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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특파원이 전하는 지구촌 소식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집권 2기를 앞두고 ‘아시아로의 중심축 이동’ 구상을 실천으로 옮겼습니.
다재선 후 첫 순방지를 동남아시아로 결정한 오바마 대통령은 태국에서 “미국은 언제나 태평양 국가
로 남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러한 외교 정책의 전환에는 중국에 대한 견제 의도가 깔려 있다는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이런 뉴스를 ‘우리의 시각’에서 전하고 있는 연합뉴스 특파원과 통신원들이 작
성한 흥미로운 기사를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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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rth
America

▶워싱턴

이승관 특파원

로스앤젤레스, 우주왕복선 육로 이동에 ‘들썩’

(AFP=연합뉴스)

퍼트레이어스 CIA 국장, 1년 만에 불명예 퇴진
데이비드 퍼트레이어스 미국 중앙정보국(CIA) 국장이 11월 9일 전격 사임했다. 그는 “37년간의 결혼 생활 끝에 외도를 저지르면서 극도의 판
단력 부족을 드러냈다”며 “이런 행동은 남편으로서는 물론 조직의 지도자로서 용납될 수 없다”고 사임 이유를 설명했다.

▶뉴욕

정규득 특파원

▶시카고

김현 통신원

(로이터=연합뉴스)

▶워싱턴

이우탁, 강의영 특파원

재선 오바마 동남아 순방, ‘아시아 중심’ 외교
(AP=연합뉴스)

밋 롬니 후보를 제치고 재선에 성공한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첫 해외 방문 일정으로 동남아 순방을 택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11월 17일
(이하 현지시간) 출국해 다음날 태국에서 잉락 친나왓 총리와 정상회담을 갖고 수교 180주년을 맞은 양국의 관계 발전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타임스 스퀘어에 다시 ‘비빔밥’ 광고

미국 정크 푸드 ‘트윙키’, 마지막 사재기 열풍

또한 미국 대통령으로는 처음으로 미얀마를 찾아 테인 셰인 대통령과 회담하고, 아웅산 수치 여사와 민주화와 개혁에 대해 이야기했다. 마지막

서경덕 교수와 MBC ‘무한도전’ 팀이 11월 6일부터 한 달 동안 미국

‘추억의 간식’으로 알려진 트윙키의 제조사가 11월 16일 ‘제품 공급

으로 캄보디아에서는 동아시아정상회의(EAS)에 참석해 중국과 일본의 정상을 잇따라 만났다.

뉴욕 타임스 스퀘어 전광판에 ‘비빔밥’ 광고를 내보내기로 했다.

마지막 날’이라고 밝히자 미국 전역에서 품귀 소동이 빚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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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rth America

(로이터=연합뉴스)

▶뉴욕

이상원 특파원

허리케인 ‘샌디’ 강타, 도시 기능 마비
초대형 허리케인 ‘샌디’가 10월 29일 미국 동부 지역을 휩쓸며 엄청난 피해를 남겼다. 뉴욕에서는 수십 명의 사망자가 발생했고, 심장부인 맨

‘샌디’의 위력은 지난해 불어 닥친 ‘아이린’보다 강했다. 특히 전기와 기름이 문제였다. 미국 동부에서는 ‘샌디’가 지나간 뒤에도 전력 복구 작업

해튼의 도시 기능은 거의 마비됐다. 뉴욕 증시도 기상 악화로 이틀 연속 휴장했다. 마이클 블룸버그 뉴욕 시장은 “우리가 경험한 최악의 폭풍

이 늦어져 많은 사람들이 암흑 속에서 추위에 떨었다. 난방을 하지 못하는 주민들은 가스 기구를 사용하거나 친척과 지인의 집으로 대피했다.

으로 생각된다”고 말했고, 크리스 크리스티 뉴저지 주지사는 “예상했던 것 이상의 피해”라고 밝혔다.

또한 정전으로 주유소 상당수가 개장하지 못해, 문을 연 일부 주유소에는 차량과 인파가 몰려 기름 전쟁이 벌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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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런던

김태한 특파원

▶프로바디아(불가리아)

부다페스트 양태삼 특파원

(AP=연합뉴스)

(EPA=연합뉴스)

싸이, 영국 옥스퍼드 강단에 서다

불가리아에서 유럽 최고 유적 발견

글로벌 스타 싸이가 11월 7일 한국 가수로는 처음으로 옥스퍼드 대

불가리아 프로바디아 인근에서 유럽에서 가장 오래된 것으로 추정되

학에서 도전과 결단을 주제로 영어 강연을 했다.

는 선사 유적이 발견됐다고 11월 1일 주요 언론에 보도됐다.

▶모스크바

▶워싱턴

유철종 특파원

(로이터=연합뉴스)

▶파리

▶워싱턴

김홍태 특파원

프랑스 가톨릭 신자 10만 명, 동성결혼 반대 시위

EUROPE
108 201212

프랑스 가톨릭 신자를 중심으로 하는 10만여 명이 11월 17일 사회당 정부의 동성결혼 합법
화에 반대하며 전국적인 시위를 벌였다. 이날 시위대는 파리, 리옹, 마르세유, 툴루즈에서 ‘동
성결혼 반대’, ‘모든 어린이에게 엄마와 아빠를’ 등의 구호가 적힌 피켓을 들고 거리를 행진했
다. 툴루즈에서는 경찰이 시위대를 해산하기 위해 최루탄을 발사했으며, 리옹에서는 과격 행
(AP=연합뉴스)

동을 보인 청년 40여 명이 연행됐다. 대규모 시위에도 불구하고 프랑스 정부는 동성애자들이
결혼하고 아이를 입양할 권리가 있다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다. 동성결혼을 대선 공약으로

‘메르쿠리 시티’, 유럽 최고 빌딩 기록 경신

내걸었던 사회당 정부는 내년 중반까지 법을 통과시킬 계획이다. 11월 초 르몽드가 보도한

러시아 모스크바의 비즈니스 센터 구역 ‘모스크바 시티’에 건설 중인 주상복합 빌딩 ‘메르쿠리 시티(Mercury City)’가 11월 2일 유럽에서 가장

여론조사 결과에서는 프랑스 국민의 65%가 동성결혼을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높은 건물로 인정됐다. 지상 75층인 메르쿠리 시티의 높이는 338m로 310m인 영국의 ‘더 샤드’를 제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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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엔티안(라오스)

▶워싱턴

▶쿠알라룸푸르

하노이 김권용 특파원

▶워싱턴

자카르타 이주영 특파원

말레이시아 병원 ‘성모 발현’에 몰린 인파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인근의 사임다비 메디컬 센터
유리창에 성모 마리아를 닮은 형상이 나타나 가톨릭 신자
들로 북적였다고 현지 언론이 11월 12일 보도했다. 말레
이시아 가톨릭 관계자는 “성모 마리아 형상의 진위에 대
한 조사와 검증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로이터=연합뉴스)

(EPA=연합뉴스)

(AFP=연합뉴스)

▶뉴델리

▶워싱턴

유창엽 특파원

ASEM 정상회의, 북핵 우려ㆍ정책 협력ㆍ자유무역 촉구 성명

ASIA
▶베이징

라오스 비엔티안에서 11월 5일부터 이틀 동안 열린 아시아유럽회의(ASEM) 정상회의가 북한의 핵
프로그램에 우려를 표명하는 성명을 채택하며 끝났다. 정상들은 성명에서 세계 경제가 상당한 불안
요인에 직면해 있다며 이를 타개하기 위해 상호 정책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또한 보호
주의의 폐해를 지적하고 자유무역을 적극 촉진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한편 아시아 정상들은 고강
도 긴축 조치로 재정 위기를 극복하려는 유럽의 자구 노력을 적극 지지한다는 입장도 분명히 했다.

인교준 특파원

▶도쿄

김종현, 이충원 특파원

(AFP=연합뉴스)

(AFP=연합뉴스)

(AFP=연합뉴스)

중국 쇄빙선 ‘쉐룽’ 남극 탐험 출발

일본 자민당, ‘집단자위권 행사ㆍ개헌’ 공약

뉴델리에서 뎅기열 기승, 환자 1천 명 넘어

중국의 쇄빙선 쉐룽(雪龍) 호가 11월 5일 남극 탐험을 위해 광저우

일본 자민당이 12월 16일로 예정된 총선을 앞두고 집단적 자위권 행

인도 뉴델리에서 올해 들어 발생한 뎅기열 환자가 1천 명을 넘어섰다고 11월 1일 보건 당국이 밝혔다. 그러나 현지 언론은 사립병원 자료를 보

를 떠났다. 쉐룽 호는 41개의 과학 프로젝트를 시행할 예정이다.

사, 개헌 추진 등의 내용이 담긴 공약을 11월 21일 발표했다.

면 실제 환자 수는 5배 이상으로 추정된다고 보도했다. 모기에 의해 감염되는 뎅기열은 두통, 탈진, 근육통 등의 증상을 보이는 질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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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FRICA & SOUth America

▶나이로비

우만권 통신원

(EPA=연합뉴스)

케냐 떼강도 공격으로 경찰 40여 명 사망

케냐 북부 삼부루 지방에서 가축을 훔친 떼강도를 쫓던 케냐 경
찰관들이 11월 10일 매복 공격을 당해 40여 명이 숨졌다.

▶요하네스버그

김민철 특파원

(로이터=연합뉴스)

남아공, 만델라 얼굴 새긴 지폐 발행
남아프리카공화국 정부가 민주화 투쟁의 상징인 넬슨 만델라 전
대통령의 얼굴이 새겨진 지폐를 11월 6일 발행, 유통했다.

▶포르토프랭스(아이티)

멕시코시티 양정우 특파원

(EPA=연합뉴스)

▶시드니

▶워싱턴

정열 특파원

‘멜버른 컵’ 경마 열기로 달아오른 호주

OCEANIA
112 201212

(EPA=연합뉴스)

세계 3대 경마 대회 중 하나로 꼽히는 호주 ‘멜버른 컵’이 11월 6일 멜버른 플레밍턴 경마장에서

한편 멜버른 컵 기간에는 많은 명사들이 화려한 의상을 차려입고

아이티 콜레라 창궐, 3천여 명 감염

열렸다. 올해로 152년을 맞은 ‘멜버른 컵’에서는 국내외에서 모인 내로라하는 명마와 기수들이

나타나 잔치 분위기를 돋웠다. 할리우드 스타 니콜 키드먼은 오드

중미 최빈국인 아이티에서 3천500여 건의 콜레라 발병이 확인됐

상금 620만 달러를 놓고 3천200m 트랙 위에서 자웅을 겨뤘다.

리 헵번을 연상시키는 옷을 입고 등장해 눈길을 끌었다.

다고 국제이주기구(IMO)가 11월 16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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