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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데틀레프 뮬링 동지가 독일 카셀에서 70세의 나이로 갑작스럽게 사망했다. 그의 아내
이자 동지인 아니타에게 깊은 애도를 표한다. 데틀레프는 RCIT 국제집행위원회의 선출 위원
이었고, 우리의 ‘창단 멤버’로서 근 4반세기 동안 RCIT 및 그 전신 조직의 회원이었다. 

다른 많은 사람들처럼, 데틀레프도 68년 운동에서 고등학생으로 활동을 시작하며 급진화 되
었다. 그는 곧 마오주의 조직의 전투원이 되었다. 그러나 그 후 그는 트로츠키주의 운동에 합
류하여 1998년에는 우리의 전신 조직인 "혁명적 공산주의인터내셔널 연맹"의 회원이 되었다. 
그 때는 독일 지부 전국위원회 위원이었고 카셀 지회 지회장이었다.

데틀레프 동지는 우리 전신 조직의 정치적 퇴행에 반대하다 결국 2014년에 탈퇴하여 이듬
해 RCIT에 가입했다. 당시 RCIT는 전신 조직에서 짧은 기간의 분파 투쟁 끝에 2011년 4월 
같은 조직에서 관료적으로 제명된 핵심 간부들이 주축이 돼 창립했다.    

데틀레프는 사회주의 대의에 평생을 바친 투사였다. 그는 이 투쟁이 개량주의 관료와 기회
주의 이탈에 맞서 비타협적으로 싸우는 혁명당 건설을 필요로 한다는 것을 이해했다. 그는 지
칠 줄 모르는 지역 활동 (주로 카셀 지역에서)을 통해 혁명적 맑스주의의 깃발 아래로 수많은 
동지들을 끌어 모았다.

그는 여러 해 동안 특히 환경 운동에 힘을 쏟았고 많은 부문의 활동에 참여했다. 지난 몇 
년 그는 원자력 에너지 반대 투쟁 조직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다.

2015년 이래로 데틀레프와 그의 지역 동지들은 난민 연대 활동에도 특히 적극적이었다. 그
는 난민을 위한 실제적 도움을 조직하는 지역 그룹들을 세우는 사업에 많은 힘을 보탰다. 동
지들은 이 사업을 정치 교육과 결합시켰는데, 제국주의와 인종주의 문제에 대해, 국경을 가로
질러 노동자·피억압자의 국제적 단결을 구축하는 것의 중요성에 대해 설명하는 정치 교육이었
다.

데틀레프 동지는 또 RCIT 유럽 지국의 일원으로 격주 회의에 정기적으로 참석했다. 그는 
진지한 회의 준비와 사려 깊은 기여로 유명했다. 실제로 그는 생전의 마지막 날까지도 매우 
활동적인 조직원이었다.

그가 참가한 마지막 회의 중 하나가 8월 6일 러시아의 "사회주의동맹" 동지들이 러시아 제
국주의에 맞서 우크라이나를 방어할 것에 대한 동의를 기초로 RCIT에 가입했던 회의였다. 그
는 우리의 운동이 전진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죽었다!

데틀레프 뮬링 동지는 고등학생 시절부터 마지막 숨을 거둘 때까지 평생 혁명가였다. 그는 



헌신적인 트로츠키주의자였고 근 4반세기 동안 우리 조직의 충실한 조직원이었다. 그의 몸은 
더 이상 우리 곁에 있지 않지 않지만, 그는 우리의 기억 속에 계속 살아 있을 것이고 사회주
의혁명의 대의에 미친 그의 공헌은 결코 죽지 않을 것이다.

                                                      RCIT 국제사무국

                                   * * * * *

다른 부고 기사 및 사진이 게재되어 있는 데틀레프 뮬링 동지 전용의 RCIT 웹사이트 특별 
하위 페이지 참조를 독자들에게 권한다. 
https://www.thecommunists.net/rcit/comrade-detlef-muehling-1952-20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