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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악랄한 제국주의"와 "덜 악랄한 제국주의"?: 부끄러운 배신의 논
리

자칭 트로츠키주의 IMT가 러시아의 침공에 대항하여 우크라이나 인민을 방어하길 
거부하며 러시아의 제국주의적 성격을 사실상 부인하다 

 미하엘 프뢰브스팅, 혁명적 공산주의인터내셔널 동맹 (RCIT) 국제서기, 2022년 3월 2일, 
www.thecommunists.net/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과 같은 세계사적 분기점은 모든 사회주의 조직 하나하나에게 결정적 
시험대라는 점을 우리는 여러 차례 설명해 왔다.[1] 혁명적 공산주의인터내셔널 동맹 (RCIT)은  
비타협적 국제주의와 일관된 반제국주의에 기초하여 입장을 취하는 것이 사회주의자들의 최대 
의무임을 지난 며칠간 발표한 여러 문서들에서 밝혀왔다. 

현 상황에서 사회주의자들은 두 개의 방향이 충돌하는 이중적·복합적 성격을 인식해야 한
다. 우리가 최근 선언문에서 언급했듯이, "우크라이나 인민의 저항은 제국주의 공격에 대한 방
어 전쟁으로서 정의의 전쟁(正義戰)이다. 동시에 서방 제국주의 열강들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 
이 전쟁을 이용하려고 한다. EU와 미국의 지배계급은 이 전쟁을 군국주의와 군비확대를 가속
화하는 구실로 삼고 있다. 그들은 우크라이나 인민의 정의의 투쟁을 대리전쟁으로 전화시키기 
위해 젤렌스키 ㅡ 미국·EU 제국주의의 자발적 마름인 ㅡ 를 이용하려고 한다."[2]

그렇다면 이러한 평가분석에서 어떠한 전쟁 강령이 나오는가? RCIT는 러시아 침략자들에 
대항하는 우크라이나의 전쟁에서 혁명적 방어주의 원칙을 적용한다. 동시에, 우리는 서방/나
토와 러시아 간의 분쟁에서 (강대국 간의 다른 모든 분쟁에서처럼) 혁명적 패배주의 원칙을 
적용한다. 그리하여 (위의 우리 선언문에서 다시 인용하자면) 다음과 같이 선언한다.

* 우크라이나 방어! 러시아 제국주의에 패배를! (일체의 제국주의 영향력으로부터 독립적인) 
우크라이나 민족 저항에 국제 민중연대를!

* 러시아뿐만 아니라 나토와 EU, 모든 제국주의 열강 타도! 이 열강들 간의 모든 분쟁에서 
혁명가들은 양 진영 모두에 맞서 싸운다!

   우크라이나 인민의 투쟁이 “제국주의적” 성격을 가지는가?

불행하게도, 트로츠키주의를 자칭하는 “국제맑스주의동맹”(IMT)은 이와는 매우 다른 접근법
을 가지고 있다. 국제맑스주의동맹은 러시아의 침공에 대항하여 우크라이나 인민을 방어하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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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부한다. 두 장문의 성명 ㅡ 하나는 국제맑스주의동맹의 공식 성명이고, 다른 하나는 조직의 
리더 앨런 우즈의 성명으로, 두 성명 모두 같은 날 발표됐다 ㅡ 에서 국제맑스주의동맹은 러
시아뿐만 아니라 우크라이나 인민도 마찬가지로 반동으로 간주한다. "이 전쟁은 양측 모두에
서 반동적 전쟁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전쟁에서 어느 쪽도 지지할 수 없다."[3]

제국주의 강대국과 반식민지 나라 간의 전쟁에서 이와 같이 중립 입장을 취하는 것이야말로 
부끄러운 반동 행위다! 우크라이나 대통령 젤렌스키가 반동적인 인물이자 나토의 자발적인 따
까리라는 것은 물론 사실이다. 그러나 이 전쟁이 푸틴과 젤렌스키 간의 전쟁이기보다는 유라
시아의 헌병과, 제국주의 식민지화에 맞서 나라를 방어하는 우크라이나 인민대중 간의 전쟁이
라는 것도 똑같이 사실이다.

역사는 피억압 인민을 상대로 한 제국주의 전쟁을 여러 번 봐왔다. 국제맑스주의동맹과 그 
런던의 중앙지도부도 명백히 경험했을 몇 가지 예만 들어본다면, 1982년 영국이 아르헨티나를 
상대로 벌인 말비나스 (포클랜드) 전쟁[4], 미국의 아프가니스탄(2001년)[5]과 이라크(2003년) 
침공[6], 이스라엘이 가자지구에서 팔레스타인 인민을 상대로 벌인 4차례 전쟁 (2008, 2012, 
2014, 2021년)[7], 1999-2008년 체첸에서[8], 2015년 이래 시리아에서[9] 러시아의 전쟁이 있
다. RCIT가 많은 문서에서 밝혀왔듯이, 맑스주의자들은 이러한 전쟁들에서 제국주의 침략자들
에 대항하여 피억압 인민을 ㅡ 그 지도부에게 어떠한 정치적 지지도 주지 않고서 ㅡ 방어한
다.

이러한 프롤레타리아 반제국주의는 국제맑스주의동맹 지도부에게는 뿌리 깊이 생소하다. 그
들은 말비나스 전쟁에서 제국주의 영국에 대항하여 반식민지 아르헨티나를 방어하길 거부했
고, 위에 거명한 그 밖의 전쟁들에서도 피억압 인민을 방어하지 않았다.[10] 국제맑스주의동맹 
지도부는 심지어 2013년 7월 이집트 시시 장군의 군사쿠데타를 환영하기까지 했다![11] 그러
므로 그들이 푸틴의 침공에 대항하는 현 방어전쟁에서 우크라이나 인민을 편 들길 거부하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니다.

물론 우리가 여러 문서에서 설명했듯이, 제국주의 외세가 반식민지 나라에서의 투쟁에 대해 
사실상 통제권을 쥐고 있는 상황이 있을 수 있다. 보통, 그러한 강대국이 병력을 해당 나라에 
보내거나, 통제권을 확실히 하기 위해 그와 비슷한 조치를 취하는 경우들이다. 이 같은 상황
에서 반식민지의 정의의 방어전쟁은 정당성을 잃고 제국주의 외세를 위한 대리전으로 전화될 
수 있다. 우리는 이러한 전화를 1차 세계대전에서 세르비아의 경우에서, 또는 보다 최근 사례
로는 1999년 코소보 전쟁에서 보아왔다. 그러나 그러한 전화는 지금까지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는 일어나지 않았다. 그리고 우리의 위 선언문을 다시 인용하자면, “이것은 미래의 가능성일 
뿐이며, 혁명가들은 그들의 전략을 내일에 대한 추측이 아닌 오늘의 사실에 기초한다.”

   "지구상에서 가장 반혁명적인 세력" - 신형 제국주의인가?

반대로 국제맑스주의동맹은 우크라이나 인민을 방어하길 거부한다. 정당한 방어전쟁에 대한 
이와 같은 배신은 오랫동안 국제맑스주의동맹 중앙지도부가 러시아의 제국주의적 성격을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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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길 거부해 온 것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우리는 이러한 오류를 여러 차례 지적한 바 있
다.[12] 나토-러시아 분쟁과 우크라이나 전쟁에 관한 이 조직의 성명들은 이를 완전히 확인해
준다. 이 성명들은 미국과 EU를 "제국주의"로 내내 규탄하면서도, 러시아에 대해 제국주의로 
성격규정 하는 언급들은 거의 찾아보기 힘들다. 위에 언급한 조직의 리더 앨런 우즈의 성명을 
보라. 장문의 성명에서 서방 제국주의에 대한 규탄 언급은 많은데 "러시아 제국주의"에 대해서
는 말 자체가 없다.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것은 나토가 아니라 러시아라는 사실을 고려하면 정
말 놀라운 일이다!

가속화 하고 있는 패권경쟁 속에 서로 물고 물려 있는 복수의 제국주의 강대국 (미국, 중국, 
EU, 러시아, 일본)의 존재를 인식하지 않고서는 현 역사시기에 올바른 방향을 찾는 것이 불가
능함을 RCIT는 줄곧 설명해왔다. 우리가 몇몇 연구논문에서 보여주었듯이, 러시아는 주요 제
국주의 강대국이며 이를 부정하는 수많은 수정주의자들은 완전히 틀렸음이 드러나고 있다.

다행히도, 국제맑스주의동맹에는 그러한 반동적 입장에 반대하고 이 강대국의 제국주의적 
성격을 인정하는 동지들이 ㅡ 특히 그 조직의 러시아 지부에 ㅡ 있다. 국제맑스주의동맹 지도 
부의 공식 문서에서는 앨런 우즈를 비롯한 중앙 지도부가 그러한 내부 반대를 무시할 수 있었
다. 그러나 러시아의 대 우크라이나 전쟁 시작 이후로는 쉽게 그렇게 할 수 없게 됐다.

이러한 반대의 결과로 국제맑스주의동맹 지도부는 가장 최근의 성명에서 명시적으로 러시아
를 제국주의 열강으로 성격규정 하는 것으로 정정 요구를 수용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리고 
분명히 러시아 지부는 현 정세에서 약간의 도덕적 무게를 싣고 있다!). 이것은 그 자체로 환영
할 만한 일이지만, 앨런 우즈와 중앙지도부는 그러한 정식 인정에서 나올 그 어떤 구체적인 
진보적 결론도 일체 무력화시킬 수 있었다.

그들은 미 제국주의를 "지구상에서 가장 반혁명적인 세력"이라고 부르며 낯선 새 범주를 발
명해냈다. 이 정식(定式)이 앞서 언급한 두 성명에서 모두 반복되는 만큼 우즈와 중앙지도부가 
이 정식을 특정 의미와 연결시키려 한다는 것은 분명하다. 이는 설사 러시아가 제국주의 열강
이라 할지라도, 미국보다는 "지구상에서 덜 반혁명적인 세력"일 것이라는 의미다.

이러한 신형 제국주의의 발명은 맑스주의 방법과 아무 관계가 없다. 지난 수십 년간 미국이 
러시아보다 더 많은 침략전쟁을 벌인 것은 물론 사실이다. 그러나 이 때문에 맑스주의자들이 
"가장 악랄한 제국주의자들"과 "덜 악랄한 제국주의자들"이라는 식의 구분법을 쓰진 않는다. 
레닌이 1차 세계 대전에서 영국과 독일을 차별화했는가? 앨런 우즈의 방법을 따른다면, 레닌
은 영국이 가장 많은 식민지를 보유하고 있었으므로 "지구상에서 가장 반혁명적인 세력"이라
고 불렀어야 했다. 반대로 독일은 식민지가 거의 없었다. 이것이 독일을 영국보다는 "덜 반혁
명적인 세력"이 되게 했는가? 레닌은 제국주의 강도들을 그런 식으로 구분한 적이 없다.

실제로 “지구상에서 가장 반혁명적인 세력”이라는 정식은 일관된 반제국주의 입장을 취하길 
거부하는 구실일 뿐이다.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중립 입장을 취하기 위한 구실이다. 러시아를 
미 제국주의의 피해자로 제시하고, 푸틴의 모든 정치적 행보는 방어적 성격을 가진 것이며 주 
도발자는 미국과 나토라고 주장하기 위한 구실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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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확히 하자. 국제맑스주의동맹 지도부는 1945년 이후 유럽에서 가장 중요한 전쟁에서 국
제주의적이고 반제국주의적인 입장을 취하는 데 실패했다. 국제맑스주의동맹 내 진짜 맑스주
의자들이 러시아 제국주의에 대한 이러한 수치스러운 영합에 맞서 싸우는 것이 실로 중요한 
이유다. RCIT는 푸틴의 침략에 대항하여 우크라이나 인민을 방어하고 동시에 서방 제국주의
와 러시아 제국주의 둘 다에 반대하는 모든 사회주의자들과 힘을 합치기를 기대하고 있다.

--------------------------------------------------------------------------
[1] 독자들에게 현 나토-러시아 분쟁에 대한 모든 RCIT 문서를 모아놓은 다음의 우리 웹사

이트 특별 페이지를 방문할 것을 권한다.  
https://www.thecommunists.net/worldwide/global/compilation-of-documents-on-nato
-russia-conflict/

[2] RCIT Manifesto: Ukraine War: A Turning Point of World Historic Significance. 
Socialists must combine the revolutionary defense of the Ukraine against Putin’s 
invasion with the internationalist struggle against Russian as well as NATO and EU 
imperialism, 1 March 2022, 
https://www.thecommunists.net/worldwide/global/manifesto-ukraine-war-a-turning-
point-of-world-historic-significance/ [<우크라이나 전쟁: 세계사적 의의를 갖는 전환점에
서 사회주의자들의 임무> 
https://www.thecommunists.net/worldwide/global/manifesto-ukraine-war-a-turning-
point-of-world-historic-significance/#anker_1]

[3] IMT: The Ukrainian war: an internationalist class position, 01 March 2022, 
http://www.marxist.com/the-ukrainian-war-an-internationalist-class-position-imt-st
atement.htm; Alan Woods: The Ukrainian conflict: is this the start of World War 
III? 28 February 2022 
https://www.marxist.com/the-ukrainian-conflict-is-this-the-start-of-world-war-iii.ht
m

[4] 이에 대해서는 다음 책의 13장을 보라. Michael Pröbsting: The Great Robbery of 
the South. Continuity and Changes in the Super-Exploitation of the Semi-Colonial 
World by Monopoly Capital Consequences for the Marxist Theory of Imperialism, 
2013, https://www.thecommunists.net/theory/great-robbery-of-the-south/.

[5] 아프간에서 미국의 패배에 관한 RCIT 문서들을, 다음의 우리 웹사이트 상의 특별 하위 
페이지에 모아놓았다. 
https://www.thecommunists.net/worldwide/asia/collection-of-articles-on-us-defeat-i
n-afghanist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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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이에 대해서는 다음 책의 13장을 보라. Michael Pröbsting: The Great Robbery of 
the South. Continuity and Changes in the Super-Exploitation of the Semi-Colonial 
World by Monopoly Capital Consequences for the Marxist Theory of Imperialis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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