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온 팔레스타인 인민의 총단결로 총파업을 선포한다!
    전례 없는 대단결의 장관 속에서 열리는 5월 18일 파업행동

미하엘 프뢰브스팅, 혁명적 공산주의인터내셔널 동맹 (RCIT) 국제서기, 2021년 5월 1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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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 인티파다가 팔레스타인 인민의 총결집을 이뤄내고, 나아가 모든 팔레스타인인의 총파업 
선포로 이어지고 있다. 이 대사건은 역사적인 팔레스타인 땅 전역에서 팔레스타인 대중을 공
동행동으로 묶어주는 전례 없는 대단결의 장관을 만들어냈다.   

팔레스타인 노동조합과 학생조합, 민중단체들은 요르단강 서안과 동예루살렘, 그리고 1948년 
이래 점령된 역사적인 팔레스타인 지역들 (즉 이스라엘 아파르트헤이트 국가의 영토)에 총파
업을 촉구했다. 파타당 청년조직이 총파업 지지를 선언했다. 하마스는 이미 전부터 3차 인티
파다를 촉구해왔다. ‘이스라엘 아랍계 시민을 위한 고위 집행위원회’도 총파업에 찬성하며 이
스라엘 팔레스타인 시민들에게 동참을 촉구했다. 라말라의 상점들은 토요일부터 이미 철시했
다.[1]

혁명적 공산주의인터내셔널 동맹(RCIT)과 사회주의통합당(CS 아르헨티나) 공동연락위원회는 
이러한 결단과 발의를 강력히 환영한다. 팔레스타인 3차 인티파다 지지, 가자 지구 방어, 시온
주의 적들 분쇄를 위한 국제 연대 운동을 건설하는 것이 지금 매우 중요하다! 이러한 연대운
동을 통해 이스라엘에 대한 대규모 보이콧 캠페인을 전개해야 한다. 이스라엘로 가는 무기 선
적·수송을 막는 사보타지 행동을 조직해야 한다. (최근 이탈리아 리보르노 항만의 전투적 조합
원들이 한 것처럼).[2]

우리는 요르단과 레바논의 투사들이 이스라엘 국경 초소를 공격하고 (이미 초소 하나가 요르
단 시위대에 의해 불태워졌다), 이스라엘 국가를 약화시키기 위해 국경을 넘어오려는 시도를 
강력히 환영한다.

이러한 지지·연대 행동은 또 현 대중투쟁을 아랍 혁명의 다른 중요한 투쟁들 (시리아 혁명, 이
라크와 레바논의 대중시위 등등)과 연결시키는 방향으로도 확장되어야 한다. 마찬가지로 이 
아랍 세계의 투쟁을 미얀마와 콜롬비아 봉기 같은 혁명적 대중봉기와 연결하는 것이 또한 중
요하다.

우리는 이러한 방향을 공유하는 모든 조직과 활동가들에게 CS & RCIT 연락위원회와 접촉하
여 혁명적 세계당 건설을 위해 함께 투쟁할 것을 요구한다!

                        * * * * *



RCIT는 우리 CS (Argentina) 동지들과 함께 4차 가자 전쟁에 관한 일련의 문서들을 발표했
다. 이 문서들을 독자들이 일별할 수 있도록 다음의 우리 웹사이트 별도 하위 페이지에 모아
놓 았 다 . 
https://www.thecommunists.net/worldwide/africa-and-middle-east/collection-of-artic
les-on-fourth-gaza-w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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