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21 국제 반전데이 투쟁에서 전쟁을 멈추자
우리는 전국대학에 있는 학생 자치회를 되살아나게 해, "대학의 전쟁협력"을 거부해, 아베 정권을
무너뜨리고 전쟁을 멈추기 위해 행동해 나갈 결심입니다. 모든 학생들에게 함께 일어나자고 호소
합니다.

●전쟁은 이미 시작되었다
전 세계에서 시장,자원과 세력권을 둘러싼 전쟁이 불을 뿜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가자 침공, 우
크라이나를 둘러싼 러시아와 EU 의 대립, 미국의 이라크·시리아 공습..., 아베（安倍）정권의
7.1"집단적 자위권 행사 허용"의 내각회의결정은 이 세계 정세에 개입하는 "전쟁 선언"입니다. 오
키나와현 나고시・헤노코（沖縄県名護市・辺野古）새 미군기지 건설을 강행해 후쿠시마（福島）
현민의 생활과 인생을 짓밟고, 원전 재가동으로 돌진해 나가고 있는 노동규제완화를 추진하는 아
베 정권의 "국민을 지킨다"라는 말이 성립할수 있을까요？ 절대로 용서할 수 없습니다.

●"대학의 전쟁 협력"을 용서할수 없다
아베 정권의 전쟁정치는 대학에서도 시작되고 있습니다. 방위성은 대학과 공동연구한다는 방침
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약 30 년이 계속되는 "교육의 자유화（민영화）", "대학 개혁"에서 경제
적으로 몰린 대학이 늘어나고, 군사연구에 대한 협력은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것은 "원자력
마을"과 "원전 어용 학자"를 만들어 내 온 환경 바로 그 자체입니다. 빈곤을 악용해 "경제적 징병
제"에 대한 논의도 공연이 시작되였습니다.
대학 캠퍼스의 일상에 눈을 돌리면, 매년 급등하는 학비와 불황으로 "학비·취업·장학금"의 삼중
암력이 학생에게 무겁게 덮쳐지며, 비라마키과 집회 등의 기본적인 표현 활동조차 압박되면서 정
치적화제·활동은 멀리 느껴지게 되어 있습니다. 학생 자치를 파괴하고 학생 활동을 봉쇄하는 환경
이 만들어져, 학문은 상업화되어 "대학의 전쟁협력"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단결한 학생의 힘으로 전쟁을 멈추게 한다
대학의 주인공은 학생입니다. 학생이 단결해서 싸우면, 「대학의 전쟁협력」을 저지하고, 전쟁은
멈출 수 있습니다.
도쿄에 인는 호세이대학（法政大学）에서는, 개헌 반대를 호소하는 빌라 감기의 규제, 입간판철
거에 항의한 학생들이 2006 년 3 월 14 일에 대량체포되어, 대학당국으로부터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래, 법대 투쟁은 뻗쳐 126 명이 체포되어, 13 명의 학생이 「정학·퇴학 처분」을 받으면서도, 8
년반에 걸쳐 싸워 왔습니다. 원전반대·전쟁 반대의 목소리조차 올릴 수 없는 캠퍼스의 상황은,
「리버럴（liberal）」로 유명한 한사・다나카 유코（田中優子） 총장이 취임해도, 개선되기는 커
녕 악화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단결해서 싸우는 법대 투쟁은 전국학생에게 감동을 널리 주었고, 각지에서 학생자치회
재건의 투쟁에 발전하고 있습니다. 교토（京都）대학（12 년）, 히로시마（広島）대학（13 년）,
오키나와（沖縄) 대학（14 년）으로 학생자치회가 재건되어, 도호쿠（東北) 대학학생자치회는
매이잰기숙사（明善寮） 폐기숙사저지의 싸움에 일어서고 있습니다. 호세이대학은 전쟁 협력에
힘차게 나아가는 최악인 상징이며, 법대 투쟁의 승리가 캠퍼스에서 전쟁을 멈추는 돌파구입니다.

●학생이야말로 싸움의 선두에 서서, 국제연합를 만들어 나가자
반전 데모의 선두에 학생이 서자. 「10·21 국제반전데이」의 역사는, 전세계의 학생·노동자민중
의 국제연합으로 전쟁을 멈출수 있다고 증명하고 있습니다. 전쟁에 힘차게 나아가는 자국정부를,
세계의 학생·노동자·시민·병사가 단결해서 쓰러뜨리고, 전쟁을 멈춥시다. 아베정권을 비롯해 전세
계에서 심해지는 전쟁정치에 대항하고, 지금이야말로 「국제반전데이」를 복권해야 할것입니다.
다시 한번 10 월 21 일, 모든 학생의 참가를 호소합니다.
캠퍼스와 직장에서, 「전쟁과 억압을 무너 뜨리고 일어섭시다！ 단결해서 행동을 같이 합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