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익 훼손! 동북아 평화 위협!
중국 겨냥한 미국 엠디(MD 미사일방어) 뒷받침하는

한미일 군사정보공유 양해각서 체결

절/대/안/돼!
한미일 군사정보공유 양해각서 체결은
한국을 미국 미사일 방어(MD)에 끌어들이고
한미일 삼각군사동맹 구축하기 위한 미국의 노림수!
한미일 군사정보공유 양해각서가 체결되면
◆ 침략국가 일본과 사실상 군사동맹을 구축하게 되고, 한국군이 일본군(자위대)에 종속될 우려가 큽니다.
◆ 한국이 중국을 겨냥한 미국 MD,일본 MD에 참여하게 됩니다.

한국이 중국 겨냥한 미국 미사일 방어(MD)에 참여하게 되면
◆
◆
◆

중국과 북한의 탄도미사일 정보를 미일에 제공하거나 요격작전에 참여하게 됨으로써 중국과의 관계가
악화되어 국가이익이 크게 훼손됩니다.
한국이 중국의 미사일 공격 대상이 됩니다.
북중러와의 대결이 격화되어 한반도 평화가 위협받고 통일이 멀어집니다.

한국 정부는 국회와 국민의 눈을 속이려고 꼼수 고민 중!
◆ 이명박 정부가 밀실에 추진하다 무산된 ‘한일군사정보보협정’ 을 또다시 추진하는 것입니다.
◆ 박근혜 정부가 체결 당사국에 미국을 끼어넣은 것은 국민적 비난을 피하기 위한 꼼수입니다.
◆ 국가간 조약이 아닌 ‘기관(국방부)간 약정(양해각서)’로 체결하는 것은 국회 동의를 피하기 위한 얕은 수로
국민 앞에 떳떳하지 못한 행위입니다.

“

한반도와 동북아의 안보와 평화는 군사동맹이 아닌
동북아 평화공동체(다자협력안보체) 구축만이 해답!
그 첫걸음은,
대북 적대정책과 북핵을 동시에 폐기하고
한미동맹과 조중동맹도 폐기하는
한반도 평화협정 체결입니다.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peaceone.org 02)711-7292

국민 몰래
추진할께요!
흐흐흐~

중국견제
MD(미사일방어)
흐흐흐~

집단자위권 행사
한반도 재침략
흐흐흐~

전범국 일본, 또다시
재침략과 전쟁의 길을 가려는가?

일본 집단자위권 행사

절/대/안/돼!
일본이 행사하려는 집단자위권은 유엔헌장 위배! 평화헌법 9조 위반 !
◆◆ 일본이 행사하려는 집단자위권은 유엔헌장 51조가 규정하고 있는 집단자위권이 아니며, 유엔헌장 51조를
위배하는 것입니다.(일본이 행사하려는 것은 미일동맹에 의한 집단방위)
◆◆ 일본의 집단자위권 행사는 전쟁 및 교전권을 포기한 일본의 평화헌법 9조 위배!
◆◆ 미국은 동북아에서 중국과 북한을 봉쇄하고 자신의 패권을 유지,강화하기 위하여 일본의 군사대국화와
집단자위권 행사를 부추기고 있습니다.

일본이 (미국과) 집단자위권을 행사하게 되면
◆◆ 일본의 집단자위권 행사의 첫 대상은 한반도가 될 것입니다. 일본군(자위대)은 한반도 유사시 자국민을 보
호한다는 명분으로, 미국의 요구에 의한 한미연합작전에 참여한다는 명분을 내세워 한반도에 진출할 수 있
으며, (미국의 요구로) 북한 점령을 위해 북한에 진출 할 수도 있습니다. 한반도 재침략의 길을 열어주게
될 것입니다.
◆◆ 영토와 역사 문제가 얽힌 동아시아에 일본의 개입으로 군사적 분쟁거리가 급격히 증가하고, 일본의 군사력
강화로 무한 군비경쟁이 벌어지게 될 것입니다.
◆◆ 일본의 집단자위권 행사는 동아시아에서 과거 냉전시대의 미소 대결을 능가하는 한미일 대 북중러 간 대결
구도가 고착될 수 있습니다.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용인하면 일본의 전쟁범죄도,
한반도 식민지 지배도, 역사 왜곡도 모두 용인하는 꼴이 됩니다.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peaceone.org 02)711-729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