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CRAINA

I PROLETARI NON HANNO PATRIA: CONTRO LA GUERRA
TRA IMPERIALISTI, GUERRA DI CLASSE !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은 제3차 세계 대전의 질적 도약을 의미하며 우리는 제국주의적 갈등의
새로운 장을 맞이했다.
이것은 우리가 강력하게 비난하는 확대이다. 통조림 고기는 프롤레타리아 고기이며 프롤레타리아
고기가 될 것이다.(이건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원문 :
오늘 우크라이나와 러시아로부터, 유럽의 미래로부터, 그리고 마지막으로 전 세계에서.
우크라이나는 서부 대도시, 가장 중요한 미국의 식민지가 되었다. 이 나라는 국제 자본에 의해
경제적으로 약탈당했고, IMF에 700억 달러의 빚을 졌으며, 다자간 신용 기관과의 합의에 따라
극심한 조정의 희생양이 되었다. 한마디로 우크라이나는 유럽에서 가장 가난한 불
타버린 나라가 된것이다.
동유럽의 주요 자본주의 세력들의 경제적 침투는 이 지역의 나토 국가들의 통합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이는 지리적 영역에 대한 대서양과 미국의 통제를 강화할 뿐 아니라 서쪽 국경을 중심으로
실질적인 군사적 포위에 직면한 러시아에 타격을 주려는 의도가 담겨 있다.
러시아의 궁극적인 목표는 구소련의 식민지화를 완성하는 것이며, 미국과 영국은 이 '구대륙'
전쟁을 통해 다시 한 번 앵글로색슨 수도라는 세계의 힘을 되찾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중국
제국주의도 우크라이나 침공을 활용할 준비 태세가 돼 있다.
러시아의 군사적 개입은 레닌의 혁명적인 외교 정책의 가장 밝은 예 중 하나인 민족 자결권을
짓밟았다.
푸틴은 우크라이나 동부를 지정학적 체스와 서방과의 무역의 일부로 간주하며 우크라이나 동부가
좌파처럼 반제국주의 투쟁의 일부가 아니라고 주장했다. 반대로, 이런 주장은 크렘린 영토의
사회적 불평등과 모스크바가 지배하는 국가에 대한 국가 탄압의 증거이다. 며칠 전 러시아가
카자흐스탄에 직접 개입해 정부의 긴축정책에 반대하며 카자흐스탄의 프롤레타리아 봉기를
진압한 것은 우연이 아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은 유럽에서의 일반적인 전쟁의 토대를 마련하고 있으며 국제적인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 그것은 나토와 러시아가 세계화의 옹호자들에게 국가적 적대감의 극복의 기회를
앗아가버렸고, 이로인한 국가적 적대감이 퍼져가고 있다.
경제적으로도 이 전쟁은 주식시장의 붕괴를 초래하고 세계 경제를 격변의 소용돌이로
빨아들인다. 우리는 사람들 소득의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유가 상승과 물가 상승을 목격하고
있으며, 착취와 불안정, 직장에서의 사망, 임금과 연금을 침식하는 인플레이션, 건강과 사회
서비스도 해체되어가고 있다. 그럼에도 군비 증강에는 많은 예산이 투입되고 있다.
러시아 프롤레타리아들은 우크라이나에서 군대를 철수시키라 요구하고, 우크라이나
프롤레타리아들은 우크라이나 민족주의와의 전선을 되찾고, 서방 프롤레타리아들은 자국이 이
전쟁에 직접 개입하는 것을 최대한 방해하고 막아야만 한다.

이것이 가능한 유일한 해결책은 "전쟁에 대한 전쟁"이다. 러시아 제국주의와 서구 제국주의에
대항하여 벌이는 전쟁이 필요하다. 그 선봉은 오직 프롤레타리아인들의 직접적인 행동과 국제적
연대만이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우리 이마는 안쪽입니다.
제3차 세계대전은 계급투쟁의 재개를 통해서만 해결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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