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드 한국 배치와 일본의 집단자위권 행사는 동전의 양면!

사드가 배치되면 한중관계 파탄
평화·안보가 위태로워지고 경제도 큰 타격!
미국, 일본 위한 사드

사드 한국 배치와 일본의 집단자위권 행사는 동전의 양면!

한반도 재침략 노리는

일본(군) 막아내자!
마침내 위헌적인

전쟁법안을 강행

통과시킨

아베 정권!

배치 절대 안돼!
침략전쟁과 식민지배.. 
위안부와 강제 징용..

사죄하지 않는 이유!
배상하지 않는 이유!
또다시 
침략과 전쟁의 길을 
가겠다는 뜻!

   군사대국화로 다시 침략과 전쟁의 길을 가려는 일본!
● 일본 아베 정권은‘종전 70년 담화’에서 러일전쟁과 같은 침략전쟁을 미화하고 식민지배를 정당화
하며 또다시 한국민을 우롱했습니다.
● 일본 아베 정권이 과거 침략전쟁과 식민지배에 대해 사죄하지 않는 것은 군사대국화로 또다시 침략과

사드가 한국에 배치되면
● 한국은 중국과 러시아를 겨냥한 미국과 일본의 집단자위권 행사에 필요한 북중 미사일 정보를 제공
해 주게 되고, 미일 미사일방어망(MD)의 전초기지가 되어 중국, 러시아와의 관계가 파탄납니다.

전쟁의 길을 가겠다는 의도를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 일본은 집단자위권을 행사하기 위해 최근 전쟁법안을 강행 처리하였습니다. 일본의 집단자위권 행사
란 일본이 미국과 손잡고 제3국과, 곧 북한이나 중국과 국지전이나 전면전을 벌일 수 있다는 것을 의

● 주한미군 기지나 한국군 기지가 중국이나 러시아의 공격 대상이 됩니다.

미합니다. 전쟁법안은 군대 보유와 교전권(전쟁)을 포기한 자국의 평화헌법을 위반한 것입니다. 이에

● 사드 배치로 한국이 미국과 일본의 동북아 미사일방어망에 가담하게 되면, 한미일 군사동맹이 결성

일본은 전수방어 원칙도 포기하였습니다.

되어 동북아가 한미일 대 북중러의 양 진영으로 갈려 대결이 격화됩니다.
● 동북아에 무한 군비경쟁이 벌어지고 우리의 평화와 안보가 위태로워지며 통일도 늦어집니다.
● 제1교역국인 중국과의 군사관계가 적대화 되면 경제관계도 악화돼 우리 경제에 큰 타격이 됩니다.
러시아와의 관계도 악화되어 북방 진출 기회도 상실당합니다.

사드 한국 배치에 나라와 민족의 운명이 달려 있습니다.  
미국은 이미 평택, 대구, 부산, 원주 등 5개 지역에서 사드 배치를 위해 부지조사를 진행했고, 
10월 중순 한미정상회담에서 사드 한국 배치가 결정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더 늦기 전에 국민들이 나서서 사드 배치를 막아야 합니다! 

● 일본의 집단자위권 행사의 첫 번째 대상은 한반도입니다. 한반도 유사시 일본군(자위대)은 자국민을 보호
한다는 명분으로 남한에 들어올 수 있습니다. 미군의 요구에 따라 남한에 들어와 북한을 상대로 미일
연합작전을 벌일 수도 있으며, 유엔 다국적군으로 들어 올 수도 있습니다.
● 일본은 북한의 핵·미사일을 빌미삼아 북한에 대한 선제공격을 가할 의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나아가
일본은 자위대가 북한 영역에 출병하는데 한국의 동의가 필요없다는 주장도 서슴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 정부는 일본의 집단자위권 행사를 용인하는 무책임한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일본군의 군홧발이 또다시 한반도를 유린하는 것을 두 눈 뜨고 바라만볼 수 없습니다. 
반드시 일본(군)의 한반도 재침략 기도를 막아냅시다!

미국과 일본이 강요하는

한미일 군사동맹 안돼!
  침략 전쟁에 면죄부를 주며 일본의 군사대국화를 부추기는 미국!  
● 미국은 중국과 북한을 포위하고

사드가 남한 방어용?

아닙니다! 중국을

겨냥한 것!

미국과 일본을 지켜주기 위해 
우리의 평화와 안보, 국익을 희생해야 합니까? 

동북아시아에서 자신의 패권을
유지하기 위해 일본의 군사대국
화와 집단자위권 행사를 부추기
고 있습니다.

사드 레이더는 중국의 중거리, 장거리 미사일을 탐지, 추적하기 위한 것!  
● 사드 레이더는 탐지거리가 2,000km 이상으로 중국 내륙까지 샅샅이 들여다 볼 수 있는 고성능 레이더
입니다. 미국이 사드를 한국에 배치하려는 목적은 미국과 일본을 겨냥한 중국 미사일을 조기에 탐지해

● 미국은 일제의 침략전쟁과 식민
지배에 면죄부를 주고, 한국 정
부에게 일제 침략과 식민 수탈
에 눈감도록 강요하고 있습니다.
● 미국은 북한, 중국, 러시아를 겨냥한 한미일 동북아 미사일방어망과 한미일 군사동맹을 구축하기 위해 한
일 군사정보보호협정과 한일 군수지원협정 체결을 강요하고 있습니다. 또한 미국은 한미일 미사일 방어망
구축의 핵심고리인 사드 한국 배치를 강요하고 있습니다.
● 한국이 미일의 미사일방어망에 참여하면 일본을 겨냥한 북한의 미사일 정보를 일본에 제공하게 됨으로써
동족을 등지고 일본을 돕는, 결코 있어서는 안될 상황을 자초하게 됩니다.
● 미국이 한국군의 전시작전통제권을 행사하고 있어, 한반도 유사시 미국이 일본군의 한반도 출병을 요구하

내기 위한 것입니다.
● 한국은 탐지거리가 900km인 슈퍼그린파인 레이더를 2기나 보유하고 있고, 탐지거리가 1,000km인 이지
스 레이더도 3기나 보유하고 있습니다. 북한 미사일을 탐지하기 위해 사드 레이더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사드 미사일로 남한으로 날아오는 북한의 핵·미사일을 요격하기는 어려워! 
● 한반도는 남북의 길이가 짧아 북한에서 쏘는 탄도미사일이 순식간에 남한에 도달합니다. 그래서 남한을
겨냥한 북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막는 것은 애초부터 거의 불가능합니다.
● 노동미사일을 막기 위해 사드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그러나 북한의 노동미사일은 일본과 주일
미군을 공격하기 위한 중거리 미사일입니다. 북한이 노동미사일로 이용해 남한을 공격할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설령 공격한다고 해도 비행시간이 길어 단거리 미사일에 비해 요격당할 가능성이 큽니다.

면 우리가 이를 막을 길이 없습니다.
● 한국은 앞으로 F-35 전투기의 부속품을 일본으로부터 구입해야 하고 정비도 일본에 맡겨야 하는 등 이미
대일 군사적 종속의 길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미일이 강요하는 한미일 삼각 군사동맹을 저지해야 합니다!
한미일 군사동맹을 저지하지 못한다면 한국은 일본에 군사적으로 종속되고, 한미일 대 북중러의 

“국방부, 2013년에 사드 부적합 판정”(진성준 의원실 2015. 5. 21) 
미 의회 보고서,“한국에선 미사일방어가 효용성 낮다”
(2015.4)

동북아 대결 구도에 말려들어가 중국, 러시아와 적대하게 됩니다. 

한반도가 구한말처럼 또 다시 강대국들의 전쟁터가 되는 것을 허용해서는 안 됩니다.
또 다시 치욕스런 일제 식민지배를 되풀이할 수는 없습니다.   
광복 70년! 평화협정 체결과 한반도 비핵화를 실현하고 남북통일로 나아가야 합니다

미국이 한국에 사드를 배치하게 되면, 한국은 부지제공뿐 아니라 유지비도 부담해야 함!
사드 레이다가 배치되면 강력한 전자파로 주민건강 위험! 
한국군이 사드를 도입할 경우 무려 4조원~8조원이 들어가야 함!

사드 한국 배치는 나라와 민족에 백/해/무/익 합니다.  

여러분의 참여가 평화로운 세상을 만듭니다.

회/원/가/입·후원

정부, 기업지원 0%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과 함께해 주세요!

☎02-711-7292

www.peaceone.or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