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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나토-러시아 분쟁에서 ‘민주사회주의자’ 버니 샌더스

- 전쟁을 벌이길 원치 않지만, 그러나 해야 한다면...  

미하엘 프뢰브스팅, 혁명적 공산주의인터내셔널 동맹 (RCIT) 국제서기, 2022년 2월 11일, 
www.thecommunists.net/

정치 경험이 없는 사람들, 또는 경험에서 배우기를 거부하는 사람들은 지배계급 정치인들의 
말을 믿을 준비가 되어 있다. 푸틴이 "조국 방어"를 위해 국경에 군대를 동원한다고 말하면, 
많은 “진보” 세력들이 그 말을 믿는다. 바이든이 “민주주의” 수호를 위해 본국에서도 한참 먼 
동유럽 나라들에 미군을 배치한다고 말하면 많은 자유주의자들이 거기에 고개를 끄덕인다.

그러나 정치에서는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정치인들과 정당들을 판단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 
맑스주의 원칙은 소위 진보 정치인 · 정당을 판단할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필요하다.

이 점은 나토-러시아 사태에서 특히 분명해진다. 사회주의자들이 양 제국주의 진영 모두에 
반대해야만 하는 반동적 분쟁인 현 나토-러시아 분쟁에서 말이다.[1] 앞서 우리는, EU 제국주
의의 강대국 이익을 어떻게 증진시킬지 EU 정부들에게 조언하는 사민주의화 된 전(前)스탈린
주의 당들을 비판적으로 평가 분석한 바 있다.[2] 또 현 분쟁에서 러시아 제국주의를 편 드는 
각종 스탈린주의 · 중도주의 세력들의 주장에 대해서도 상세히 다루었다.[3]   

미 제국주의의 제도정치권에 속해 있는 “진보” 세력들은 또 어떠한가? 저명한 상원의원이자 
대통령 후보였던 버니 샌더스와 그의 맹우들 (오카시오 코르테스 등 민주당 “진보 소장파”, 
일명 스쿼드)을 예로 들어보자. 미국에서 그들은 많은 이들에 의해 모종의 사회주의 세력으로 
간주되고 있다. 왜인가? 그들이 사회적 정의와 평등, 평화를 지지한다고 자처하고 있어서다. 
그 결과, ‘민주사회주의자들’(DSA)과 스탈린주의 미국공산당(CPUSA)을 비롯하여 많은 좌파 
세력들이 샌더스와 그의 맹우들을 열렬히 지지한다.

버니 샌더스는 미국 밖에서도 대표적인 “진보” 인사다. 몇 년 전 샌더스는 그리스 시리자 
정부 당시 재무장관이었던 야니스 바루파키스가 주도한 사민주의 ‘유럽민주주의운동 2025’와 
더불어 이른바 ‘진보 인터내셔널’을 창설했다. 이 국제 협회에는 각국의 저명한 사민주의 · 볼
리바르주의 정치인들이 참여했는데, 예를 들어 영국 노동당 전 대표 제레미 코빈과 에콰도르 
전 대통령 라파엘 코레아, 볼리비아 전 부통령 알바로 가르시아-리네라, 브라질 노동자당(PT) 
소속의 주요 국회의원들이 있다.[4]  

    "푸틴과 그의 올리가르히 도당은 중대한 결과를 맞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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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칠 전 버니 샌더스는 현 나토-러시아 사태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정리한 입장문을 영국 
가디언 지에 발표했다.[5] 피상적인 독자에게 샌더스는 평화와 협상의 옹호자다. 그의 친구 바
이든 대통령의 제국주의 전쟁몰이 정책에 반대하는 사람으로 비치고 있는 것이다. 입장문에서 
샌더스는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다. "우크라이나에서 엄청나게 파괴적인 전쟁으로 번질 수 있
는 현 사태에 대해 외교적 해결책을 찾기 위해 가능한 모든 것을 해야 하는 이유"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사실상 은폐된 형태의 제국주의에 다름 아닌 그러한 좌파 자유주의 간판스타들의 위
선적인 방법을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입장문을 주의 깊게 읽을 필요가 있다. 샌더스가 평
화와 협상을 원한다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그는 또한 자신이 러시아 관련 미국 대외정책을 
떠받치는 기둥들을 공유하고 있다는 것도 분명히 했다.

"우리는 이 다가오고 있는 위기에 누가 가장 책임이 있는지에 대해 명확히 해야 합니다. 그
것은 블라디미르 푸틴입니다. 2014년에 이미 우크라이나 일부를 점령한 이 러시아 대통령은 
이제 우크라이나 전체를 장악하고 우크라이나 민주주의를 파괴하겠다고 위협하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 우리는 우크라이나의 주권을 단호히 지지해야 하며, 푸틴이 진로를 바꾸지 않을 
경우 국제사회가 푸틴과 그의 측근들에게 혹독한 결과를 내릴 것임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그리고 푸틴과 그의 올리가르히 도당이 현재의 길을 계속 간다면 중대한 결과를 맞을 것임을 
또한 분명히 해야 합니다."

이와 같이 샌더스는 “국제사회” (즉 이 경우에는 나토)에 의해 "푸틴은 중대한 결과를 맞아
야 한다"는 서방 제국주의 열강의 접근법을 사실상 공유한다.

샌더스가 잘 알려진 나토 지지자라는 점에서 이것은 놀라운 일이 아니다. 그는 자신의 대선 
캠페인에서 이렇게 말했다. "나토는 가장 성공적인 군사동맹입니다. 아마도 인류 역사상 가장 
성공적인! 나는 나토에 남을 것입니다."

이에 더해 샌더스는 유고슬라비아 (1999), 아프가니스탄 (2001), 리비아 (2011)에서의 나토
의 전쟁도 지지했다. 나아가, 위에서 언급한 그의 맹우 국회의원들은 2019년 나토 지원법에 
찬성투표 했다.[6] 그리고 우리가 이미 과거에 지적했듯이, 샌더스는 트럼프가 2018년에 감행
한 대 중국 무역전쟁도 원칙적으로 지지했다.[7]

요약하자면, 지금 우리는 미·서방 제국주의의 충성스런 지지자 샌더스를 보고 있는 것이다. 
그는 다만 이것을 "진보적" 수사와 결합시키고 있을 뿐이다. 그의 접근법은 다음과 같이 요약
될 수 있다. “전쟁을 벌이길 원치 않지만, 그러나 해야 한다면…”

    레알폴리틱과 먼로 독트린

샌더스는 바이든보다 신중한 접근을 촉구한다. 물론, 이러한 "온건한" 입장은 바이든이 대통
령인 (즉 바이든은 결정을 내려야 하는 위치인) 데 반해 샌더스는 무언가 "현명한 중용"의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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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할 수 있는 상원의원일 뿐이라는 사실에 도움을 받고 있다.

그러나 샌더스의 접근방식을 진보적인 것과 동일시하는 것은 완전히 잘못된 것이다. 반대
로, 그가 제안하는 것은 흔히 레알폴리틱 (Realpolitik; 현실 권력정치)이라고 말하는 제국주의 
대외정책이다. (최근 역사에서 이 정책의 가장 두드러진 제창자가 헨리 키신저다.) 기본적으로 
“실용주의적” 접근법을 제창하는 이 정책은 한 강대국이 본격 전쟁을 유발하지 않고서 상대방 
강대국의 희생으로 자신의 영향력을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8] 

이와 같이 샌더스는 미국/나토와 러시아 양 제국주의 진영이 서로의 “세력권”을 존중하는 
타협점을 찾기 위해 푸틴과의 협상을 제창하고 있는 것이다. "푸틴은 거짓말쟁이에 데마고그
일 수 있지만, 우리는 '세력권' 원칙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미국이 주장하는 것은 위선적입니
다. 지난 200년간 먼로 독트린에 따라 움직여 온 우리나라는 서반구의 지배적인 강대국으로서 
우리의 이익을 위협할 수 있는 어떤 나라에도 개입할 권리가 있다는 전제를 받아들여 왔습니
다... 단순하게 말하자면, 설사 러시아가 블라디미르 푸틴 같은 부패한 권위주의 지도자에 의
해 통치되고 있지 않다 하더라도, 러시아는 미국처럼 주변국들의 안보 정책에 여전히 이해관
계를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 멕시코가 미국의 적국과 군사동맹을 맺어도 미국이 할 
말이 없을 걸로 정말 믿는 사람이 있을까요?"

기본적으로 이것은 “진보적” 정책이 아니라 고전적인 강대국 권력정치다. 국가 지도자들이 
함께 앉아 서로 상대방을 위협하고 타협을 해나가다 최종적으로 분쟁지역 분할에 합의하는 비
스마르크 식 권력정치 말이다. 이것이 바로 강대국 정치가 보통 작동하는 방식이다. 타협이 
더 이상 불가능해지고 외교가 총으로 대체될 때까지는...

흥미롭게도, “세력권”을 나눠 갖는 것에 기초하여 러시아와 타협하자는 이 정책은, 샌더스
만 제창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현재 팻 뷰캐넌과 랜드 폴, <미국 보수주의>지와 <내셔널 인
터리스트>지 같은 우익 보수 세력들도 이 정책을 전파하고 있다. 그리고 최근 발간한 팜플렛
에서 우리가 보여준 바와 같이, 미국공산당 같은 러시아 제국주의에 동조하는 세력들도 같은 
정책을 내걸고 있다.

버니 샌더스와 그의 맹우들의 정치는 사회주의자와 아무 관련이 없다. RCIT는 강대국 정치
에 대한 그 어떠한 지지도 반대한다. 우리는 이 쪽이든 저 쪽이든 제국주의 열강의 팽창주의
를 지지하지 않는다. 그리고 우리는 이 사악한 세력들 간의, 이 강도들 간의 타협 또한 지지
하지 않는다. 야바위 말고 진짜 사회주의자들은 모든 강대국에 대항하는 투쟁을 옹호하고, 세
계 제국주의체제를 사회주의로 대체할 것을 제창한다![9]

--------------------------------------------------------------------------
[1] 현 나토-러시아 분쟁에 관한 모든 RCIT 문서가 다음의 우리 웹사이트 특별 페이지에 

수록되어 있다. 
https://www.thecommunists.net/worldwide/global/compilation-of-documents-on-nato
-russia-conflict/. 특히 다음 두 주요 성명을 보라. Neither NATO nor Russia! Dow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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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th all Imperialist Warmongers! No support for either imperialist camp or its 
proxies in the Ukraine and Donbass! Unite the workers and oppressed for an 
independent struggle for liberation! 25 January 2022, 
https://www.thecommunists.net/worldwide/global/neither-nato-nor-russia-down-wit
h-all-imperialist-warmongers/ [<나토도, 러시아도 다 반대! 모든 제국주의 전쟁몰이꾼들을 
타 도 하 자 ! > 
https://www.thecommunists.net/worldwide/global/neither-nato-nor-russia-down-wit
h-all-imperialist-warmongers/#anker_5>; The Current NATO-Russia Conflict and 
the Anti-Imperialist Tasks of Revolutionaries. Down with all Great Powers and their 
proxies! For an independent and socialist Ukraine! 29 January 2022, 
https://www.thecommunists.net/worldwide/global/the-current-nato-russia-conflict-a
nd-the-anti-imperialist-tasks-of-revolutionaries/ [<현 나토-러시아 분쟁과 혁명가들의 
반제국주의 임무> 
https://www.thecommunists.net/worldwide/global/the-current-nato-russia-conflict-a
nd-the-anti-imperialist-tasks-of-revolutionaries/#anker_4>. 우리의 문서 대부분이 몇몇 
각국어로 번역되어 있다.

[2] Michael Pröbsting: NATO-Russia Conflict: The “Party of the European Left” as 
Government Adviser for EU Imperialism. Ex-Stalinist LINKE (Germany), PCF 
(France), IU & PCE (Spain), SYRIZA (Greece) etc. urge governments that “Europe 
must develop an independent geopolitical attitude”, 30 January 2022, 
https://www.thecommunists.net/worldwide/global/nato-russia-conflict-the-party-of-t
he-european-left-as-government-adviser-for-eu-imperialism/ [<서방-러시아 분쟁에서 
“유럽좌파당”: EU 제국주의 정부 고문으로 나서다> 
https://www.thecommunists.net/worldwide/global/nato-russia-conflict-the-party-of-t
he-european-left-as-government-adviser-for-eu-imperialism/#anker_1]

[3] 이에 대해서는 다음 팜플렛을 보라. Michael Pröbsting: Putin’s Poodles (Apologies 
to All Dogs). The pro-Russian Stalinist parties and their arguments in the current 
NATO-Russia Conflict, 9 February 2022, 
https://www.thecommunists.net/theory/nato-russia-conflict-stalinism-as-putin-s-po
odles/; 다음도 보라. 같은 저자: NATO-Russia Conflict: “Trotskyists” in the Camp of 
Russian Imperialism. The Argentinean “Partido Obrero” calls for “national 
emancipation and integrity” of the Eastern Great Powers, 26 January 2022, 
https://www.thecommunists.net/worldwide/global/nato-russia-conflict-trotskyists-in-
the-camp-of-russian-imperialism/; NATO-Russia Conflict: The Anglo-Saxon 
‘Marxist’ Tendency. On the IMT’s confusion about the role of Russian imperialism, 
31 January 2022, 
https://www.thecommunists.net/worldwide/global/nato-russia-conflict-the-anglo-sax
on-marxist-tenden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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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진보 인터내셔널 성원들에 대해서는 다음을 보라. 
https://progressive.international/council/

[5] Bernie Sanders: We must do everything possible to avoid an enormously 
destructive war in Ukraine, 8 Feb 2022 
https://www.theguardian.com/commentisfree/2022/feb/08/we-must-do-everything-p
ossible-avoid-enormously-destructive-war-ukraine. 다른 언급이 없는 한 모든 인용문은 
이 입장서에서 인용한 것이다.

[6] 다음 글에 있는 각각의 링크를 보라. Rick Rozoff: Guardian: Bernie Sanders 
against war, but….. 10 February 2022, 
https://antibellum679354512.wordpress.com/2022/02/10/guardian-bernie-sanders-ag
ainst-war-but/

[7] 이에 대해서는 다음을 보라. Michael Pröbsting: The Next Round of Escalation in 
the Global Trade War. After negotiations ended without results, the U.S. imposes 
new tariffs on Chinese imports and Beijing retaliates, 13 May 2019, 
https://www.thecommunists.net/worldwide/global/the-next-round-of-escalation-in-t
he-global-trade-war/ {<미·중 무역전쟁 확전과 프롤레타리아 국제주의 임무> 
https://www.thecommunists.net/home/%ED%95%9C%EA%B5%AD%EC%96%B4/the-nex
t-round-of-escalation-in-the-global-trade-war/}

[8] 이에 대해서는 다음을 보라. Henry Kissinger: World Order, Penguin Press, New 
York 2014; 같은 저자: Diplomacy, Simon & Schuster, New York 1994

[9] RCIT는 강대국들의 제국주의 패권 경쟁을 여러 차례 다루었다. 예를 들어 다음을 보라. 
World Perspectives 2021-22: Entering a Pre-Revolutionary Global Situation,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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