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녪중국이환경재앙으로또한번의극

심한식수위기를겪고있다.

오래계속돼온가뭄으로중국광둥

(廣東)성 주(珠)강에 바닷물이 대량

유입되는 바람에 100여만명의 주민

들이 음용수 확보에 비상이 걸렸다.

전문가 사이에서는 내년 1월 중순까

지 적절한 대책을 세우지 못할 경우

주강 어구 삼각지 주변의 성도 광저

우(廣州)와 주하이(珠海)돚중산(中

山) 등지는 물론, 인근 홍콩과 마카

오까지 돳물난리돴를겪을것이라는관

측도나오고있다.

중국 관영 신화통신은 29일 돱주강

델타지역이 염수(鹽水)로 공격받아

이 지역 도시 주민 수십만명의 음용

수 확보가 위협받고 있다돲고 전했다.

신화통신은 돱이 환경 위기가 주강뿐

아니라 윈난(雲南)성, 구이저우(貴

州)성, 광시좡(廣西壯)자치지역 및

후난(湖南)성과 장시(江西)성까지

확산되고있다돲고보도했다.

타쿵파오(大公報)와 텅쉰신원(騰

訊新聞) 등 중국과 홍콩 현지 매체들

은 돱중국 당국이 내년 중순까지 대책

을세운다고공언하고있지만그렇지

못할 경우 주강의 염수 확산으로 인

해홍콩과마카오의식수마저위협당

할수있다돲고주장했다.

중국 남서부에서 남동부쪽으로 흐

르는주강은중국내에서양쯔(揚子)

강 다음으로 큰 강이며 이곳 델타지

역은 중국 최대 경제 요충지 중 하나

다. 신화통신은 돱일부 수자원 전문가

들은자연재해와싸우는주강의물관

리 능력이 현저히 약화하고 있으며,

어쩌면 주강은세계에서가장오염된

황허(黃河)의 전철을 밟을지도 모른

다고경고하고있다돲고말했다.

반관영 중궈르바오(中國日報)도

이날 돱주하이와 중산 광저우가 직접

적인물난리영향권에들어갔으며이

에 따라 성 정부는 주민들에게 수돗

물을 먹지 말 것을 권유하고 있다돲고

밝혔다. 중국의 언론들은 둥(東)강

시(西)강 베이(北)강 등 주강의 3대

지류 중 특히 염수 오염이 심한 시강

의 소금 농도를 줄이기 위해 베이강

의 수위를 조절하는 이른바 돳베이쉐

이시댜오(北水西調)돴 방안을 연구중

이라고전했다.

중국의 식수 위기로 인한 물 난리

는지난 11월지린(吉林)성석유화학

공장의 폭발로 인한 쑹화강 오염과

이달 초 발생한 베이강의 카드뮴 오

염 등에 이어 이번이 두달 사이에 세

번째다. 허민기자

녪중국사회의실상을비판적으로보

도해온 신문 신징바오(新京報)의 편

집국장이 당국과 경영진의 압력으로

해고되자 기자들이이에항의해서파

업에돌입하는이례적사태가벌어지

고있다.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와 두어

웨이신원(多維新聞) 다지위엔(大紀

元) 등 홍콩돚대만 언론들은 30일 신

징바오의 모회사인공산당기관지광

밍르바오(光明日報) 그룹이 최근 양

빈(楊斌) 신징바오 편집국장을 직위

해제하고, 신징바오 운영을 광밍르

바오에서 파견된 간부들에게 맡기기

로 했다고 보도했다. 양빈 국장은 해

고 이후 다시 광저우에서 남방일보

계열의 난팡두스바오(南方都市報)

편집부국장을맡는다.

홍콩돚대만 언론들은 양 국장 직위

해제의 원인으로 최근 이 신문이 당

내부를 비판한 것을 꼽고 있다. 이에

따라신징바오기자들과직원들이대

대적인 파업에 나섰다. 두어웨이신

원은 돱이번 인사에 항의해 신징바오

직원 2000여명이 29일부터 신문제작

을거부하고파업에가담하고있으며

일부 직원들은 아예 출근하지 않고

있다돲고 보도했다. 다지위엔은 돱신

징바오가또다시정치한류의습격을

받았다돲고논평했다.

지난 2003년 베이징의 광밍르바오

그룹과 광저우(廣州)의 남방일보 그

룹이공동출범시킨신징바오는두지

역 합작으로 등장한 첫 신문사로 임

금체불 문제로 4명을 살해한 이주 노

동자 이야기를 다루는 등 논쟁적인

이슈들을 비판적으로 보도해왔다.

신징바오의 최고위 경영진은 광밍르

바오측이 맡았으나 중간돚상위의 편

집간부 및기자들이대부분난팡두스

바오 출신이다. 난팡두스바오는 200

3년 중국의 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

(SARS돚사스) 발생을 첫 보도한 신

문이다. 허민기자 minski@

녪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간 가스분쟁

이 심각한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현

재러시아모스크바에서협상을하고

있는 양국은 결론을 내지 못해 29일

(현지시간)로 예정됐던 협상기한을

하루더연장한다고발표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이날 우크라이나가 인상된 가스값을

지불할수있도록 36억달러의차관을

제공하겠다고 밝혔으나 우크라이나

는이제안을거부했다.

푸틴대통령은이날양국협상단을

접견한 자리에서 돱러시아는 우크라

이나의 나프토가즈(국영 가스회사)

에게유럽이나미국의일류국제은행

보장하에 36억달러의차관을제공할

준비가 돼 있다돲며 돱이를 위해서는

예산변경이 필요하지만 러시아 국민

들도 이 결정을 지지할 것이라 믿는

다돲고강조했다.

그러나 우크라이나의 빅토르 유셴

코 대통령은 현지 언론과의 인터뷰

에서 돱우크라이나는 어떠한 경우에

도 가스값을 4배 가까이 올린 러시

아의 요구에 동의할 수 없다돲고 밝

히며 돱이는 양국간 경제와 국민돚국

가간 우호에도 맞지 않는다돲고 말했

다.

나프토가즈 역시 돱러시아가 1월 1

일부터 가스공급을 중단한다 하더라

도우크라이나국민들이겨울을보낼

수 있는 충분한 양의 가스를 이미 보

유하고있다돲고발표했다.

우크라이나는 3년에 걸친 단계적

인상을요구하고있다.

이영희기자 misquick@

양국협상 진통 하루 연장

주江 염수 확산…홍콩돚마카오까지 위협

오얀타 우말라 페루국민당 총재

돳반미 민족주의자돴정치 신인

대선후보 여론조사 1위 돌풍

녪내년 4월 치러지는 페루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정치신인이나 다름없는 오

얀타우말라(44돚사진) 예비역육군중령이선두주자로급부상하고있다.

페루 경제과학개발조사연구소(IDICE)가 대선후보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

과우말라가 21.7%로 1위를기록했다고미국언론들이29일(현지시간)보도했

다. 올해들어 내내 선두를 유지해온중도보수파 여성 정치인 루르데스플로레

스 전 하원의원은 21.2%로 2위로 려났고, 중도좌파 알란 가르시아 전 대통

령이 19.8%로그뒤를이었다. 최근볼리비아대선에서원주민출신의에보모

랄레스가당선된영향으로우말라의지지도가급증한것으로분석되고있다.

페루국민당총재인우말라는지난해까지주한페루대사관무관으로근무해

한국과도 인연이 깊다. 철저한 민족주의자이자 반(反) 제국주의자, 반미주의

자로 정평나있다. 가장 존경하는 정치인은 우고 차베스 베네수엘라 대통령.

핵심 기간산업의 국유화를 주장하고 있으나 급진 사회주의자는 아니란 평가

다. 지난 2000년 10월 말 당시 알베르토 후지모리 정권의 부정부패에 대한 비

난여론이 들끓자 소령으로 복무중이던 동생 안타우로를 비롯한 휘하 병력 50

여명과 함께 무장봉기를 일으킨 적이 있다. 동생 안타우로는 올 새해 벽두 페

루 남동부 안데스 고산지대에서 예비역 군인 120여명 및 원주민들과 함께 경

찰서점거인질극을벌이기도했다.

우말라는 수도 리마의 중상류 가정에 태어났지만, 청소년기부터 가난한 원

주민에 대한 관심이 높았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아버지 이삭 우말라는 노

동문제 변호사이자페루공산당당수를 지냈던 인물로, 페루 출신의 세계적인

작가 마리아 바가스 요사가 대학시절 학내 공산당 세포조직을 만들때 그에게

마르크스레닌주의를가르쳐준사람으로도유명하다. 오애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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돱상처돚고통 잊고 웃음으로 새해 맞자돲 IHT, 한국돚독일 등 지구촌 돳웃는법 배우기돴열풍 소개

삶의 질 높이기 …펜타곤 돚이스라엘 정착민까지 확산

녪독일과 한국은 돳웃음돴에 관한 한 공통점이 많다.

두 나라 모두 격동의 현대사를 겪었으며, 잿더미 위

에서 경제기적을 이뤄냈고, 보수적인 전통과 사회

분위기를가지고있다.

헬무트 콜 전 독일총리는 돱독일인들에게 웃어보

라고 하면 아마도 지하실에 숨어버릴 것돲이라고 말

한 적이 있다. 한국도 유교문화 때문에 실없이 웃는

행동을 혐오하고 근엄함을 미덕으로 여기고 있다는

것이 IHT의지적이다.

이런 두 나라에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다. 돳웃음

의 가치돴에 눈을 뜨기 시작한 것. 최근 독일에서는

돳웃기 학교돴가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추세다.

하이너 우베르가 만든 이 학교는 이틀간 수업료로

무려 300달러(약 30만원)를 받고 있지만, 비즈니스

맨부터교사, 노인등다양한직종과연령층성인수

강생들로 문전성시를 이루고 있다. 우베르는 돱독일

인들은 12%에 달하는 고실업률, 통일 이후의 경제

난, 불규칙한 날씨 등으로 많은 스트레스에 시달리

고 있다돲면서 돱웃기를 두려워하는 독일인들을 바꿔

놓기 위해 웃기학교 설립을 결심하게 됐다돲고 밝혔

다.

그 자신도 나치군인 출신인 근엄한 아버지의 영

향으로 웃는 것과는 거리가 먼 사람이었다. 그러나

인도의 돳웃기 구루(달인)돴 마단 카타리아와 만나면

서 비로소 웃음의 가치와 미학을 터득했다. 우베르

의 돳웃기학교돴는 요가식 호흡법과 동작을 응용한

웃는 법을 가르치고 있다. 수강생들의 좋은 반응에

힘입어 이 학교는 뮌헨을 중심으로 전국 체인망을

늘려나가고 있는 중이다. 수강생인 35세 여교사는

돱웃기 위해 웃을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너무나 자유

로워짐을 느끼게 된다돲고 웃음으로 달라진 자신의

삶을털어놓았다.

돳웃는 법 배우기돴는 미국 국방부에까지 파고 들

었다. 국방부는 지난해 이라크 파병군인 가족들의

불안감을 덜어주기 위해 돳웃기 클럽돴을 개설해 호

평받고 있다. 현재 아칸소, 콜로라도, 아이다호 등

의 미군부대 내 돳웃기 클럽돴의 수강생은 수백명에

이르는것으로알려지고있다.

요르단강 서안지구 정착촌에서도 이스라엘 정착

민들의 압박감을 해소하기 위한 돳웃기클럽돴이 운

영되고 있으며, 한국의 경우에는 광진구 우체국이

대민 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해 직원 500여명을대

상으로 일과 후 돳웃기 강좌돴를 열고 있는 등 돳웃기

바람돴이전세계로퍼지고있다고 IHT는전했다.

오애리기자 aeri@munhwa.com

돳웃으면 복이 온다. 웃음만큼 몸에 좋은 보약은 없다.돴 인터내셔

널 해럴드 트리뷴(IHT)은 30일(현지시간) 돱올 한해동안 수많은

사건사고에 시달려온 지구촌 사람들의 공통된 희망은 지난날의

상처와 고통을 씻어버리고 웃음으로 새해를 맞는 것돲이라며 돳제

대로 웃는 법돴 배우기가 글로벌한 현상이 되고 있다고 보도했다.

특히독일과한국에서 돳웃기학교돴가각광받고있다고소개했다.

울부짖는 팔레스타인 주민 요르단강 서안 툴카람에서 29일(현지시간) 무장세

력의 테러로 가족을 잃은 팔레스타인 남성이 울부짖

고 있다.이날 툴카람 검문소에서 일어난 테러공격으로 이스라엘 군인 1명과 팔레스

타인 주민 2명이목숨을잃었다. 툴카람=궴궵녚

붉은광장에 비친 성탄 장식 29일(현지시간) 크리스마스 장식으로 밝게 빛나는 러시아 모스크바의 굼백화점이 붉은 광장

의 눈 녹은 물에 비치고 있다.러시아 정교회에서는 서구 기독교보다 2주 늦은 1월 7일을 크리

스마스로기념한다. 모스크바=궮궵녚

중국정부돚경영진, 新京報 편집국장 압박 해고

기자들 항의 파업 돌입

러돥우크라 가스분쟁 돳가열돴
푸틴 36억달러 차관제공 제안 유센코 거부

中 가뭄 계속… 또 식수 비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