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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뒷면으로 이어짐

1월 3일 미국이 이란 최고 사령관 

솔레이마니를 살해한 이래 중동 일대

가 전운에 휩싸여 있습니다. 

미국 대통령 트럼프의 대국민 연설 

이후, 주요 언론들은 사태가 진정되

는 듯이 묘사합니다. 

그러나 위기는 계속될 것입니다. 

트럼프는 대국민 연설에서 전쟁 행위

를 정당화하며, 군사기구인 북대서양

조약기구(NATO)도 이란 문제에 관

여하라고 했습니다. 

미국은 대(對)이란 경제 제재를 강

화했습니다. 이 또한 이란과의 긴장

을 더 키울 것입니다. 무엇보다, 이란

의 평범한 대중에게 끔찍한 고통을 

줄 것입니다.

미국의 전쟁은 민주주의와 더 나

은 삶을 위해 이란 정부에 맞서 싸우

고 있는 이란 대중에게도 해롭습니

다. 이란 반정부 시위에 앞장선 아미

르카미르공과대학 학생들은 성명서

를 발표해 “중동에서 미국은 불안정

과 혼란만 키워 왔을 뿐”이라고 했습

니다.

중동에 긴장과 불안정을 
키운 주범은 미국
지금 중동에 전운이 깔린 주된 책

임은 미국에 있습니다. 트럼프 정부

는 미국의 중동 지배력 유지를 위해 

이란을 제압하고자, 이란과 맺은 핵

협정을 일방적으로 파기하고 이란을 

제재·위협했습니다. 그러면서 갈등

이 증폭된 것입니다. 미국은 이란을 

상대로 한 모든 위협과 공격을 중단

해야 합니다. 

문재인 정부는 청해부대의 작전 구역을 호르무즈해협으로 넓히는 꼼수를 써 파병을 하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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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참가합시다!

▶ 앞면에서 이어짐

문재인 정부는 호르무즈해협 
파병 추진 중단하라
문재인 정부는 ‘국민 보호’, ‘국익’ 

운운하며 미국을 도와 호르무즈해협

에 한국군을 파병하려 합니다. 파병

은 미국의 전쟁 몰이를 돕는 것이고 

중동을 더 큰 위험에 빠트릴 것입니

다. 중동 대중의 피를 대가로 득을 취

하려 하는 것에 반대해야 합니다. 

더군다나 파병된(될) 젊은이들과 

한국인들도 더 큰 위험에 빠질 수 있

습니다. 노무현 정부가 2004년 이라

크 파병을 강행하는 바람에 이라크 

무장 세력에게 납치·살해당한 김선

일 씨의 비극을 문재인 정부는 벌써 

잊은 것일까요?

정부는 미국 주도 함대에 불참하

는 ‘독자 파병’안도 거론합니다. 그러

나 어떤 형식으로든 군사력을 보내

는 것은 결국 이란을 압박하고 미국

을 직간접적으로 지원하는 것입니

다. 

1월 18일 이란 공격 반대·
한국군 파병 반대 행동에 
참가합니다 
2000년대 초반 미국의 이라크 침공

에 반대해 일어난 국제 반전 운동은 

이라크 등지에서 저항을 고무하고 미

국의 군대 동원 능력을 제약했습니다. 

이미 미국 전역, 영국, 캐나다 등지

에서 전쟁에 반대하는 행동이 시작됐

습니다. 한국에서도 파병 반대 목소

리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이란 공

격 반대·한국군 파병 반대 행동에 

함께합시다.

2004년 노무현 정부는 “한국군은 제발 나가 달라”던 김선일 씨(사진 아래)의 절규에도 아랑곳

하지 않고 이라크 파병을 강행했다. 그 결과 김선일 씨는 허망하게 목숨을 잃어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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