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에서 전쟁몰이 타도!
 - 러시아도 나토도 다 반대! 미·EU와 중·러에서 ‘자’국 제국주의의 패배를 위한 투쟁!   

                        
                        RCIT 러시아와  RCIT 국제사무국 성명, 2021년 4월 3일

1.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사이에 다시 전운이 감돌고 있다. 러시아 언론과 우크라이나의 언론
모두 돈바스 지역에서의 새 전쟁 발발에 관한 예측 기사들을 쏟아내고 있다. 실제로 최근 두
세 달 사이에 긴장이 크게 고조되었다. 1월 1일 이래로 21명의 우크라이나 군인들이 교전 중 
전사했다. 3월 3일, “도네츠크 인민공화국”(DPR)의 군 지휘관들은 “우크라이나의 테러”로부터 
방어 차원에서 선제공격을 개시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양측 모두 이 지역에 대규모 증원 병력
을 파견했다.

2. 최근 긴장 고조의 배경은 2014/15년 유혈 내전으로 이어진 “우크라이나 사태”다. 2014년 
봄 반동적인 친 서방 정부가 우익 유로마이단 운동의 결과로 집권했는데, 이 유로 마이단 운
동은 미·유럽 제국주의가 러시아의 지역 패권을 약화시키기 위해 사주한 반동적 운동으로서 
파시스트 세력도 포함하고 있었다. 뒤이어 우크라이나 동부 돈바스 지역에서 우크라이나 정부
와 돈바스 반군 간에 내전이 벌어졌다. 내전 양측 모두 제국주의의 대리인 (전자는 서방 제국
주의의, 후자는 러시아 제국주의의)으로서 반동적 성격을 갖는 분쟁이었다. 후자 돈바스 반군
은 극우 군주제주의자 스트렐코프와 친 푸틴 스탈린주의 “좌파”와 각종 친러 파시스트 세력들
로 이루어진 반동적 적-갈 동맹이 주도했다. 내전은 2015년 2월 소위 민스크 협정으로 종결
되었다.

3. 지난 두세 달 동안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모두 역관계를 자신에게 유리하게 바꾸겠다는 결
의를 보였다. 우크라이나의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부르주아 정부는 점점 더 우익 전쟁몰이 세
력들에 영합해가고 있다. 2021년 2월 우크라이나 국방부는 푸틴의 우크라이나 연락책인 빅토
르 메드 베드 추크를 제재하고, 푸틴의 맹우 타라스 코자크가 소유한 친러 성향의 3개 텔레비
전 채널 방송을 금지시켰다. 군 당국은 돈바스 인근에 탱크, 장갑차, 방공포 등을 배치했다. 
이에 더해, 분쟁 지역 나고르노-카라바흐에서 아르메니아 군을 상대로 아제르바이잔이 거둔 
군사적 성공과 비슷한 방식으로 돈바스 기습 공격을 감행해야 한다는 정치인들, 유력인사들의 
요구가 이어지고 있다.

4. 프랑스와 독일이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지를 표명했다. 또 미국 바이든도 4월 2일 우크라이
나가 국경 지역에서 러시아 군대와 대치하고 있는 상황에서 젤렌스키 대통령과와 첫 공식 통
화를 통해 확고한 지지를 밝혔다. 

5. 러시아도 돈바스 지역에 대한 지배권을 공고히 하고 우크라이나 정부를 약화시키기 위해 
현상변경 의지를 분명히 했다. 일부 러시아 군사전문가들은 최근의 카라바흐 전쟁 "해법"과 유
사한 러시아 평화유지군 배치를 요구한다. 또 아조프 해에서 우크라이나 축출과 러시아군의 



드니프르 이동을 요구한다. “도네츠크 인민공화국” 지도부는 동 우크라이나를 러시아에 공식 
합병시킬 것을 요구하고 있다. 그리고 동 우크라이나 부근에 러시아군이 대규모로 증강되기도 
했다.

6. 혁명적 공산주의인터내셔널 동맹 (RCIT) 러시아 지부는 양측의 반동적인 전쟁몰이를 강력
히 규탄한다. 우크라이나 정부와 러시아 정부 모두 반동적인 목표를 추구한다. 러시아는 이 
지역의 지배권을 강화하고자 하는 제국주의 강대국이다. 우크라이나는 반식민지 자본주의 국
가지만, 우크라이나 정부는 미·유럽 제국주의의 대리인으로 복무한다. 우크라이나 정부가 EU·
미 제국주의자들과 긴밀히 조율하지 않고 러시아와 군사적 충돌에 돌입할 수 있다는 것은 생
각할 수 없는 일이다. 미국·독일·프랑스의 최근 성명들만 보더라도 이 점이 확연히 드러난. 따
라서 RCIT 러시아 지부는 이 분쟁에서 양측 모두에 대한 패전주의적 입장을 내건다. 여기서 
노동자계급과 피억압 인민에게 “차악”은 없다.

7. 우크라이나에서나 러시아에서나 사회주의자들은 ‘자’국 정부의 모든 군사주의적 조치와 배
외주의적 전쟁몰이에 반대해야 한다. 러시아에서 사회주의자들은 러시아 제국주의의 반동적 
성격과 함께 모든 형태의 대러시아 애국주의를 맹렬히 비난해야 한다. 또 대러시아 팽창주의
를 정당화하기 위한 배외주의적 “루스키 미르 (러시아 세계)” 이데올로기를 노동자운동 내에 
전파하는 데 앞장서고 있는 자칭 ‘좌파’ 세력들과 분명하게 단절해야 한다. 

8. 우리 RCIT 러시아 지부는 체첸 인민의 해방투쟁과 독립국가 구성 열망에 대한 우리의 무
조건적 지지를 재확인한다. 또 러시아 내 모든 소수 민족의 자결권 ㅡ 분리 독립을 포함한 ㅡ 
을 지지한다.

9. 우리는 "반제" 기치를 내걸고 러시아 제국주의를 편 드는 모든 “공산주의자”, "맑스주의자"
를 강력히 비난한다. 주가노프의 러시아연방‘공산’당을 비롯한 친 푸틴 스탈린주의자들은 러시
아 국가의 제국주의적 성격을 부인하며, 돈바스에서 러시아 대리인들의 전쟁을 “진보적 반파
쇼 해방전쟁”으로 윤색하고 있다. 이들은 일관되게 대러시아 사회애국주의자로 복무하고 있
다.  

10. 마찬가지로 우리는 우크라이나 정부와 그 뒷배를 봐주는 서방 제국주의자들의 도발·공격
을 직간접적으로 지지하는 개량주의자들을 규탄한다. 유럽좌파당 (독일 좌파당, 프랑스 공산
당, 그리스 급진좌파연합 [시리자])에 가맹해 있는 전(前)스탈린주의 당들인 스페인 공산당·통
합좌파는 스페인 산체스 정부의 일부로서 제국주의 EU의 정책결정에 직접적으로 관여하고 있
다.  

11. 우리는 혁명가들에게 RCIT와 함께 모든 강대국에 대항하여 투쟁하고, 노동자계급·피억압
인민의 해방투쟁과 연대하여 사회주의를 위해 투쟁할 것을 촉구한다. 이러한 투쟁은 새로운 
혁명적 세계당 창건을 요구한다. 이러한 당 건설에 우리와 함께 하자!

*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에서 전쟁몰이 타도!



* 군사적 충돌 시 어느 쪽 제국주의 진영도 지지해선 안 된다!  러시아도 우크라이나/나토도!

* 일체의 제국주의적 제재 반대!

* 서방에서, 중·러에서 ‘자’국 제국주의의 패배를 위하여 투쟁!

                                 * * * * *

  아래 RCIT 문서들을 참조하시오.

 RCIT: Military Escalation between Russia and Ukraine at the Kerch Strait. Down 
with the Reactionary Warmongering on Both Sides! 28 November 2018, 
https://www.thecommunists.net/worldwide/europe/military-escalation-between-russi
a-and-ukraine-at-the-kerch-strait/

 Petr Sedov (RCIT Russia): On the Donbass Uprising in Spring 2014. A necessary 
correction of our assessment of the early phase of the “anti-fascist” Uprising in 
the Eastern Ukraine, July 2019, 
https://www.thecommunists.net/theory/reconsidering-the-donbass-uprising-in-sprin
g-2014/

Michael Pröbsting: The Uprising in East Ukraine and Russian Imperialism. An 
Analysis of Recent Developments in the Ukrainian Civil War and their 
Consequences for Revolutionary Tactics, 22 October 2014, 
https://www.thecommunists.net/theory/ukraine-and-russian-imperialism/

 Michael Pröbsting: Anti-Imperialism in the Age of Great Power Rivalry. The 
Factors behind the Accelerating Rivalry between the U.S., China, Russia, EU and 
Japan. A Critique of the Left’s Analysis and an Outline of the Marxist Perspective, 
RCIT Books, January 2019, 
https://www.thecommunists.net/theory/anti-imperialism-in-the-age-of-great-power-
rivalry/ [<<강대국 패권쟁투 시대에 반제국주의>> 
https://www.thecommunists.net/home/%ED%95%9C%EA%B5%AD%EC%96%B4/book-a
nti-imperialism-in-the-age-of-great-power-rivalry/]

 Michael Pröbsting: Russia as a Great Imperialist Power. The formation of Russian 
Monopoly Capital and its Empire – A Reply to our Critics, 18 March 2014, in: 
Revolutionary Communism No. 21, 



http://www.thecommunists.net/theory/imperialist-russia/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