-할리우드

국제공항에서 허위 폭발물 위협을 가한

혐의로 체포됐다.

버빗스키는 플로리다로 가족 여행을

갔다가 집으로 돌아오던 길에 사고를 쳤

다.

그는 남편·아들과 함께 시카고행 제트

블루 여객기의 탑승 수속을 밟았지만,탑

승구에 너무 늦게 도착해 탑승할 수 없게

됐다. 그러자 “기내 짐칸에 이미 실린 내

위탁 수하물에 폭발물이 들어있다”는 주

장으로 비행기를되돌리고자 했다.

결국 활주로를 향해 이동하던 해당 여

객기가 탑승구로 되돌아오고, 기내에 타

고 있던 탑승객 전원이 긴급 대피했다.

이후 공항 보안당국과 경찰이 해당 여

객기에 대한 수색을 벌였지만, 위협이

될만한 장치나 단서는 발견되지 않았다.

해당 여객기는 애초 오후 8시45분 이

륙 예정이었으나 다음날 오전 2시에야

시카고를 향해 출발할 수 있었다.

/연합뉴스

“기내폭탄있다”거짓말로출발늦추려다‘쇠고랑’

뱚출발 5시간지연긴급대피소동

CMYK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