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제의미제의미제의미제의    대대대대    이라크이라크이라크이라크    핵전쟁을핵전쟁을핵전쟁을핵전쟁을    국제적국제적국제적국제적    반전·반핵반전·반핵반전·반핵반전·반핵    행동으로행동으로행동으로행동으로    저지하자저지하자저지하자저지하자!!!!    
일미제국주의의 북조선· 중국 침략전쟁법인 유사립법을 폐안으로 몰자! 

                시오니스트=이스라엘 및 미제의 침략을 맞서 투쟁하는 
                        팔레스타인· 모슬렘 인민과 연대하자! 
                사의 고민으로 몸부림치는 제국주의의 3차 세계대전을 

노동자계급과 피억압 민족의 단결로 세계혁명으로 바꾸자! 
2002년  8 월 6 일  혁명적공산주의자동맹혁명적공산주의자동맹혁명적공산주의자동맹혁명적공산주의자동맹 

 
1111....    히로시마·나가사키히로시마·나가사키히로시마·나가사키히로시마·나가사키    피폭피폭피폭피폭  57  57  57  57돐과돐과돐과돐과    핵전쟁핵전쟁핵전쟁핵전쟁    절박절박절박절박    정세정세정세정세    
  히로시마·나가사키에 원자폭탄이 투하된지 57 년인 올 8 월 6,9 일. 우리는 그 날들을 작년 9·11 

이후의 격동을 겪고 어느 때보다 중요한 정세 속에서 맞이하고 있다. 미제의 이라크 핵공격이 

닥쳐오는데다 일·미 공동으로 북조선·중국 침략전쟁을 수행하려고 일제·고이즈미 정권이 유사립법을 

밀어붙이고 있다. 

  부시 정권이 중동과 전세계에 대한 미제의 지배를 다시 굳히기 위해 이라크 공격을 전략적으로 

결정했고, 몇개월 이내에 이라크에 대한 선제적 핵 공격을 시작한다고 거듭 선언하고 있다.일본 후크다 

관방(官房)장관은 일제의 핵무장을 공언했다. 

   "히로시마·나가사키를 반복하지 말아!" "핵무기를 폐절하라"는 반세기에 걸친 거대한 인민의 요구와 

목소리를 미제와 일제는 교만하게도 짓밟고 있다. 이들은 "히로시마·나가사키"를 그 수만배나 되는 

규모로 반복하려는 것이다. 세계는 지금 핵전쟁 전야이다. 

  한편 중동에서는 "히로시마·나가사키"와 똑 같은 용납할 수 없는 잔학 행위가 자행되고 있다. 1991 년 

페르시아만 전쟁 때 이라크에 대한 열화(劣化)우라니움탄 공격이 강행됐고, 지금 가자 및 요르단강 

서안에서 미제의 지지를 얻은 이슬라엘·시오니스트들이 팔레스타인 인민을 학살하고 있다. 

 

2222....        히로시마·나가사키의히로시마·나가사키의히로시마·나가사키의히로시마·나가사키의    교훈이란교훈이란교훈이란교훈이란    
  인류사상 처음 원폭 피해자가 된 우리 일본 인민은 당시 일제의 강제연행으로 일본 땅에서 피폭당한 

수많은 조선인·중국인의 존재를 자기비판의 입장에서 직시하며 이 중대한 사건의 교훈에 따라 전세계 

인민에 대해 "히로시마·나가사키를 반복하지 말아"고 호소해 왔다. 

  사실 1945년 8월에 무슨 일이 생겼던가? 미군기가 떨어뜨린 2개 원자폭탄이 단 10초간에 2개 도시를 

궤멸시키고 히로시마에서 14 만명,나가사키에서 7 만명 (조선인과 중국인을 포함)을 피폭 현장에서 

죽였다. 이후 현재에 이르기까지 무려 32만명이 피폭으로 인해 죽었고 수십만명이 원폭병으로 시달리고 

있다. 

 
3333....  9  9  9  9····11111111이이이이    열어놓은열어놓은열어놓은열어놓은    새새새새    시대시대시대시대    
  9·11 사태는 21세기 계급투쟁과 민족해방투쟁에서 새로운 시대를 열어놓았다. 이 역사적 반미 게릴라 

전쟁은 전세계 모슬렘 인민 속에 오랫 동안 축적돼 온 분노가 민족해방투쟁의 특수적·극한적인 형태로 

폭발한 것이다. 9·11 이야 팔레스타인 인민의 인티파다를 이어받아 현재의 역사적인 여러 관계를 

근본적으로 전복시키자는 것이었다. 제국주의국가의 노동자계급이 9·11 로부터 얻어내야 하는 절실한 

과제야 투쟁하는 피억압민족 인민,특히 모슬렘 인민과의 국제주의적 연대이다. 

 
4444....        제국주의의제국주의의제국주의의제국주의의    핵전쟁에핵전쟁에핵전쟁에핵전쟁에    대해대해대해대해    노동자노동자노동자노동자    인민의인민의인민의인민의    국제적국제적국제적국제적    단결을단결을단결을단결을    구축하자구축하자구축하자구축하자    
  제국주의국가 내의 프롤레타리아트의 투쟁과 신식민지주의 체제 국가의 민족해방투쟁을, 반 

제국주의·반 스탈린주의 프롤레타리아 세계혁명 승리의 노선 밑에 진실로 통합할 수 있는 새로운 

혁명운동을 창조할 때다. 

  일본에서는 육·해·공·항만 노조 등을 비롯한 광범위한 노동자 인민이 모여들어 유사립법 반대투쟁이 

형성되고 있다. 한편 2 차세계전쟁 때 일본에서 유일하게 지상전이 벌어져 현민(縣民)의 3 분의 1 이 

피살된 오키나와에서 유사립법을 반대하는 목소리가 터지고 있다. 우리는 이라크와 북조선,중국 등 

전세계 인민에 대한 제국주의의 핵전쟁 공격을 절대로 용납할 수는 없다. 

  8·6,8·9집회에 결집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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