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석열 정부는
우크라이나 전쟁 지원 중단하라!
11월 26일 반전 행동에 함께하자

2022년 11월 21일 발행노동자연대 청년학생그룹

러시아는 철군하라!

미국과 나토는 개입 중단하라!

윤석열 정부는 군사적 지원 중단하라!

우크라이나에 평화를!

도심 집회와 행진
11월 26일(토) 오후 3시
서울 종로 보신각 앞 (종각역 4번 출구)

문의: 010-7550-2131

11월 10일 미국 언론 〈월스트리트 저널〉(WSJ)은 한국이 우크라이나로 갈 포탄 

10만 발을 미국에 판매하기로 했다고 보도했다.

이 보도 후 한국 국방부는 입장문을 내, 포탄의 “최종사용자는 미국”이라며 우크

라이나에 포탄을 제공하는 건 아니라고 밝혔다.

그러나 미국과의 포탄 거래가 우크라이나 전쟁 지원과는 무관하다는 국방부 해

명은 설득력 없는 얘기다. 미군의 155밀리미터 포탄이 부족해진 까닭은 이를 우

크라이나에 대량 지원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미군의 부족분을 한국산 포탄으로 

채워 준다면, 결국 한국이 우크라이나를 우회 지원하게 되는 것이다.

게다가 미군에 지급된 포탄이 향후 우크라이나로 가지 않는다는 보장은 없다. 

WSJ의 보도대로라면, 윤석열 정부는 포탄이 최종적으로 우크라이나로 갈 수 있

다는 점을 알고도 이번 거래를 하는 것이다.

강대국 간 패권 경쟁

전쟁이 시작된 지 반년이 훌쩍 넘었지만, 우크라이나 전쟁은 끝날 기미를 보이

지 않고 있다. 갈수록 이 전쟁은 미국과 러시아 간 제국주의적 경쟁의 일환으로 

진행되고 있음이 분명해지고 있다.

러시아의 침공에 서방은 즉각 제재와 우크라이나에 대한 막대한 군사적·경제적 

지원으로 대응했다.

미국은 우크라이나의 항전을 이용해 러시아를 약화시키고 동맹국들을 결속하려 

한다. 그리고 이를 발판으로 중국과 경쟁하는 데 유리한 조건을 조성하려 한다. 

그 과정에서 우크라이나가 파괴되고 수많은 우크라이나인이 죽어 나가는 것은 

그들의 관심사가 아니다.

푸틴도 서방 제국주의의 개입에 맞서 우크라이나 침공의 목표를 달성하려고 대

응 수위를 높이고 있다. 서방도 이에 뒤질세라 우크라이나에 더 강력한 무기를 

지원하고 있다.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는 것이다. 그러면서 강대국 간 직접 충돌

이 벌어질 위험도 커졌다. 핵전쟁의 위험도 실존한다.

협상 이야기가 나오지만, 전쟁 당사자들 모두가 협상 개시에 큰 관심이 없다.

이런 상황에서 무기 지원은 전쟁을 지속시켜 더 많은 살상과 파괴를 의미할 뿐

이다.

2022년 11월 21일

 

*이 성명은 <노동자 연대> 신문의 관련 기사를 참조한 것입니다.

무기 공급처

윤석열 퇴진 촛불 집회를 주최하는 촛불행동은 11월 11일 논평을 내서 옳게도 

이렇게 비판했다. “무기를 실제로 판매한다면 한국은 우크라이나의 후방 무기 

공급처로서 역할을 하게 됩니다. 전쟁의 한 당사자가 되어 러시아와 군사적 적

대 관계가 되어 한반도가 초긴장 상태로 접어들 것입니다.”

“이번에는 155밀리미터 포탄 10만 발이지만 전선의 변화에 따라 다음에는 어떤 

비밀 거래로 더 큰 무기 판매가 이뤄질지 모릅니다.”

촛불행동의 비판대로, 향후 우크라아나군 지원을 위한 모종의 추가 무기 거래가 

있을 수 있다. 전쟁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지만, 미국과 나토의 무기 재고 상황

이 여의찮은 상황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지난 9월 나토 사무총장은, 나토 회원국

들이 우크라이나에 지원할 무기를 생산하는 산업 역량을 키워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무기·탄약 생산을 전시 수요에 맞게 늘리려면 짧게는 수개월, 길게는 

수년이 걸릴 것이다. 소모전이 계속되는 한, 미국과 나토는 무기 재고를 채울 단

기적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 그 해결책의 하나로 “미국은 제3국에서 재고를 

일부 보충해야 할 수 있다.”(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 고문 마크 캔시언)

따라서 미국이 한국에게 더 많은 무기 거래와 지원을 요구할 공산이 크다. 수십 

년 동안 군사적 대치 상황을 유지해 온 한국이 전차·자주포 등 재래식 무기를 

대량 생산하는 산업 역량을 갖춘 국가이기 때문이다.

포탄 10만 발 거래는 끝이 아니라 시작일 수 있다. 윤석열 정부가 나토를 계속 

지원할수록 우크라이나 전쟁의 비극이 악화되는 데 일조하는 것이며, 결국 한반

도 주변 정세에도 악영향을 미칠 뿐이다.

윤석열 정부의 무기 제공에 반대한다! 우크라이나에서 벌어지는 제국주의 대리

전에 반대한다!

11월 26일 행동에 함께 참가해 러시아 철군과 서방 개입 중단 모두를 요구하고, 

나토에 협력하는 윤석열 정부에도 반대하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