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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루자임 화장품, 유라시아 EAC 적합성 인증 

중앙아시아지역으로 진출

❀ '트루자임' 화장품은  제주 용암 해수와 한방 발효 효소로 만든 고품격  무자극성의 특수 발효 원액이 최고 90%까지 함유된  친환경  미용제품으로,  까다로운 미국 FDA, 일본 후생성, 
중국 CFDA. 태국 FDA. 유러시아 EAC 적합성 인증까지 받으므로 EAEU 회원국가인 러시아, 키르기스스탄, 카자흐스탄,벨라루스,아르메니아에  진출하게 되였습니다.

한국 국제협력단(KOICA)
키르기즈 IT인프라 현대화 지원

대한민국 중앙방역대
책본부는 19일, 12

월 1일부터 국내 입국 
시 격리면제 적용을 제
외하는 국가를 새로 지
정해 발표했는데, 키르
기스스탄은 4개월째 격
리 면제 제외국가로 지
정되여 키르기즈 교민
들의 불만이 증폭되고 
있다.

 12월1일 입국자부터 
격리면제 제외국가는 
키르기스스탄,미얀마, 
우즈베키스탄, 카자흐
스탄, 파키스탄, 필리핀, 
우크라이나 등 7개국으
로 당국은 예방접종률
과 해외유입 확진자 현
황, 베타·감마·람다형 
변이율 감소 등을 고려
해 이런 결정을 내렸다
고 밝혔다.

기 바란다”, “접종을 완
료한 키르기즈 교민들
도 격리면제를 받을 수 
있도록 요청을 해 주기
를 노력해달라”고 요청
했다.

▶교민들 이해못해

이에 대해 교민 K씨

는 당국이 어떤 통
계를 근거로 이같은 결
정을 하는지 모르겠지
만, 현재 키르기스스탄
은 평균 신규 발생 확진
자가 중앙아시아에서 
가장 낮은 발생율을 보
이고 있는 상황에 질병
관리청의 발표를 이해
할수없다고 불만을 토
로하며 교민서명운동이
나 청와대에 격리면제 
제외 해제국가 청원을 
제안하기도 했다.

12월, 격리면제 제외국가에
또 '키르기즈'포함, 교민 불만 증폭

  이에 대해 키르기즈 
한인일보는 21일, 주키
르기스스탄 한국대사관
에 ‘예방접종완료자 격
리면제 제외국가에 4개
월째 키르기스스탄을 
포함한 건’이라는 제목
으로 공문을 통해 “키르
기즈 교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답변을 질병관
리청에 요청해 주기 바
란다”고 밝혔다. 
 
 한인일보는 이 공문에
서 “질병관리청에서 키
르기즈를 4개월째 격리
면제 제외국가로 계속 
포함 시킨 근거가 어디
에 있는지?”, “정확한 조
사 후에 발표를 한 것
인지?” 등 질문을 하고, 
“대사관 측에서 정식으
로 현 키르기즈 방역 상
황을 자세히 보고해 주

한국  국 제 협 력 단
( K O I C A ) 키 르 기

즈 사무소 이종수 소장
은 18일, 키르기즈 의회  
Almazbek Sabyrbekov 
비서실장과 주키르기즈 
한국대사관 이원재 대
사가 참석한 가운데 키
르기즈 IT인프라 현대

화와 의회 디지탈화지원
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
했다.

 이 각서에 따라 KOICA
는 키르기스스탄의 IT 인
프라 현대화 및 의회 디
지털화를 위해 키르기즈
의회에  20만 달러를 지
원할 예정이다.

<키르기즈의회 정보화 지원MOU체결식>

키르기즈 총리,모스크바서 
러시아 총리와 회담

아클벡 자파로프 국
무총리가 22일 러

시아의 미하일 미슈스
틴 총리와 양국간 협력
문제를 논하기위해 22
일 모스크바에 도착했
다.

https://truezyme.com

 이번 회담은 11월 18일
부터 19일까지 아르메니
아 예레반에서 열린 유
라시아 정부간 협의체에
서 열린 양자협상 결과
에 따라 이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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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르기스스탄,4개월째 

격리면제 제외국가로 또 지정

귀 공관의 발전을 기
원합니다.

 다름이 아니라, 본국의 
중앙방역대책본부는 11
월 19일, 언론 보도자료
를 통해 12월 1일부터 
격리면제 제외국가로 7
개국을 발표했는데, 이 
가운데 방역상황이 호
전되고 있는 키르기스
스탄이 4개월째 격리면
제 제외국가로 포함되
여 있습니다.

 이에 대해 본지는 교민
들의 불편과 의혹을 해
소하기 위한 알권리 차
원에서 관할공관인 주
키 한국대사관을 통해 
본국 질병관리청에 아
래의 내용을 질의하여 
주시기를 요청드립니
다.

■질병관리청이 8월부터 
지금까지 4개월째 ‘키
르기스스탄’을 격리면
제 제외국가로 지정한 근
거가 무엇인지요?

이번 11월 19일 발표
에서 해외 입국자 

발 감염 확산에 대한 우
려가 높아짐에 따라, 해
외유입 확진자 현황, 예
방접종률, 델타변이 우세
종화 및 베타·감마·람다 
변이율 감소 동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12
월 예방접종완료자 격리
면제 제외국가 7개국을 
지정했다"고 발표했습니
다.

   본지는 코로나 팬데믹 
발생이후 키르기스스탄
의 일일 확진자 발생률
과 평균 사망자 숫자를 

하루도 빠짐없이 체크
해 왔기에 이번 발표는 
키르기스스탄보다 더 
열악한 방역상황인 국
가는 격리를 면제시키
고, 감소추세에 있는 키
르기스스탄을 연속으로 
4개월째 격리면제 제외
국가에 포함된 사유를 
알고자 합니다.

현재  키 르 기 스 스
탄 은  코 로 나  발

병이후 세계보건기구
(WHO)가 2021년 11월
20일 현재 발표한 자료
에 따르면 총 인구 670
만명가운데 총 확진자 
182.833명(2.7%), 사망
자 2.723명(1.5%). 완치
자 177.442명,(97.1%)
이며 백신 접종율은 2
차 접종자가 1.808.403
명이고 1차 접종자는 

270.998명으로 신규 확
진자가 연속적으로 감소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어느 데이터를 살펴
봐도 키르기스스탄이 
‘예방접종 완료자 격리
면제’에서 제외될 이유
가 없는 데 제외국가에 
포함되는 책임있는 답변
을 듣고 싶습니다.
(세계보건기구 코로나 발생현황 

자료 참조)

  특히, 질병관리청은 위
의 복합적인 방역상황에
다가 격리 면제 제외 사
유로 발표한 베타·감마·
델타 변이 바이러스 변
이율 상황 등을 고려하
여 격리면제 제외국가로 
발표했다고 했는데, 이는 
키르기스스탄에만 국한
된 위험 요소가 아닌 전 

   아래의 내용은 한인일보가 11월21일, 관할 공관인 주 키르기즈,한국대사관을 통해 질병관리청에 보낸 질의 내용을 공유합니다. 

세계에 위협적 요소로 
유독 키르기스스탄을 지
정한 이유를 알고자 합
니다.

   마지막으로 주 키르기
즈,한국대사관은 현 키
르기즈의 역학상황을 적
극적으로 본국에 보고해 
주시기 바라오며, WHO
가 승인한 백신 접종을 
완료한 키르기즈 교민들
이 해외에서 코로나 팬
데믹으로 인한 본국 정
부의 도움을 전혀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나마 한국 입국시 격
리 면제를 받을 수 있도
록 간곡히 협조를 요청
드립니다.
감사합니다.(끝)

키르기즈 한인일보
 발행.편집인/전상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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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인일보는 그동안 코로

나 바이러스 확산 예방

을 위한 비상사태 선포로 신

문배포가 중단된 상황에서

도 온라인으로 키르기즈에

서 일어나는 코로나 관련 정

보를  지난 해부터 매일 계

속 독자 여러분들에게 온라

인으로 알리고 있으며  또 

코로나로 고통받는 교민 사

업체들을 위해 희망 업체에  

무료광고를 계속 게재하고 

있습니다.

이는 어렵고 힘든 시기에 

언론이 해야 할 마땅한 

사명으로 생각하며 앞으로

도 계속 "카카오톡 채널 실
시간 뉴스"와 "한인일보 페
이스북" "한인일보 인스터
그램" '한인일보 트위트"를 
통해 빠르고 정확한 뉴스를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이미 키르기즈 교민 570
명 이상이 휴대폰으로 "한인
일보 전용 실시간 뉴스 서비
스"를 구독하고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아래의 QR코드를 휴대폰
에 스캔하시면 언제 어디서
라도 한인일보 실시간 뉴스
를 무료로 간편하게 볼수있
음을 알려드립니다.

어려울때 
돋 보이는
한인일보 

주요 한인 기관 
및  단체 연락처

  ❑한국 대사관/  
       (0312)579-771-3 
  (야간및 휴일 비상전화/
       (0500)579-773.)
  ❑한국 교육원/
      (0500)017-179.
  ❑KOICA/(0312)979-401.
  ❑한국 산업 인력 공단/
      (0555)729-728.
  ❑민주평통/
        (0551)088-308.
  ❑키르기즈 한인회
        (0550)334-242.
  ❑한인 경제인 협회/     
       (0773)106-327,
  ❑옥타 비쉬켁지회/
      (0779)130-209.

2022년 법정 공휴일 
노동부 발표

노동사회 보장 및 이민
부 는 2022년 승인된 

법정 공휴일을 19일 발표
했다.

 법정 공휴일은 1월 1일 
- 새해, 2월 23일-조국의 
날, 3월 8일-세계 여성의 
날, 3월 21일-노루즈 공휴
일, 4월 7일-4월 혁명의 
날, 5월 1일-노동절, 5월 5
일-제헌절, 5월 9일-승리
의 날, 8월 31일-독립기념
일,11월 7일과 8일 - 조상
과 역사 기억의 날이다.

 이슬람 공휴일인 Orozo 
Ait, Kurman Ait는 음력
으로 결정되며 1월 7일 
- 크리스마스(정교회 크
리스마스)는 휴무이다.

 휴무일이 겹칠 경우 공
휴일 다음 근무일로 이
월되며 근로자가 주말 
및 휴무일을 합리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정부는 
주말을 다른 날로 연기
할 수 있다고 밝혔다.

사디르 자파로프 대통
령은 비슈케크에 도

착한 타타르스탄 '루스
탐 민니하노프' 대통령과 
19일 만나 정상회담을 
가졌다.

 이자리에서 키르기스스
탄과 러시아는 전략적 
동반자 관계라고 언급하
며 키르기스스탄은 이러
한 맥락에서 타타르스탄
은 주요 장소 중 하나라
며 키르기스스탄은 두 
형제적 민족의 번영을 
위해 노력할것이라고 말
했다.

 또 “키르기스스탄에 카
잔 연방대학의 분교를 
개설하기로 결정한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고 말
했다.

 타타르스탄은 키르기스
스탄과의 협력을 위한 

새로운 기회를 모색할 
준비가 되어 있으며, 무
역 및 경제 상호 작용은 
물론 디지털화 및 관광 
분야에서 활발하게 발전
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양국 문화부 장관
은 내년부터 키르기즈에
서 타타르스탄 문화의 
날을 개최하고  타타르
스탄에는 키르기즈의 작
가  Cyngyz Aitmatov의 
기념비를 건립하기로 했
다.

 타타르스탄은 러시아 
연방에 속해 있는 자
치 공화국으로 러시아
의 볼가 강과 카마 강 사
이의 우랄 산맥이 위치
해 있고 수도인 카잔은 
모스크바에서 동쪽으로 
797km 떨어져 있는 인
구 388만의 도시이다,

사디르 자파로프 대통령
타타르스탄 대통령과 회담

<타타르스탄 대통령과 키르기즈 대통령>

전 직 총리 2명
주거 제한 조건 석방 

쿰투르 금광 관련 사
건으로 조사를 받아 

온 Dzhoomart Otorbaev 
전 총리와 테미르 사리
예프 전 총리가 20일 각
각 석방되였다.

 비슈케크 페르보마이스
키 지방 법원은 20일 이

들에게 주거제한조건으
로  석방했다. 

 2명의 전직총리는 모두  
쿰투르 금광사건으로 오
토로바에프 전 총리는   
9월 16일에, 사리예프 
전 총리는 8월 3일에 각
각 구속되였다.

<오토로바에프 전 총리와 샤리에프 전 총리>

세계 도로 교통 희생자
추모의 날인 21일에 

비슈케크시와 오쉬시에서
는 교통사고로 사망한 사
람들을 추모하는 추모행
사가 열렸다.

 올해의 행사는 "도로에서
의 저속운행을 위한 법"이
라는 슬로건 아래 시가행
진도 열렸으며 09:00에는 
고속도로에서 교통사고 
희생자를 기리기 위해 1분
간의 묵념행사도 있었다.

 이 국제 행사의 주요 목
표는 모든 시민의 관심을 
유발하고 도로 교통 사고 
희생자를 추모하고 유가
족에게 조의를 표함과 동

시에 도로 안전 확보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상
기시키는 것이다.

 통계에 따르면 키르기
스스탄에서는 매일 3명
이 도로에서 사망하며 1
년에 평균 700명 이상
이 사망하고 9-10,000
명 이  부 상 당 한 다 .  
 
 2021년 9개월 동안 키
르기스스탄에서는 2020
년 같은 기간에 비해 교
통사고 건수가 29.2% 증
가한 5천 437건에 달해, 
이 사고로 587명이 사망
하고 8천298건이 부상당
했다.

교통사고 희생자 추모의 날
비슈케크와 오쉬시에도 열려

<교통사고 예방 시가행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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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 양말 제조 전문 수출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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섭KORAS

  100% 
  한국산

  ◈생산품목/신사양말.숙녀양말.아동양말. 아동타이즈. 등산양말.수면양말.스포츠양말.패션양말 등 주문생산

http:www.korassock.com

코라스 제품 도매문의
☎문의전화/(0501)997-709.

고급 사교 비즈니스 클럽

✦예약전화: (0555)206 602.
✦위      치: 츄이 알마진스카야 사거리
                    (쿠르만잔 다카 7번지)

키르기즈 영어능력평가
세계 하위 국가에 속해

키르기스스탄은 전 세
계 112개 국가가운

데 매우 낮은 영어능력
평가지수 국가에 해당한
다고 조사결과 17일 밝
혀졌다.

 이 조사는 EF English 
Proficier Index - 2021
의 조사 결과,112개 국가 
및 지역에서 성인 200
만 명을 대상으로 실시
한 영어능력평가지수에
서 키르기스스탄은 101
위를 차지했다.

 중앙아시아 국가 중 아
프카니스탄이 87위,우
즈베키스탄이 88위이
며 다음으로 카자흐스
탄(96위)과 타지키스탄
(103위)이 뒤를 이었다.

 이 조사에서 1위는 네
델란드가 가장 우수하
며 한국은 37위로 보통
이고 ,일본은 78위이며 
최하위는 110위 콩고 
민주 공화국,111위 남
수단,112위가 예멘이다.

현대.기아 테슬라 등 26개 브랜드

전기 자동차 등록 통과

바트켄주의 Kadamjay 
마을에서 전기를 절

약하기 위해 17일, 전력
회사 직원들이 가정을 찾
아다니며 가정용 전열 난
방기에 봉인을 하고 있다
는 소식들이 인터넷을 통

해서 알려져 파문이 일고 
있다.

 마 을 주 민  N a r g i z 
Mademinova씨는 여러 
히터가 봉인되어 있는 사
진을 공유하며 전열기 사
용을 금지하고 석탄이나 
가스 난방으로 전환하라
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밝
혔다.

 전력당국은 17일, 전기 
난방 장치 사용 금지에 
대한 정보가 사실이 아니

라고 밝히며 톡토굴 저
수지의 수자원을 보전
하기 위한 에너지 회사
들이 허용 용량을 준수
하기 위해 소비자 인벤
토리를 수행했다고 밝
혔다.

 Kadamjai 지역의 난방 
장치 봉인은 소셜 네트
워크에 표시된 대로 일
반 가구 가입자가 아닌 
상업용 소비자에 의해 
수행되었다고 발표했
다.

가정용 전열 난방기
절전위해 봉인조치 파문

디지털 개발부는 2021
년 전기자동차 등록

에 통과한 26개의 브랜드
를 19일 발표했다.

 1월부터 10월까지 총 26
개 브랜드의 116대의 전

기 자동차가 등록을 통
과했는데 이 가운데는 
한국의 기아,현대자동
차를 비롯해 일본의 닛
산, 중국, 미국,독일,프
랑스 등의 전기 자동차
가 포함되였다.

키르기즈 자동차
8.646대 수입

국가통계위는 2021년 
1월부터 9월까지 한

국을 비롯한 미국,일본 
등  25개국가에서 8,646
대의 자동차를 수입했으
며 이는 작년보다 감소했
다고 밝혔다.

 가장 많이 수입한 국
가는 러시아-3.849대, 
한국-1.517대, 그루지
아 -1.066대, 미국-756
대,리투아니아-666대,
카자흐스탄-310대, 일
본-155대,중국-55대 순
으로 이외에 벨라루스,
카나다 등 25개국가에서 
수입되였다고 밝혔다.

단체 선물상담

이스쿨공항은 20일, 
공항 역사상 처음으

로 100,000번째 탑승객
에게 기념 선물을 증정했
다.

 이스쿨 국제공항은 여
름 관광 시즌에만 운영
됐으나 2020년부터 연중 
내내 운항하기 시작했고 
2021년에 1000편이상의 
항공편을 수송했다고 밝
혔다.

 10만번째 행운의 탑
승객은 에어로플로트 
항공편으로 모스크바
로 출발한 'Cholpon 
Dzhumabayeva '탑승
객으로 이날 공항으로 
부터 기념 축하선물과 
에어로플로트 항공사가 
기증한 러시아-키르기
즈 왕복 항공권을 선물
로 받았다.

이스쿨 국제 공항
10만번째 탑승객에게 기념선물

<이스쿨국제공항 개항후 10만번째 탑승객에게 선물 증정>



5면)한인일보: 2021년 11월 23일(화) 제321호

경찰과 비슈케크시는 
19일,공공 장소에

서 흡연을 방지하기 위
한 조치일환으로 공공 
장소와 엘리베이터, 계
단, 화장실, 다용도실 및 
공용 공간, 취사 시설, 
대중 교통 및 버스 정류
장에서 흡연행위를 단
속했다.

 이날 공공장소에서 흡
연한 위반자23명에게 
15,000솜의 벌금을 부
과했다.

잘랄아바드주 Suzak 
지 역  Z h a l g y z -

Zhangak 마을에서 17
살 학생이 자살을 하려
고 25m높이의 고압송전
탑에 올라가 소동을 피
우는 바람에 이 지역에 
한시간 동안 정전사태가 
발생했다

 이  학 생 은  1 7 일  오
후  6 시 5 분 경  자 살 을 
하 기  위 해  3 5 k V  가
공 선  " R a y o n n a y a -

 자살하려 송전탑올라
1시간 동안 전기공급 차단

Vodozabor"송전탑에 
올라가 자살 소동을 펼
쳤는데 긴급 구조대원
들이 출동해 30분간 설
득해 구조하여 부모에
게 인계했다.

 이 과정에서 고압전류
의 흐름을 차단하기 위
해 한시간 동안 인위적
으로 정전시켜 9개 지
역 주민들이 큰 불편을 
겪었다.

키르 기 즈  출 신 의  
UFC 여성부 최고 

테크니션으로 꼽히는 플
라이급 세계 챔피언 '총
알' 발렌티나 셰브첸코
(33·키르키스탄)가 미국
에서 열린 6차 방어전에 
성공하고 3년만에 21일
귀국했다.

 '발렌티나 셰브첸코'
는 귀국 다음날인 22일 
14:00에 노보텔 호텔에
서, 16:00에는 아유그랜
드 쇼핑센터에서 팬들과
의 만남을 가졌다.

 팬들과의 대화에서 "키
르기즈는 내가 태어 난 
자랑스러운 조국이라며 
내 꿈과 인생,성품을 가
르쳐준 곳이라고 말했다.

UFC  세계 여성 챔피언
'발렌티나 셰브첸코', 3년만에 귀국

 언제 결혼하겠느냐는 
질문에 20살이 가장 좋
은 때이지만 40세,60세
도 가능하다고 말하고 
앞으로 키르기즈에서 종
합격투기 아카데미를 세
울 계획이라고 말했다.
 
사디르 자파로프 대통령,
일백만솜 기증
 사디르 자파로프 대통
령은 22일 인사차 방문
한 '세브첸코'에게 어려
운 역경을 이기고 전 세
계에 키르기즈의 명예를 
빛나게 한, 국가의 자랑
이라며 100만솜의 현금 
기증서를 전달하고 코치
와 오늘의 세브첸코를 
키운 어머니에게도 기념 
선물을 증정했다.

<백만솜의 기부증명서를 받는 세브첸코>

공공장소
흡연자 단속

경찰은 18일, 횡단보
도가 아닌 일반도

로를 무단 횡단한 보행 
위반자 61명을 적발하
고 벌금 1000솜씩을 부
과했다.

 이는 연초 이후 비슈케
크에서 보행자 관련 사
고가 1,097건, 부상자는 
1,131명으로 집계됐기 
때문에 보행자를 보호
하기 위한 조치로 매주 
목요일 시내 전역에서 
수시로 단속한다.

보행 위반자
단속 벌금 부과

<송전탑에 올라 간 학생>

추이주 토쿠목에서 어
제에 이어 오늘도 9

층 건물에서 자살하려한 
소동이 일어났다.

 20일 오후 4시 45분경 

29세 청년이 9층 건물
에서 가족문제로 자살
하려 한다는 제보를 받
고 구조대원이 현장에 
도착해 끌어내 소동을 
매듭지었다.

 어제도 같은 장소에서 
소녀와 말다툼을 벌인 
청년이 술에 취한 상태
에서 이 건물에서 뛰어
내리려고 하다가 구조
대원들이 구조한 일이 
있었다.

키르기즈에서 한국인에게 자세한 사업설명을 직접
들을수 있는 애터미 비지니스의 세계가 열립니다.

▶사업 복제에 참여하실 분/▶한국 애터미/아자몰 제품 구매 대행.
▶전화/ (0557)808 595.▶카톡아이디:bishkektop
▶담당/이 기주.

12월 1일, 키르기즈 법인 오픈

     애터미의 21번째 키르기즈 해외 법인 개설로
    중앙아시아 진출의 교두보를 마련했습니다.

도쿠목서 9층 건물에 올라가
또 자살 소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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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치:우미탈리에바 109.  ☎ (0990)109 107.

Rodem
Coffee & gallery 

-격조높은 공간/ 품격있는 메뉴
-새롭게 선보이는 Rodem 'Bread' 

    최신 음향시설 및 초대형 룸 완비

 정통 비즈니스 KTV 사교 Club

오피스
           위치: 카롤로막사 거리

           왕복  차량  지원 서비스 실시

         TEL:(0550)083 399

고속도로 터진 '돈벼락'
차 세우고 돈 줍는 사람들에 아수라장

인도에서 16세 소녀가 
수개월에 걸쳐 수

백 명의 남성에게 성폭
행당했다는 신고가 접수
돼 경찰이 수사를 벌이
고 있다.

 인도에서는 2012년 수
도 뉴델리 버스 안에서 
발생한 여학생 집단 성
폭행·살해 사건 이후 강
간 등 성폭력에 대한 처
벌이 강화됐다. 그러나 
그 이후에도 세상을 떠
들썩하게 하는 성폭행 
사건이 계속해서 일어나
는 실정이라고 CNN방
송은 전했다.

 지난 8월 델리에서는 9
세 소녀가 집단 성폭행
을 당한 뒤 살해된 사건
이 보고됐고, 지난 9월 
마하라슈트라주에서는 
15세 여성을 집단 성폭
행한 혐의로 남성 33명
이 경찰에 체포됐다.

 인도 국가범죄기록국

인도 16세 소녀
400여명에게 성폭행

의 최근 수치에 따르면 
2020년 인도에서는 2만
8000건 이상 여성을 대
상으로 한 성폭행 사건
이 보고됐다.

 그러나 상당수 여성이 
두려움으로 사건을 알리
지 않았을 가능성을 고
려할 때 실제 발생 건수
는 더 많을 것으로 전문
가들은 보고 있다.

 인도에서는 2012년 수
도 뉴델리 버스 안에서 
발생한 여학생 집단 성
폭행·살해 사건 이후 강
간 등 성폭력에 대한 처
벌이 강화됐다. 

 그러나 그 이후에도 세
상을 떠들썩하게 하는 
성폭행 사건이 계속해
서 일어나는 실정이라고 
CNN방송은 전했다.

미국의 한 고속도로
에서 현금수송차량 

사고로 현금이 유출돼 
말그대로 '돈벼락'이 터
졌다. 당국은 현금을 주
워 달아난 운전자들에 
대한 신원파악과 추적
에 나섰다.

 21일 폭스5 등 현지언
론에 따르면 지난 19
일 오전 9시 15분쯤 캘
리포니아 칼스배드 인
근 주간고속도로 5호선
(I-5)에서 사고로 현금 
수송차량의 문이 열리
며 운송중이던 다량의 
현금뭉치가 도로에 날
리는 사고가 발생했다.

 목격자는 "처음엔 사고
라고 생각했다. 사방에 
뭔가가 떠다니는 것을 
자세히 본 뒤에야 그것
이 돈이라는 걸 알았다"
며 "도로에 수천달러가 

흩어져 있는 듯 했다. 
도로가 '돈 바다'로 변했
다. 완전 미친 경험이었
다"고 말했다.

 현장은 곧바로 아수라
장이 됐다. 돈벼락이 쏟
아지자 운전자들이 차
를 세우고 이 돈을 주우
려 나선 것이다. 
 
 이 때문에 도로가 꽉 
막히는 등 교통 혼잡도 
빚어졌다. 피트니스 인
플루언서 데미 백비가 
자신의 인스타그램을 
통해 공개한 현장 영상
에서 운전자들은 현금
을 경쟁하듯 주워가고, 
일부는 현금뭉치를 흩
뿌리며 인증샷을 찍기
도 했다.

 고속도로순찰대는 도

로에서 현금을 주워간 
남녀가 차안에서 문을 
잠근 채 반환에 응하지 
않아 체포했다고 밝혔
다. 
 
 고속도로순찰대는 현장 
영상을 입수해 FBI와 함
께 현금을 주워간 운전
자들에 대한 신원파악에 
나섰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범죄혐의를 
받고싶지 않다면 48시간 
내에 가져간 돈을 반환
하라"며 "이미 돈을 반납
한 운전자들에게 감사를 
표한다. 

 그렇지 않은 경우 올바
른 방법으로 돌려줄 것
을 권한다"고 덧붙였다.

<현금 수송차량의 사고로 고속도로에서 돈을 줍는 운전자들>

<성폭력에 항의하는  인도 여성들의 시위 모습>

  

카자흐스탄에서 고려인들이 벼농사 재배
한 일반미와 찹쌀을 한정량으로 판매합
니다.

▶종류/일반미 (30kg)....3.300com         
           찹   쌀 (30kg)...4.800com
      (택배비 별도 300com-시내 전지역 배달)

☎연락처/(0500) 005-080.나타샤

한국인의 입맛에 딱 맞는
고려인 쌀 판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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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저씨

위치:도르도이 프라자 신관 4층.
   ☎ (0500)227-711.       ajeosea.kg       

해산물 쌀국수 쇠고기 쌀국수 해물크림 스파게티

▶기타메뉴/베트남 쌀국수류.오징어덮밥.참치덮밥.김치 볶음밥,해물볶음밥.짜장밥.불고기.
         김밥.참치김밥.튀김모듬.한국식국수.라면.각종 떡볶이류,각종 세트메뉴와 음료 등.

한국인 30%, 1년내 해외여행

가고 싶은 1위는...

위드코로나로 국가간 
이동제한이 완화되

고 있는 가운데 우리 국
민 10명 중 3명 이상이 1
년 내 해외여행 의향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해외여행지로는 하와이, 
호주, 독일을 가장 선호
했다.

 글로벌 카드업체 비자
는 17일 지난해 하반기
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아시아·태평양 지역 14
국 소비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글로벌 여행 의
향 조사(Global Travel 
Intentions Study PLUS)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 결과, 아·태 지역 
소비자 10명 중 4명이 12
개월 안에 해외여행을 떠
날 의사가 있다고 했다.

 한국의 경우 2020년 11
월에 27%, 2021년 2월
에 26%를 기록한 이후, 
2021년 6월에 35%, 2021
년 9월에 32%를 기록하
며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
다

문재인 대통령이 6개
월 남은 임기를 앞

두고 진행한 KBS1 ‘국
민과의 대화’를 두고 여
야가 엇갈린 평가를 내
놨다. 생중계로 이를 지
켜본 국민들 역시 “당원
과의 대화냐”라고 하거
나 “감동적이다” 등 상
반된 반응을 보였다.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선거대책위원회 수석대
변인은 21일 논평에서 
“대통령이 국민의 고단
했던 시간을 위로했고, 
정부의 노력을 격려했
다”며 “지난 4년반 문재
인 정부 국정운영의 성
과와 부족했던 점을 진
솔하게 평가하고, 국민
이 만든 높아진 국격의 
위상을 논하는 자리였
다”고 했다.

 이어 “임기를 6개월 남
긴 시점에서 그간 정부
에 대한 아쉬움을 듣고 
마지막까지 그간의 부
족함을 채우기 위해 힘
쓰겠다는 다짐의 시간
을 보냈다”며 “대통령
께서는 부동산 정책에 

文대통령, 국민과의 대화 
여야,엇갈린 반응내놔

대한 아쉬움을 토로하며 
부동산 가격 안정을 위
해 마지막까지 힘쓰겠다
고 다짐했다”고 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부동
산 정책 실패와 코로나
19 방역 혼선 등에 대한 
진솔한 사과가 없었다고 
비판했다. 임승호 대변
인은 “임기 내내 국민들
에게 고통을 선사한 것
에 대한 반성과 사과를 
바란 최소한의 기대조차 
무너졌다”며 “문 대통령
은 자신만의 환상에 빠
진 ‘돈키호테 대통령’으
로 기억될 수밖에 없게 
됐다”고 했다.

 그러면서 “’코로나 때
문에 줄어들었던 고용이 
99.9% 회복됐다’ ‘부동
산 가격이 안정세에 접
어들었다’는 대통령 답
변에는 귀를 의심했다. 
국민들은 고통 받는 상
황인데, 도대체 대통령
은 어떤 세상에 살고 있
다는 말인가”라고 했다.

 온라인 검색량을 분석
한 결과, 한국 소비자들
의 경우 하와이, 호주, 
독일, 러시아, 미국, 필
리핀, 인도네시아 순으
로 여행지에 대한 관심
이 높았다. 

 이 중 필리핀을 제외
한 모든 여행지는 팬데
믹 이전 대비 관심이 증
가했다. 코로나 이전 인
기 여행지였던 일본과 
중국, 베트남, 태국 등은 
순위에 들지 못했다.

 비자는 “코로나 사태를 
겪으며 소비자는 현지 
정부의 규제 및 안전관
리 수준이 우수하며 이
동 거리가 짧은 여행지
를 선호하는 경향이 뚜
렷했다”고 밝혔다.

손흥민(29·토트넘 홋
스퍼)이 아시아에서 

시장 가치(예상 이적료)
가 가장 높은 선수로 뽑
혔다.

 이적 전문사이트 트랜
스퍼마크트에 따르면 18
일 현재, 손흥민의 시장 
가치는 8500만 유로(약 
1137억 원)로 아시아에
서 최고로 이름을 올렸
다. 

 프랑스의 킬리안 음바
페(파리 생제르맹)는 시
장가치 1억6000만 유로
(2140억 원)로 유럽대륙 
최고의 선수로 선정됐
다. 

 남미에선 브라질의 네
이마르가 1억 유로(1337
억 원)로 아르헨티나의 
리오넬 메시(이상 파리 
생제르맹)를 제쳤다. 아
프리카에선 이집트의 모
하메드 살라(리버풀)가 
1억 유로, 오세아니아에
선 뉴질랜드의 크리스 
우드(번리)가 800만 유
로(107억 원)로 가장 높
다.

손흥민,시장가치 
아시아 최고.1137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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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중지 재외 국민 
특별 자수기간 안내

대검찰청은 외교부와 공동으로 기소중지 재외국민 특별자수기간을 
아래와 같이 운영합니다.
                   
 ▶대상
-1997년1월1일부터 2001년 12월 31일까지 입건되여 기소중지상태인 재외국민.
-상기 대상사건이 아니더라도 고소.고발이 취소된 경우,합의 등에 준하는 경우,법정
형이 벌금만 규정되어잇는 경우 등 검찰사건처리 기중에 따라 약식명령청구 사안으
로 기소중지 상태인 재외국민.

▶기간
20210-11.1- 2021-12.31까지.

▶신청 및 사건처리 진행
-대사관을 직접 방문하여 '기소중지사건 재기신청서'작성 및 제출. 
-재기 신청 후, 검찰과 신청인이 직접 전화나 이메일로 사건 처리 진행,

-자세한 사항은 대사관 홈페이지를 참조바람(끝)

 주 키르기즈,한국 대사관

기타 정보

재외국민 119 의료서비스 상담안내

해외에서 예기치않은 질병과 부상 등 응급상황 발생시
응급의학전문의 상담 및 지도를 받을수있는 119서비스

재외국민,해외 여행객 등이 질병이나 부상시 전화,이메일,인터넷 
카카오 플러스 신고를 통해 24시간 응급전문의와 의료상담을 받
을수 있는 제도입니다.

<어떤 도움을 받을수 있나?>
▶응급처치요령.▶약품구입 및 복용방법.▶현지의료기관 
   이용방법.▶환자 국내이송 일반절차 등에 관한 안내.

<119 의료서비스 신청방법>
☛전화/+82 44 320 0119.
☛이메일/central 119ems@korea.kr
☛인터넷/www.119.go.kr
☛카카오톡 검색창에서-소방청 응급의료상담서비스 추가.

                         대한민국 소방청

주 키르기즈, 한국 대
사관은 24일, 키르

기즈 농업부 및 키르기
스스탄 KOPIA센터와 공
동 주최로 '제3 키르기스
스탄 농업 분야 발전 세
미나'를 온라인으로 개
최한다. 

 금번 세미나의 주제는 
‘키르기스스탄 유기농 
산업 발전 방안’으로, 양
국의 유기농업 전문가들
이 발제자로 참여한다. 

 24일 오전 10시경 한국
대사관 이원재 대사의 
개회사에 이어 김두호 
농촌진흥청 차장의 축사

제3회 키르기스스탄 농업 분야 
발전 세미나' 개최 및 참가 안내

와 키르기즈 농업부 아
지마드 무카세프 장관의 
환영사가 있을 예정이
다.

 기조 발표에서는 "키르
기즈 유기농업의 잠재
력"이라는 주제로 키르
기즈 농업부 유기농업국
장이 주제 발표를 하고 
이어서 국제환경농업개
발원 지형진 박사의 '유
기농의 기본방향 및 총
론'강의가 있고 이 외에
도 4-5명의 유기농전문
가가 발표하며 질의 및 
응답시간도 가진다.

 참여를 원하실 경우, 아

래 메일 주소로 참가 의
사 메일을 보내주시면 
회의 url 링크(Zoom)을 
받을수 있다.

ㅇ메일 주소 : grlee20@
mofa.go.kr 이고 참가
신청 기간은  11.23.(화) 
18:00까지 이다.

불
조
심

한국 국 제 교 류 재 단
(KF)은 22∼23일 한

국과 중앙아시아 간 경
제 협력 현황 공유와 미
래 방향을 모색하는 '제2
차 한-중앙아 경제협의
체 연례회의'를 온라인으
로 개최했다.

 이 행사는 KF의 한-중
앙아협력포럼사무국이 
주관하는 행사로 회의에
는 한국무역협회, 카자흐
스탄·우즈베키스탄·타지
키스탄·키르기스스탄·투
르크메니스탄의 각 상공
회의소가 참가했다.

 한-중앙아 경제협의체
는 한국과 중앙아시아 5
개국의 포괄적인 경제 협
력을 증진하기 위해 각
국 경제단체가 뜻을 모아 
2007년 출범한 단체다.

 줌(ZOOM)을 활용한 웨
비나로 열리는 22일 첫

날 행사는 경제협의체 
2021년도 성과 보고 후 
오종진 한국외대 신흥
지역연구사업단장이 '
한-중앙아 경제협력 향
후 30년: 신북방 지역
의 새로운 조명'을 주제
로 기조 강연을 했다.

 이어 중앙아시아 5개
국에서 국가별로 한국
과의 경제협력 사례를 
발표했고 둘째 날에는 
무역협회와 함께 서울 
강남구 삼성동 코엑스 
318호에서 중앙아시아 
우수 바이어 초청 화상 
상담회가 열렸다.

 국제교류재단 관계자
는 "연례회의가 한국과 
중앙아시아 간 기업인
들의 지속적인 교류를 
위한 플랫폼이 되도록 
지속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중앙아 경제 협의체 
연례회의' 개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