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러시아 사회주의 조직들의 카자흐스탄 공동성명

* 다음은 러시아의 제 사회주의 단체 (RCIT 러시아 포함)가 낸 공동성명이다. 성명은 카자흐
스탄 봉기에 대한 원칙 있는 연대 선언과 러시아의 군사개입에 대한 반제국주의적 규탄을 담
고 있다.   

       민주주의 카자흐스탄, 사회주의 카자흐스탄을 위해 투쟁!
      개입을 중단하라! 
      구속자를 석방하라!

카자흐스탄에서 며칠 동안 대규모 시위가 전개됐다. 봉기의 기폭제는 LPG 가격 인상이었지
만, 결국 사회적 폭발로 이어진 모순이 카자흐스탄에 수년간 누적된 것은 분명하다.

현재 시위자들은 자체적으로 자치 기구를 구성하고 있고, 일부 도시에서는 행정 건물과 사법
기관 사무실이 시위자들에게 접수되기도 했다.

명목상의 대통령인 토카예프가 가스값 동결과 사임을 통해 시위를 진정시키려고 시도한 사실
에도 불구하고 시위는 더 격렬해지면서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다. 이제 카자흐스탄의 권위주
의-관료 자본주의에 대한 뿌리 깊은 불만이 표출되는 국면에 이르게 된 것이다..

시위의 선봉은 노동자계급이며, 노동자계급만이 민주변혁을 ㅡ 민주변혁 없이는 자유와 민주
주의와 사회주의를 위한 투쟁은 불가능하다 ㅡ 끝까지 밀고 갈 수 있다고 우리는 확신한다. 
카자흐스탄의 노동인민과 모든 진보 세력들만이 정부의 유화적 연설에 휘둘리지 않고, 시위의 
운명을 '민주' 야당 정치인들의 손에 넘겨주지 않고 혁명을 완수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는 카자흐스탄의 봉기 인민과 연대에 나서며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 구속된 모든 시위자와 정치범을 즉각 석방하라!

* CSTO 회원국의 군사개입을 중단하라!

우리는 카자흐스탄 좌파에게 시위에 동참하고 군사개입에 맞서 카자흐스탄을 방어할 것을 촉
구한다. 

카자흐스탄 봉기 인민의 강령에 사회주의 의제를 도입하고, 봉기 인민 자신의 독자적인 정치 



조직을 만들어야 한다!

서명 단체

1. 러시아사회주의운동 RCD.

2. "노동러시아"운동 집행위원회

3. Редакция сайта Altleft | Альтернативные левые (알트레프트 편집위원회/대안좌파)

4. 좌파세력 지역간 연합 "좌파 블록"

5. 맑스주의동맹

6. 사회주의동맹

7. 학생연합 "코뮨"

8. 온라인 "라브코르"

9. 혁명적 맑스주의연합

10. Заново-медиа

11. 혁명적 대안 RA

12. Вестник Бури Originals

13. 온라인판 “좌파” Интернет-издание «Левое крыло» 

14. Либертарное Социалистическое Движение 

15. 프롤레타리아해방동맹 | CPO

16. 볼셰비키-레닌주의자 청년단

17. 혁명적 공산주의인터내셔널동맹 RCIT 러시아 (https://www.thecommunists.net)

18. 러시아 마오주의당



19. 인터넷 미디어 “레프트 뉴스” Интернет-СМИ «Left News»

20. 인터넷 미디어 “아나코 뉴스” Интернет-СМИ «Anarcho News» 

21. 민주적사회주의자동맹 SDS (СОЮЗ ДЕМОКРАТИЧЕСКИХ СОЦИАЛИСТОВ СДС)

22. 러시아 인민사회주의운동 (Народно-социалистическое движение России)

23. 민주 반자본주의 (Демократический Антикапитализм)

24. DemSoc l 민주사회주의 (Демократический Социализ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