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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 전 시리아 혁명 10주년 기념일에 아사드 학살정권에 대항하는 민중봉기 활동가들과 
각국의 지지자들 300여명이 중요한 성명을 발표했다. "역정보를 통한 인민 지워버리기: 시리
아와 바보들의 “반제국주의”라는 제목의 이 성명은 반동 아사드 정권을 직간접적으로 지지하
고 봉기 민중을 “미 제국주의의 대리인”이라고 비방하는 자칭 “좌익” 세력들을 규탄하는 성명
이었다.[1]

시리아 혁명 그 첫날부터 우리 혁명적 공산주의인터내셔널 동맹 (RCIT)은 이 혁명의 열혈 
지지자였기 때문에 당연하게도 우리는 이 성명의 메시지를 십분 공유하는 입장이다.[2] 따라서 
우리도 이 성명의 초동 서명자에 속했고 우리 웹사이트에도 성명을 게재했다.[3]

그런데 이 성명에 대응하여 미국의 개량주의적 평화주의자, 스탈린주의자, 사이비 트로츠키
주의자들이 일종의 역 성명을 냈다.[4] 이 대응성명에서 그들은 예의 거짓말을 되뇌고 있다. 
아사드의 "사회주의자" 벗들이 퍼뜨리고 있는 허위 역정보 말이다. 그들은 우리의 성명이 "시
리아 정권교체를 노리는 미국과 그 동맹들의 목표를 지지하려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독재정
권에 대항하는 시리아 인들의 투쟁이 수십 년 동안 계속되어 온 폭정에 대한 인민대중의 증오
에 의해 추동된 것이 아니라 미국의 “정권교체” 기획에 의해 추동된 것이라는 암시를 넌지시 
던지고 있다. 투쟁의 동력이 기본적으로 민중의 독재 타도 열망이 아니라 외세의 사주 음모라
는 것이다.    

 튀니지, 이집트, 리비아, 예멘, 바레인, 이라크, 레바논에서 시리아에 이르기까지 아랍 세계 
전체적으로 수백, 수천 만 명이 2011년 이후 자본가독재에 맞서 영웅적으로 떨쳐 일어선 것
을 이 자칭 “사회주의자들”은 간단히 무시한다.

수십만 명이 자유와 해방을 위한 투쟁에서 순교자로 생명을 바쳤고 수백만 명이 투옥됐다. 
직업적 음모론자들 중에서도 가장 어리석은 자들만이 이 투쟁이 정당한 민중항쟁임을 부정할 
수 있고, 외부 제국주의 세력들의 "정권 교체" 공작이라고 주장할 수 있다!

아사드가 자국민을 학살해 권력을 유지하려는 필사적인 시도를 "외부의 침략에 맞서 시리아
의 주권을 수호할 권리"로 이들이 규정하는 것도 이들 논리의 연장선에서 나올 수 있는 것이
다.

이 대응성명은 처음부터 끝까지 시리아 상황을 미 제국주의와 아사드 정권 간의 전쟁으로 



제시하고 있다. 지난 10년 동안 미국이 아사드 군대에 대해서보다 ISIS(“이슬람국가”) 테러 세
력에 대해 실행한 군사 공격이 수십 배나 더 많은 사실에도 불구하고 말이다! 이 대응성명은  
미국의 시리아 개입을 비난하고 미군의 철수를 요구하면서도 (이것은 물론 옳다), 푸틴 러시아 
제국주의의 군사 개입에 대해서는 어떠한 비판도 표명하지 않고 있다. 더 정확히 말하면, 단 
한 마디도 러시아의 개입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는다.

이것은 고의적인 무지의 놀라운 예다. 잘 알려진 대로, 러시아는 2015년부터 정기적으로 시
리아의 마을과 병원을 공군 폭격하고 있고, 시리아 내 여러 군사기지를 두고 있다. (타르투스
의 해군기지, 흐메임 공군 기지, 티야스 공군 기지, 샤이라트 공군 기지 등). 그리고 수천 명
의 정규군을 투입하고 악명 높은 민간군사기업 PMC 바그네르 그룹을 고용하고 있다. 러시아 
제국주의의 대규모 군사 개입이 없었다면 이미 아사드 정권은 수년 전에 카다피와 운명을 같
이 했을 것이라는 것을 관찰자들 누구나 좋든 싫든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평화주의자, 스탈린주의자, 사이비 트로츠키주의자 등 다종다양한 자칭 “사회주의자
들”이 러시아 (및 중국) 제국주의와 백정 아사드의 열성 지지자들이라서 푸틴의 대대적인 군
사 개입에 대해 개의치 않는다. 정치에서는 암호해독의 기술을 익히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은 
진실이다. 이 일반 진실은 혼란스런 소부르주아들의 뒤죽박죽 텍스트를 읽어야 할 때 특히 진
실이다. 그들의 개념 범주들에 담긴 진짜 내용이 무엇인지 알아야 한다. 이 사람들이 “반전 
Anti-War” 깃발을 들 때, 그 반전의 의미는 단지 미국의 전쟁에 대한 반대며 동시에 러시아
의 전쟁에 대한 지지다. 그리고 아사드 같은 푸틴·시진핑의 대리인에 대한 지지다.[5]

이것은 우리가 최근에 다루었던 다른 두 성명과 매우 유사하다. 이들 성명에서 각종 "진보" 
정당들과 지식인들은 미 제국주의의 군사주의와 냉전 레토릭을 (옳게도) 비난했지만, 중국과 
러시아의 반동 정책에 대한 비판은 단 한 마디도 하지 않았다![6]

이 성명들 중 하나의 서명자들이 우리가 지금 다루고 있는 아사드 애정 선언 서명자들과 대
부분 동일인이라는 것은 우연이 아니다! 여기서 다시 한 번 우리는 같은 단체들의 소부르주아 
평화주의자들과 스탈린주의자들을 마주친다. (United National Antiwar Coalition, Syria 
Solidarity Movement, U.S. Peace Council, Hands off Syria Coalition, the Workers 
World Party [이른바 “International Action Center”를 운영하는], the Freedom Road 
Socialist Organization 등).[7]

그리고 언급하고 넘어가야 할 인사들이 또 있다. “제4 인터내셔널” (파블로와 만델 전통의) 
내 이른바 "좌익 반대파"의 주도적 세력인 제프 맥클러의 Socialist Action도 여기서 다시 보
게 된다. PTS/FT, 알타미라의 PO 파편 조직들, 피터 타페의 CWI, 앨런 우즈의의 IMT, ISA, 
클리프 파 SWP/IST 등과 같은 그 밖의 사이비 트로츠키주의자들도 여러 해 전에 시리아 혁
명에 대한 지지를 포기했다. 그들은 이 민중해방투쟁의 소부르주아 이슬람주의·민족주의 지도
부를 구실로 이 투쟁을 "반동적 내전"이라고 비방한다.[8]

이것은 입으로 “트로츠키주의”를 견지하고 말로 "정통 트로츠키주의"을 옹호하는 것이 아무 
의미도 없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보여준다. RCIT가 거듭 강조했듯이 모든 조직은 그 조직의 



전투 강령에 의해 평가되어야 한다. 세계정세와 계급투쟁의 주요 문제들에 대한 해당 조직의 
태도·입장을 잣대로 해서 그 계급적 성격이 규정되어야 한다. 이제는 너무도 자주 드러나는 
일이지만, 입으로만 "정통 트로츠키주의"를 견지하는 것은 부르주아지 한 분파와 제국주의 강
대국 한 진영에 대한 직간접적 지지를 가리는 엄폐물에 불과하다![9]

요컨대, 이 역 성명은 각종 개량주의자, 스탈린주의자, 사이비 트로츠키주의자들의 정치적 
본질을 드러낸다. “사회주의”, “마르크스주의”, 또는 “트로츠키주의”를 표방하며 러시아와 중
국 같은 제국주의 열강의 시종으로, 아사드와 카다피 같은 반동 독재자들의 치어리더로 부역
하고 있는 본질 말이다. 시리아 인민의 도살자 아사드의 “사회주의” 벗들의 부끄러운 성명은 
이를 다시 한 번 확인시켜 준다.

17세기 후반 프랑스의 위대한 시인 니콜라 부알로는 이렇게 쓴 적이 있다. "바보는 항상 그
를 존경할 더 큰 바보를 찾는다." 아사드가 그런 바보를 꽤 많이 찾은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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