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tatement by the Major Groups and Other Stakeholders in Support for Ukraine on the
occasion of the Russian Invasion

On February 24th, Russian troops entered the territory of sovereign Ukraine and launched the
first strikes on Ukrainian cities, violating all possible international laws and treaties. More than
100 000 people were displaced in the country in one day after the attack started, 137 people
were killed and 316 were injured on the Ukrainian side only.

The international community was working to eliminate such risks of war and now we see that the
UN and its Security Council could prevent the attacks from Russia on Ukraine. As civil society
advocates for the fulfillment of the 2030 Agenda and it's SDGs, we know that without peace
there is no development. Likewise, without respect for human rights and international law, there
will be no peace. Peace is the foundation of the UN and one of the five pillars of the SDGs.

We agree with the Secretary General that the consequences of this invasion are not only
devastating for Ukraine and the Russian Federation, but for the entire world. This war will impact
the global economy in a moment when we are emerging from the Covid-19 pandemic
and its devastating financial impacts. We are already off track to achieving the SDGs. This
pernicious attack will set us back even further.

We call the international community, on all Member States and the UN, to use all diplomatic and
peaceful means possible to stop the scaling up of military actions by Russia We further call on
the UN through the Security Сouncil to continue to call for a cease fire and removal of Russian
troops in Ukraine, despite Russian opposition.

We support the voices of human rights defenders and civil society in Ukraine and are ready to
amplify their calls for peace. We stand in solidarity with Ukrainian citizens, and all those affected
by war and conflict throughout the world. Moreover, we are in solidarity with Russian civil society
who does not support any military action and have clearly expressed it in statements (see
Solidarity with Ukraine and Call for Peace in Europe – EU-Russia Civil Society Forum). We
condemn the persecution of those voicing opposition to this invasion, including the 1705 people
who were arrested in Russia for protesting for peace.

We know that war does not lead to better outcomes for people and the planet. We demand the
maximum respect for human rights, peace, justice, and international solidarity. We demand for
the lives of people to be front and center above any geopolitical interest. We believe in human
rights, peace, justice, and international solidarity.

https://eu-russia-csf.org/solidarity-with-ukraine-and-call-for-peace-in-europ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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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티커 노트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대한 유엔 고위급 정치포럼 참여 이해관계자 그룹의 우크라이나 지지 성명서2022년 2월 25일2022년 2월 24일, 러시아 군대가 우크라이나 영토를 침범해 우크라이나 도시들에 대한 공격을 감행했다. 이는 모든 국제법과 협정을 위반한 처사이다. 러시아의 공격이 시작된 지 하루 만에 우크라이나 국민 10만 여명이 피난길에 올랐다. 우크라이나 쪽만 137명이 죽고 316명이 부상당했다.국제사회는 이러한 전쟁위기를 제거하기 위해 노력했고, 유엔과 유엔안전보장이사회가 우크라이나에 대한 러시아의 침공을 막을 수 있다 것을 알고 있다. '지속가능발전 2030 의제'와 지속가능발전 목표(SDGs)의 달성을 위해 노력하는 시민사회로서, 우리는 평화없이는 발전도 없다는 것을 안다. 마찬가지로 인권과 국제법에 대한 존중없이는 평화도 없다. 평화는 유엔이 기초이며 SDGs의 5개 핵심 기둥 중 하나이다.우리는 이러한 침략은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연방 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엄청난 재앙이라는 안토니오 쿠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의 말에 동의한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엄청난 재정문제가 나타나고 있는 시점에 이번 전쟁은 글로벌 경제에 영향을 줄 것이다. 전 세계는 이미 지속가능발전 목표(SDGs) 달성이라는 궤도를 벗어나고 있다. 이는 전 세계를 훨씬 뒤로 후퇴시키는 치명적인 공격이 될 것이다.우리는 유엔과 모든 유엔 회원국 등 국제사회에 러시아의 군사행동이 커지지 않도록 가능한 모든 외교적, 평화적 수단을 사용할 것을 요청한다. 또한 러시아의 반대를 무릅쓰더라도 유엔안전보장이사회를 통해 유엔이 러시아 군대의 우크라이나에 대한 공격 중지와 러시아 군대 철수를 지속적으로 요구할 것을 요청한다. 우리 글로벌 이해관계자 그룹은 우크라이나에 있는 인권운동가 및 시민사회의 목소리를 지지하며, 평화를 위한 그들의 요구를 확대시킬 준비가 되어 있다. 우리는 우크라이나 시민들과 전 세계 전쟁 피난민들과 연대한다. 또한, 러시아의 군사행동을 지지하지 않는다고 분명히 입장을 표명한 러시아 시민사회와 연대한다. 우리는 러시아에서 평화시위를 하다가 체포된 1,705명의 시민 등 러시아의 침공에 반대의 목소리를 내는 사람들을 박해하는 러시아 정부를 비난한다. 전쟁은 인류와 지구를 위해 더 나은 결과를 가져올 수 없다. 글로벌 이해관계자 그룹은 인권, 평화, 정의, 국제연대를 최대한 존중할 것을 요구한다. 어떠한 지정학적 이해관계 보다 사람들의 생명을 우선하고 중심에 둘 것을 요구한다. 우리는 인권, 평화, 정의, 그리고 국제연대를 믿는다. 전 세계 시민은 코로나19로 인한 위기뿐만 아니라 우리를 관통하고 있는 다른 모든 시련들을 함께 극복하고 있다. 이제 그 어느때 보다 우리는 세계 시민들의 기대와 우리가 살고 있는 역사적 상황에 부응하는 정치지도자들의 책임있는 행동을 요구한다.오늘 우리는 무거운 마음이지만, 평화를 위한 우리의 희망과 신념을 버리지 않고자 한다.우리를 파괴하는 전쟁도 우리를 억압하는 평화도 있어서는 안 될 것이다.



Citizens around the world are fighting collectively to overcome the crisis caused by the Covid-19
pandemic and the rest of the crises that go through us. Now, more than ever, we demand
responsibility from political leaders, that they live up to the expectations of citizens of the world
and the historical context in which we live.

Today we are heavy hearted, but we do not have the luxury to lose our hope and belief for
peace!

Neither war that destroys us, nor peace that oppresses us

February 25, 2022

For more info call +5491164783635  or +4517647788728 or +346711046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