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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서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총기

사망 사건이 급증하면서 지난해 총기를

이용한 살인과 자살 등 총기 사망률이 28

년 만에 최고를 기록했다고 미국 CNN

방송과 월스트리트저널(WSJ)이 29일

(현지시간) 보도했다.

미국에모리 의 크리스리스교수와

하버드 의 에릭 프리글러 교수팀은

질병통제예방센터(CDC)의 1990-2021년

총기 사망 자료를 분석한 결과,이 기간 11

0만명이상이총기살인과자살로숨진것

으로나타났다며이같이밝혔다.

연구팀은 코로나19 팬데믹이 유행한 2

019년부터 2021년 사이 총기 사망자가 2

5%나 급증했으며, 지난해 총기로 숨진

사람은 4만8천953명으로 이는 인구 10만

명당 15명꼴이라고 설명했다.

이 연구 결과의 미국의학협회(AMA)

학술지 ‘JAMA 네트워크 오픈’(JAMA

Network Open) 최신호에 발표됐다.

총기 사망자는 이 기간 성별 및 인종과

관계없이 부분 증가 추세를 보였으나

성별 및 인종 간 격차는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총기 사망자 가운데 약 86%는 남

성이었다. 2014년부터 2021년사이에 총기

살인율은 남녀 모두 2배 가까이 증가했으

나 사망자 수는 남자가 여성보다 5배 이상

많았다. 또 지난해 총기 자살률은 남성이

여성보다7배높은것으로나타났다.

총기 사망의 인종 간 격차는 남녀 간 차

이보다 훨씬 컸다. 총기 살인율은 젊은 흑

인과 라틴계 남성에서 높았고 총기 자살

률은고령의백인남성에서가장높았다.

지난해 20-24세 흑인 남성의 총기 살

인율은 10만 명당 142명으로 2014년 이

후 71%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

은 총기 살인율은 미국 전체 총기 사망률

보다 10배 높고 백인 남성보다는 22배나

높은 것이다.

지난해 총기 자살률은 80-84세 백인

남성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그룹의 총기 자살률은 10만 명당 47명으

로 2007년보다 41% 증가했다.

지역별로는 총기 사망률이 서부는 점

차 감소하고 남부는 증가하는 것으로 분

석됐으며 시골 지역보다는 도시 지역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조너선 제이 보스턴 공중보건 학

원 교수는 지역사회 차원의 빈곤 등 낙후

성과 개인 차원의 총기 폭력 노출 등을

총기 사망 증가 요인으로 꼽고 팬데믹으

로 덜 안전하다고 느낀 사람들이 총기 소

지 필요성을 더 많이 느끼게 된 것도 증

가 요인일 수 있다고 말했다.

크리스 리스 교수는 “이 연구는 총기

사망의 증가 원인이 무엇인지는 밝히지

못하지만 특정 인종이나 계층, 연령 등이

총기로 숨질 위험이 높다는 것을 보여준

다”며 “특정 그룹의 총기 사망률을 줄이

기 위한 맞춤 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

다. /연합뉴스

美총기사망률30년래최고…성별븡인종간격차크다
사망자 86%男…총기자살률女보다 7배↑

젊은 흑인 남성 총기 살인율 백인의 22배

38년 만에 폭발한 세계 최 활화산

하와이 마우나 로아에서 최 60ｍ가량

의 용암 분수가 공중으로 솟구쳤다고 A

P, AFP통신 등이 29일(이하 현지시간)

보도했다.

1984년 이후 처음으로 분화한 마우나

로아의 분화구에서는 지난 27일부터 3

개의 틈이 벌어져 시뻘건 용암과 함께

수증기와 연기 등을 내뿜고 있다.

미국지질조사국(USGS)은 용암 분

수의 최 높이는 “100-200피트(약 30

-60m) 사이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용암은 산 아래를 향해 흐르다가 현재

는 북측 기슭 주도로인 ‘새들로드’로부

터 18㎞ 떨어진 지점에서 멈춘 상태다.

이에 따라 이번 화산 폭발로 인한 인

명 피해 위험은 현재 없는 것으로 평가

되고 있다.

다만 과학자들은 용융 암석과 화산재,

가스, 화산유리 입자 등이 바람에 날릴

수 있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하와이 당국도 주민 피 명령을 발령

하지는 않고 산 정상 지역과 몇몇 도로

만 봉쇄했다.

데이비드 이게 주지사는 “용암이 주거

지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고 있다”며 “다

만 필요시 기민한 응과 접근 제한 등을

위해긴급사태는선언했다”고밝혔다.

AP는 29일에도 공기 중에서 화산 가스

와 유황 냄새가 진하게 나지만 용암류(용

암이 지형을 따라 흘러내리는 현상)를 좀

더 가까이 보려는 구경꾼들이 새들로드

건너편까지찾아오고있다고전했다.

하와이 화산국립공원 변인은 “야간

이나 일출 전에는 장관”이라고 말했다.

물론 과거 화산 폭발로 인해 피난 등

힘든 경험을 겪은 몇몇 주민들은 나쁜

기억을 떠올려야 했다고 AP는 전했다.

마우나로아는 하와이에 있는 6개의 활

화산중하나로,크기로는세계최 다.

이 화산은 1984년에도 폭발한 바 있으

며 당시에는 22일간 분출이 이어졌다.

/연합뉴스

세계최대하와이활화산, 38년만에용암분출
60ｍ용암분수븣“인명피해위험은없어”

마우나로아화산북동쪽분화구에서분출하는용암. /EPA=연합뉴스

우주로향하는중국유인우주선 중국의유인우주선선저우15호가30일오전서북부간쑤성주취안위성발사센터에서창정-2F Y15호

로켓에실린채발사되고있다. 발사로부터약 33분후위성발사센터는발사임무가원만하게성공했

다고발표했다.선저우15호에탑승한페이쥔룽,덩칭밍,장루등3명의우주인은우주정거장핵심모듈‘톈허’(天和)와도킹한뒤6개월간궤도에체류하며

임무를수행한다음내년5월귀환할예정이다. /EPA=연합뉴스

우크라이나사태에따른서방제재에

응해극동지역물류시스템보강·확장에힘

을쏟는러시아가중국으로석탄등을수출

하기위해철도노선을추가로운영할방침

이라고현지매체들이보도했다.

30일(현지시간) 극동 지역 매체 프리

마메디아 등에 따르면 러시아철도공사

(RZD)는 석탄 등 에너지 자원 수출을

위해 자국 내 중국과 국경이 맞닿은 지

역에 새로운 철도 국경 검문소를 지을

계획이다.

이는 지난 9월 연해주 블라디보스토

크에서 열린 동방경제포럼을 비롯해 최

근까지 있은 러시아-중국 간 회의에서

협의한 사안으로, 러시아철도공사는 사

업 추진을 위한 예비조사에 착수했다.

새로운 철도 국경 검문소가 들어설 예

정인 곳은 연해주를 비롯해 아무르주,

자바이칼주 등 3곳이다.

이 가운데 연해주 지역의 경우 철도

국경 검문소 신설을 위해 레소자보드스

크와 중국 헤이룽장성 동부 후린을 잇는

56㎞ 길이의 철도도 마련할 계획이다.

러시아철도공사는 새 국경 검문소 설

치와 함께 2025년까지 연해주 등지 중국

접경지역에 있는 마할리노 철도 검문소

등 4곳에 한 시설 현 화작업도 마무

리할 방침이다.

러시아는현재서방제재로유럽등을통

한 주요 수출·입이 막히자 연해주 등 극동

지역을 체물류통로로활용하고있다.

또 새로운 시장으로 동아시아 지역 등

을 개척하고 있으며 중국과의 물류 접점

을 늘리는 데도 공을 들이고 있다.

이를 위해 지난 6월 아무르주 블라고

베셴스크와 중국 헤이룽장성 헤이허를

잇는 길이 1.08㎞의 첫 자동차 전용 다리

가 개통됐다.

이 다리를 통해 연간 최 400만t의 화

물 운송과 200만 명의 여객 운송이 가능

할 전망이다.

지난 4월에는 아무르강(중국명 헤이

룽장)을 사이에 둔 중국 헤이룽장성 퉁

장과 러시아 유 인자치주 니즈녜레닌

스코예를 잇는 길이 2.2㎞의 철도 교

도 완공했다. /연합뉴스

러, 중국과 물류 통로 확대…연해주 등 철도 검문소 신설

우크라사태후극동지역적극활용

일본 정부가 의료기관 부담과 재정 지

출을 줄이기 위해 코로나19를 계절성 인

플루엔자(독감)처럼 관리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아사히신문이 30일 보도했

다.

보도에 따르면 일본 후생노동성은

‘감염증법’ 등급에서 결핵이나 중동호

흡기증후군(MERS·메르스) 등이 포

함된 ‘2류’와 유사하게 관리하는 코로

나19를 상 적으로 위험도가 낮은 계

절성 인플루엔자, 풍진 등에 해당하는

‘5류’로 조정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연합뉴스

日 “코로나도독감처럼관리”

장쩌민(사진) 전 중국 국가주석이 30

일 사망했다고 중국 관영통신 신화사가

보도했다.

신화통신에 따르면 30일 낮 12시 13분

(현지시간) 장 전 주석은 백혈병 등으로

인해 상하이에서 치료를 받다 별세했다.

향년 96세.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 전국인민

표 회 상무위원회, 국무원 등의 공동

발표에 따르면 장 전 주석은 백혈병으로

인해 장기 기능이 쇠

약해져 응급처치했으

나 이날 숨을 거뒀다.

장 전 주석은 1989

년 유혈 진압으로 막

을 내린 톈안먼 사태

이후 덩샤오핑의 눈

에 들어 덩의 후계자 자리에 올라 1993

년부터 10년간 중국 국가주석으로 재임

했다. /연합뉴스

장쩌민전중국국가주석사망
항년 96세…1993-2003년중국국가주석역임

CMYK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