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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아사드 정권이 마침내 붕괴될까봐 걱정했다”
  
  미 제국주의의 아사드 정권 접근에 관한 새로운 폭로

 미하엘 프뢰브스팅, 혁명적 공산주의인터내셔널 동맹 (RCIT) 국제서기,  2019년 5월 15일, 
www.thecommunists.net

 시리아 반군을 겨냥하여 아사드와 푸틴의 완고한 지지자들이 퍼뜨리고 있는 대표적 음해 
중 하나는 반군이 “CIA 첩자”로 기능했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국제 스탈린주의 복마전 속에
서 주도적인 세력인 그리스공산당(KKE)은 2011년 이래 아랍 세계(시리아를 포함하여)에서 전
개된 대중봉기의 인민적 성격을 부정하고 혁명 대중을 “미 제국주의의 대리인”이라고 비방했
다.1)

개탄스럽게도, 시리아 혁명의 초창기 지지자였던 많은 서구 진보세력(수많은 자칭 "트로츠키
주의자들"을 포함하여)도 나중에는 반군이 서방의 "대리인"이 되었다는 악의적 중상을 되뇌면
서 투쟁에서 이탈해버렸다.

그와는 달리, RCIT와 모든 진정한 사회주의자들, 그리고 아랍 세계의 일관된 민주주의자들
은 수미일관 그 같은 비방 중상을 거부해 왔다. 우리는 아사드 정권한테 “반제국주의” 후광을 
씌우는 거짓 선전에 맞서 그것이 얼마나 반동적인 신화인지 밝혀왔다.2) 우리는 아사드 폭정에 
대항하는 소부르주아 민족주의 · 이슬람주의 지도부를 비판하면서도 언제나 시리아 혁명을 진
정한 인민적 봉기로 옹호, 방어해왔다.3) 

 우리는 미 제국주의가 아사드에게 동조적이지 않다는 것을 참을성 있게 설명해 왔다. 미국
을 비롯한 서방 제국주의는 아사드를 러시아의 대리인이라고 보았지만, 아사드 정권 국가기구 
내부로부터 쿠데타가 일어나 친러 마름이 친서방 마름으로 교체되기를 바랐지, 결코 아사드 
정권이 인민봉기로 타도되는 것을 원치 않았다. 서방 제국주의는 시리아 반군들 중 소규모 그
룹들에게 일시적으로 약간의 물질적 지원을 했다. 그러나 이것은 언제나 잠정적인 것이었고, 
범위가 제한적인 것이었다. 미국은 결코 아사드 정권을 전복하기 위해 시리아에 파병하거나 
반군 대중을 무장시키는 것을 진지하게 의도해 본 적이 없다. 실제로, 시리아 저항운동에서 
미국에 훈련 받고 무기를 제공받은 전투원 수는 전체 15만-20만 명의 반군들 가운데 결코 최
대 이삼백 명을 넘지 않았다.4)

 진짜 미국의 대리인은 쿠르드 SDF(“시리아민주군”)/YPG(“인민수비대”)로서 수년간 미 제
국주의의 지휘 하에 싸워왔다. 이런 YPG를 스탈린주의 아첨꾼 아사드가 거리낌 없이 응원했
다는 사실은 놀랄 일도 아니다!5) 

아사드와 푸틴의 비굴한 “좌파” 시녀들과는 달리, RCIT는 미국이 시리아에서 성공적인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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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혁명을 아사드 정권 자체보다 훨씬 더 큰 위협으로 본다고 항상 주장해 왔다. 이러한 인민
혁명을 막기 위해 미 제국주의는 반군을 평정하고 무장해제하기 위해 경쟁 대국 러시아와 협
력했다.6) 미국은 또 HTS(“레반트 자유인민위원회”)와 같은 반군 강경파를 테러 명단에 올려
놓고 반복해서 강경파 주요 활동가들을 암살 타깃으로 삼았다.7) 

 
우리의 분석은 5월 9일 미 하원 외교위원회 청문회에서 앤드류 엑섬(Andrew Exum)이 한 

진술이 공개되면서 다시 한 번 확인되었다. 엑섬은 2015~17년 오바마 정부에서 중동정책 담
당 차관보를 지냈다.8)

 
엑섬은, 미국이 2015년 여름 아사드 정권이 몰락하여 미 제국주의와 [이스라엘] 시온주의 

국가의 이익에 큰 손실을 입힐까봐 패닉 상태에 있었다고 말했다. “우리는 아사드 정권이 마
침내 붕괴할까봐, 그것도 이스라엘 국가의 안보를 포함하여 미국의 이익을 위태롭게 할 만큼 
아주 급속히 붕괴하는 것이 아닌가 걱정했다.”

 미국 정부는 제국주의 경쟁 대국 러시아가 이 같은 시나리오를 훨씬 더 걱정스럽게 바라보
고 있다는 것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다. “우리가 워싱턴의 5각형 콘크리트 상자 [펜타곤 ; 미 
국방부 건물]에 앉아서 아사드 정권이 갑자기 붕괴하는 것이 아닌가 걱정하고 있었다면, 러시
아와 이란도 ㅡ 훨씬 더 상황에 가까이 앉아서 - 마찬가지로 걱정하고 있었다고 결론 내리는 
것이 맞다.”  

 
그 때문에, ㅡ 엑섬의 증언에 따르면 ㅡ 미국은 시리아에 대한 개입을 놓고 협상과 조정을 

위해 러시아와 정기적으로 회담을 가졌다. "2016년 많은 기간 미국 정부는 시리아의 운명을 
놓고 러시아 군 및 정보기관과 장기간의 협상을 벌였다."

당연한 바지만, 아사드 정권 붕괴를 막는 데 대한 이 같은 이해관계의 공유가 두 제국주의 
대국 간의 패권경쟁을 종식시키지는 못했다. 엑섬이 인정하듯이, 러시아의 시리아 개입은 서
방 경쟁국들과의 관계에서 자신의 글로벌 위상을 강화한다는 이차적 목적을 갖고 있었다. "러
시아는 우리에게 이런 식으로 말했다. ‘당신네 연합이 있지만 우리도 연합이 있다. 우리는 당
신네와 동등하며 동급으로 대접받을 자격이 있다.’"

중동에서 미 제국주의의 진짜 의도에 대한 이러한 새로운 폭로들은 다시 한 번 아사드/푸
틴 변호인들의 백치 상태를 보여준다. 지금도 그들은 미 제국주의가 곧 아사드 정권을 전복시
키려 한다는 끝없는 주장으로 현실을 돌파하려 한다. 

또한 자칭 "트로츠키주의자들"이 반군이 서방의 "대리인"이 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시리아 혁
명을 포기해버린 바로 그 시점에, 정확히 이 국면(2015-16년)에서 미 제국주의가 러시아 측과 
협력을 강화해 아사드 대량학살 정권을 보호하기 위해 개입했다는 사실도 드러났다!

이것은, 시리아 혁명이 시작된 지 8년인 지금도 혁명가들의 임무는 아사드 폭압에 대항하는 
정당한 인민봉기를 지지하고, 그와 동시에 러시아와 미국을 비롯한 모든 제국주의 열강의 개
입에 반대하는 데 있음을 다시금 증명해준다. 이것은 진행 중인 아랍 혁명과 같은 결정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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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사적 사건에 대해 혁명가들이 올바른 공동 평가를 기반으로 협력을 강화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생생한 진실을 드러내주는 하나의 예일 따름이다.

 주

1) "우리 KKE는 2011년에 그 첫 기점부터, 시리아 인민 및 보다 광역 인민들에게 매우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개입에 대해 비난했다. 부르주아 당들과 기회주의 당들이 이른바 "아랍의 봄"을 축하할 때 우
리 당은 제국주의 열강이 이른바 시리아 반대파에 자금과 무기를 공급하기 위해 조직적으로 움직인 
사실을 폭로했다." (lisseos Vagenas: The Military-Political Equation in Syria, [KKE 중앙위원회
의 정치-이론지 Kommounistiki Epitheorisi 2016 년 1호에 발표된 논설로부터의 발췌], https : // 
inter. kke.gr/en/articles/THE-MILITARY-POLITICAL-EQUATION-INSYRIA/.)

2) 이에 대해서는 다음을 보라. Yossi Schwartz : The Myth of Assad’s Syria as an 
Anti-Imperialist Regime, November 2013, 
https://www.thecommunists.net/worldwide/africa-and-middle-east/myth-of-assad-s-anti-i
mperialism/; 또 다음을 보라. Yossi Schwartz: Victory to the Revolution in Syria! The 
second anniversary of the uprising in Syria, 15.3.2013, 
https://www.thecommunists.net/worldwide/africa-and-middle-east/victory-to-syrian-revolu
tion/.

3) RCIT는 시리아 혁명에 관한 여러 소책자, 성명, 논설을 발표했다. 이 웹 사이트의 별도 하위 섹션 ( 
https://www.thecommunists.net/worldwide/africa-and-middle-east/collection-of-articles-on
-the-syrian-revolution/)에서 읽을 수 있다. 특히 다음을 참조하라. Michael Pröbsting: Is the 
Syrian Revolution at its End? Is Third Camp Abstentionism Justified? An essay on the 
organs of popular power in the liberated area of Syria, on the character of the different 
sectors of the Syrian rebels, and on the failure of those leftists who deserted the Syrian 
Revolution, 5 April 2017, 
https://www.thecommunists.net/theory/syrian-revolution-not-dead/; Michael Pröbsting: 
World Perspectives 2018: A World Pregnant with Wars and Popular Uprisings, February 
2018, Chapter V, 
https://www.thecommunists.net/theory/worldperspectives-2018/chapter-v/; Michael 
Pröbsting: Syria and Great Power Rivalry: The Failure of the „Left“. The bleeding Syrian 
Revolution and the recent Escalation of Inter-Imperialist Rivalry between the US and 
Russia – A Marxist Critique of Social Democracy, Stalinism and Centrism, 21 April 2018, 
https://www.thecommunists.net/theory/syria-great-power-rivalry-and-the-failure-of-the-le
ft/

4) 이에 대해서는 다음을 보라. Michael Pröbsting: How U.S. Strategists View the Syrian 
Revolution. Revealing Insights from some Documents of the U.S. Military Intelligence 
Establishment – Another Confirmation of Our Warnings, 25.09.2018, 
https://www.thecommunists.net/worldwide/africa-and-middle-east/how-u-s-strategists-vie
w-the-syrian-revolution/; High-Ranking U.S. Delegation Meets Assad’s Security Chief. 
How Big Gangsters and Small Gangsters Negotiate to Get a Deal, 30.08.2018, 
https://www.thecommunists.net/worldwide/africa-and-middle-east/high-ranking-u-s-delega
tion-meets-assad-s-security-chief/; U.S. Imperialism Wants to “Re-Engage” with the 
Assad Tyranny. Comment on an Article by former U.S. President Jimmy Carter published 
in the New York Times, 28.08.2018, 
https://www.thecommunists.net/worldwide/africa-and-middle-east/u-s-imperialism-wants-t
o-re-engage-with-the-assad-tyranny/;

5) Michael Pröbsting: The Revelations of a U.S. General on Washington’s Allies in Syria. 
Another Blow to the Stalinist Myths about the Character of Syrian Liberation Fighters 
and the Role of the Kurdish SDF/YPG, 27.10.2017, 
https://www.thecommunists.net/worldwide/africa-and-middle-east/revelations-of-u-s-ge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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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l-on-washington-s-allies-in-syria/

6) RCIT: Syria: Down with the Imperialist Geneva Accord! Stop US and Russian imperialist 
interference in Syria! No imperialist-controlled “peace” negotiations which can only result 
in a defeat for the Revolution! International Solidarity with the Syrian Revolution against 
the murderous Assad Dictatorship! 15.9.2013, 
https://www.thecommunists.net/worldwide/africa-and-middle-east/against-geneva-accord/; 
RCIT: Great Powers Aim to Liquidate the Syrian Revolution! Mobilize for International 
Solidarity with the Syrian Liberation Struggle against the Assad Dictatorship! Stop the US, 
Russian and French Air Strikes! No to Daesh/IS-Terrorism! 18.11.2015, 
https://www.thecommunists.net/worldwide/africa-and-middle-east/great-powers-syria/;

 
7) 예를 들어 다음을 보라. HTS: Denounce the US terror listing of Syria’s Hayyat Tahrir 

al-Sham! The Trump Administration delivers another blow to the Syrian Revolution. 
Continue the Solidarity with the liberation struggle of the Syrian people! 03.06.2018, 
https://www.thecommunists.net/worldwide/africa-and-middle-east/denounce-the-us-terror
-listing-of-syria-s-hts/

8) Statement of Andrew Exum at the Hearing on May 9, 2019, United States House 
Committee on Foreign Affairs, Subcommittee: Middle East, North Africa, and International 
Terrorism, “Chinese and Russian Influence in the Middle East”, 
https://foreignaffairs.house.gov/2019/5/chinese-and-russian-influence-in-the-middle-east 
(본고의 액섬 인용문은 모두 이 문서에서 따온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