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리아에서 민간인 살해, 누가 책임이 있나? 

시리아인권네트워크 조사보고서가 보여주는 것 (2011년 3월~2021년 6월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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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리아인권네트워크(SNHR)는 시리아에서 전쟁과 탄압이 가져온 파괴적인 결과를 정기적으
로 보고하는 비정부기구로서 그 신뢰성을 널리 인정받고 있는 단체다. 시리아인권네트워크는 
매년 시리아 내전에서 발생한 끔찍한 민간인 사망자 (아동 포함)에 관한 산정 결과를 발표한
다. 전부터 우리는 시리아인권네트워크가 내놓은 중요한 조사결과들에 대해 이미 몇 차례 보
도한 바 있다.[1] 이 글에서는 시리아인권네트워크가 며칠 전에 발표한 최신 보고서의 결과를 
요약 제시해 보겠다.

시리아인권네트워크 조사보고서에서 제시되어 있는 수치들은 다시 한 번 충격적인 사실들을 
드러내주고 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2011년 3월부터 2021년 6월까지 총 22만7781명의 민간
인이 살해됐다. 그 중에는 29,520명의 아동이 있다. (아래 차트 참조) 

이번 조사 결과는 누가 단연 이 민간인 살해의 장본인인지 보여준다. 아사드 정권과 그 동
맹 이란 이슬람 율법가 정권이다. 그들이 이 기간에 살해한 민간인만 20만117명으로, 이는 전
체 민간인 사망자의 87.86%에 해당한다. 여기에 러시아 공군에 의해 희생된 민간인 6867명 
(전체의 3.01%)을 더하면 아사드 정권과 그 후견인 러시아-이란이 민간인 사망자 10명 중 9
명에 대해 책임이 있다는 것이 드러난다.

그 밖의 민간인 사망에 책임 있는 당사자들로, IS/다에시 (2.21%), 시리아국민군/야당연합
(1.83%), 미군 주도 연합군(1.34%), 시리아민주군/민주동맹당 SDF/PYD (0.56%), 하야트 타
리르 알샴 HTS (0.22%) 순이다. 나머지는 "기타 당사자들"에 의해 살해되었는데, 이는 누구에
게 책임이 있는지 알지 못한다는 뜻이다.

아동 사망자에 대해서도 같은 그림이 나온다. 사망한 것으로 집계된 아동 2만9520명 중 
3/4 이상 (77.53%)이 아사드와 이란 율법가 정권에 의해 살해됐으며 6.79%가 러시아 공군의 
폭격으로 살해됐다. 그 밖의 아동 사망에 책임 있는 당사자들로, 시리아국민군/야당연합 
(3.36%), IS/다에시 (3.25%), 미군 주도 연합군 (3.13%), 시리아민주군/민주동맹당 (0.79%), 
하야트 타흐리르 알샴(0.24%) 순이다. 그 다음으로 “기타 당사자들”이다.

2020년 한 해만 보면, 여기서도 대체로 비슷한 그림을 볼 수 있다. 주요 차이점은 알려지지 
않은 당사자들에 의해 살해된 사람들의 수가 훨씬 더 많다는 것이다. 한편 극 반동 세력 IS/
다에시는 지난 몇 년간 궤멸적인 패배로 인해 크게 약화되어 사망자 수에 대한 책임이 적어진
다. 그러나 아사드 정권과 그 뒷배들에 의해 살해된 민간인 (아동 포함) 수와 그 밖의 당사자
들에 의해 살해된 민간인 수 간의 극단적인 불균형은 그대로다. (아래 차트 참조)



이 수치들은 시리아에서 진짜 테러범이 누구인지 아주 분명하게 보여준다. 2011년 3월 시
리아 혁명 시작 이래로 반동 스탈린주의자들과 카스트로-차베스주의자들은 영웅적인 시리아 
반군을 "테러범" "지하드 파"라고 비난해왔다. 그들이 이렇게 한 것은 후안무치하게도 아사드 
정권과 러시아 제국주의에 대한 자신들의 지지를 정당화하기 위한 것이었다.[2] 그러나 시리아
인권네트워크 보고서의 수치들이 보여주듯이, 거의 모든 민간인 (아동 포함)을 학살한 것은 "
지하드 파"가 아닌 아사드-푸틴-하메네이의 용병들이다!

    민중 지지 없는 정권 대(對) 민중 기반을 가진 혁명가들

그러나 이 끔찍한 사태의 이면에 있는 정치적 합리성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일차적으
로 사태의 이유는 아사드-이란-러시아 세력이 연쇄살인범들로 가득해서가 아니다. 의심할 여
지  없이, 아사드 정권의 대열에는 연쇄살인범들이 많이 있다. (그러나 군 복무를 강요당한 많
은 무고한 젊은이들도 있다). 한 쪽 진영이 거의 모든 민간인 사망자 수에 책임이 있는 이 극
심한 불균형의 주된 원인은 다름 아닌 전쟁의 구체적, 계급적 성격에 있다. 이것은 두 반동 
진영 간의 내전이 아니다. 이것은 한 진영 (아사드-이란-러시아)이 시리아 인민을 적으로 한 
반동적인 공격 전쟁을 벌이고 있는 반면, 혁명가들이 인민을 방어하고 있는, 즉 정당한 해방
전쟁을 벌이고 있는, 그러한 성격의 내전이다.

아사드-이란-러시아 세력이 많은 무고한 민간인을 살해하기로 작정한 것은 인민대중이 반
군을 지지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민간인을 무차별 학살함으로써 해방 세력의 지지 기반을 겁 
줘서 와해시키겠다는 계산이다. 반대로 시리아 혁명가들은 인민 대부분이 지지하기 때문에 의
도적으로 민간인을 표적으로 삼을 이유가 없다. 물론 우리는 해방 세력의 일원이 이런저런 사
건에서 범죄를 저질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그러나 민간인을 표적으로 하는 체계적인 
정책 같은 것은 없다. 무엇보다도 일차적으로 무고한 여성, 남성, 아동을 학살하는 아사드 정
권 도살자들과는 달리!

   “테러리스트”와 테러리스트

끝으로, 두 가지 주목할 점. 첫째, 잘 알려져 있듯이, 수년 전부터 하야트 타흐리르 알샴 
(HTS) 운동은 러시아뿐만 아니라 서방 제국주의에 의해서도 “테러 조직”으로 지명되어 왔다. 
그 결과, 서방의 친 러시아 좌파들은 "HTS"라는 이름만 들으면 몸서리를 친다. 이들 친러 좌
파들은 시리아에 테러리스트가 있다면 그것은 이들리브에 있는 HTS라며 모두 입을 맞춘다.

언제나 RCIT는 그 같은 반동적인 비방을 규탄해왔다.[3] 우리가 소부르주아 이슬람주의로 
성격규정 하는 이 조직에 우리는 어떠한 정치적 지지도 보내지 않지만, 우리는 그들이 이들리
브에서 현재 진행 중인 해방투쟁을 이끄는 지배적인 세력이 된 것을 인정한다. HTS의 광범한 
민중적 지지를 가리키고 있는 시리아인권네트워크의 보고서 수치들은 HTS가 모든 당사자들 
중 가장 낮은 민간인 사망 수에 책임이 있는 세력이라는 것을 아주 분명하게 보여준다. 아래 



차트에서 보듯이, 미군의 보병대로 복무한 쿠르드 PYD/YPG ㅡ 개량주의·중도주의 사이비 좌
익들의 총애를 받고 있는 ㅡ 는 "지하드 파" HTS보다 훨씬 더 많은 민간인 사망에 책임이 있
다.

둘째, 미국 주도 “국제연합군”이 IS (다에시)와 거의 똑같은 수의 아동을 죽였다는 사실도 
주목할 만 하다. 다시 말해, IS 테러리스트들과 싸우겠다고 시리아에 개입한 세력들보다 이들 
IS 테러리스트가 더 많은 아동을 죽이지는 않았다. 이는 IS가 미국 주도 연합군보다 시리아에
서 더 오랜 기간 활동했다는 점에서 더더욱 주목해야 할 일이다. 알다시피, "테러"와 제국주의 
"테러와의 전쟁"은 종종 별로 다르지 않다!

시리아와 전 세계의 모든 사회주의 세력, 진보적 노동운동 세력은 영예로운 시리아 혁명에 
대한 지지를 이어가야 한다는 점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 RCIT는 비슷한 생각을 가진 모든 
단체와 활동가들에게 이 정의로운 목표를 위해 힘을 합쳐 싸울 것을 촉구한다!

                             * * * * *

 
RCIT는 시리아 혁명에 관한 여러 소책자와 성명, 논설을 발표했다. 다음의 우리 웹사이트 

상의 별도 하위 섹션에서 이것들을 볼 수 있다.    
https://www.thecommunists.net/worldwide/africa-and-middle-east/collection-of-artic
les-on-the-syrian-revolution/. 특히 독자들에게 RCIT의 다음의 호소문 일독을 권한다. 
Save the Syrian Revolution!. 
https://www.thecommunists.net/worldwide/africa-and-middle-east/call-save-the-syri
an-revolution/. [<시리아 혁명을 구하라!> 
https://www.thecommunists.net/home/%ED%95%9C%EA%B5%AD%EC%96%B4/save-th
e-syrian-revolution/]

-----------------------------------------------------------------
 [1] Michael Pröbsting: Syria: Who is Responsible for the Civilian Death Toll from 

March 2011 to September 2018? A Revealing Statistic Shows Who are the Real 
Terrorists in the Syrian Civil War, 10.10.2018, 
https://www.thecommunists.net/worldwide/africa-and-middle-east/syria-who-is-resp
onsible-for-the-civilian-death-toll-from-march-2011-to-september-2018/

[2] RCIT는 시리아 혁명에 대한 이른바 좌익의 접근태도를 다룬 여러 문서를 발표했다.  다
음 두 팜플렛을 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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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
리아 혁명: 민중항쟁이 내전으로 전화되면서 무슨 일이 일어났나?> 
https://www.thecommunists.net/home/%ED%95%9C%EA%B5%AD%EC%96%B4/pamphl
et-is-the-syrian-revolution-at-its-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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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ft/. 같은 저자의 다음 기사도 보라. Assad’s “Socialist“ Friends. A commentary 
on a shameful statement of U.S. “anti-war” groups, 26 April 2021, 
https://www.thecommunists.net/worldwide/africa-and-middle-east/assad-s-socialist-
friends/ [<아사드의 “사회주의자” 벗들> 
https://www.thecommunists.net/home/%ED%95%9C%EA%B5%AD%EC%96%B4/assad-s
-socialist-friends/]; Stalinism: Assad’s Best Friends Forever. A commentary on a 
joint international initiative of Stalinist parties, 3 July 2019, 
https://www.thecommunists.net/worldwide/africa-and-middle-east/stalinism-is-assad
-s-best-friends-forever/

[3] HTS에 대한 우리의 성격규정으로는, 다음을 보라. RC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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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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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Syrian Network for Human Rights, 14 June 2021, 
https://sn4hr.org/blog/2021/06/14/civilian-death-toll/

[5] Syrian Network for Human Rights, 14 June 2021, 
https://sn4hr.org/blog/2021/06/14/child-death-toll/

[6] Syrian Network for Human Rights, 1 January 2021, 



https://sn4hr.org/blog/2021/01/01/civilian-death-toll-2020/

[7] Syrian Network for Human Rights, 1 January 2021, 
https://sn4hr.org/blog/2021/01/01/child-death-toll-20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