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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러시아 배외주의 논설이 밝힌 파쑈 프로젝트

러시아 국영통신사 리아 노보스티의 논설기사에 대한 논평
  

 미하엘 프뢰브스팅, 혁명적 공산주의인터내셔널 동맹 (RCIT) 국제서기, 2022년 4월 7일, 
www.thecommunists.net

푸틴 정권은 극 반동적인 대러시아 배외주의(쇼비니즘) 물결을 부추김으로써 우크라이나에 대
한 제국주의 침공을 정당화하려 한다. 푸틴 정권은 나토에 대항해서만 "조국 방어"를 외치는 
것이 아니다. 우크라이나를 겨냥해서도 “조국 방어”를 외친다. 우크라이나와 우크라이나 인민
에 대해 맹독성 프로파간다를 퍼트린다. 실제로 푸틴과 그의 이데올로그들은 우크라이나 민족
의 존재 자체를 부정한다. 그에 따라 분리 독립 국가를 가질 권리를 포함하여 우크라이나의 
민족자결권을 부정한다. 소비에트 러시아 초기에 레닌의 민족 정책이 결국 우크라이나를 비롯
한 비 러시아계 인민의 민족자결과 분리독립을 초래하게 한 “원흉”이라며 레닌에 대한 거친 
비난을 퍼붓는 것도 푸틴 정권의 이러한 대러시아 배외주의 선동의 한 테마다.[1]

예상 밖으로 러시아 군대가 신속한 승리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것도 푸틴 정권이 대러시아 배
외주의 몰이에 박차를 가하는 배경이 되고 있는데, 몇몇 지점에서는 이것이 파시스트 집단학
살 (제노사이드) 프로파간다 수준으로까지 나타나고 있다. 러시아 국영 통신사 리아 노보스티
가 4월 3일에 발표한 장문의 기사를 보면 이를 선명하게 볼 수 있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를 
어떻게 해야 하는가"라는 제목의 이 논설기사는 그저 우크라이나 민족의 존재를 부정하는 것
으로 그치지 않는다.[2]

이 기사는 한 걸음 나아가 우크라이나를 "나치, 반데라주의 우크라이나"로 성격규정 한다. 기
사는 젤렌스키 정부와 모든 국가기관, 군대를 비롯한 모든 무장 대오들을 "나치"라고 지칭한
다. 현재로선 우크라이나인 다수가 그 정부와 군대를 지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이 기사의 
“나치” 주장은 우크라이나 주민 다수가 러시아군이 적으로 취급해야 할 “나치”라는 얘기다. "
국민의 상당 부분이 ㅡ 아마도 그 다수가 ㅡ 나치 정권에 의해 나치 정치를 익히고 나치 정치
로 이끌려 들어갈 때는 탈나치화가 필요하다. 즉 ‘국민은 선한데 정부가 나쁘다’는 가설이 통
하지 않을 때는 말이다. 이 사실에 대한 인식이야말로 탈나치화 정책의 기초이며, 그 사실 자
체가 탈나치화 정책의 주제를 이룬다."

리아 노보스티 통신은 군대를 비롯한 모든 우크라이나 무장 대오를 가능한 가장 광범위하게 
죽일 것을 촉구한다. "무기를 든 나치는 가능한 최대로 전장에서 파괴되어야 한다. AFU [우크
라이나군]와 소위 나츠바트, 그리고 이 두 유형의 군사 대오에 합류한 국토방위대 등을 구별
하는 것은 의미 없다. 그들 모두는 민간인에 대한 잔악무도함에 똑같이 연루되어 있고, 러시
아 국민의 대량학살에서도 똑같이 범죄자들이며, 전쟁 법과 관습을 준수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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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아 노보스티는 또 우크라이나 주민을 "탈나치화"하기 위해 전체주의 정권의 수립을 제창한
다. “이러한 주민 집단의 추가적 탈나치화는 재교육으로 이루어지는데, 재교육은 나치 태도에 
대한 이데올로기적 금압과 엄격한 검열로 성취된다. 정치 영역뿐만 아니라 문화·교육 영역에
서도 필요하다.”

이들 대러시아 광신자들에 따르면, 러시아 지배 하의 미래의 우크라이나는 "우크라이나"라는 
이름도 유지해서는 안 된다! “나치 정권으로부터 해방된 영토에서 우크라이나라는 이름은, 완
전히 탈나치화 된 국가의 명칭으로 쓸 수 없다.”

대러시아 프로파간다의 감춰진 목표는 우크라이나 민족 의식의 청산이다. "형제 국민"은 자신
이 "루스키 미르 (러시아 세계)"의 일부라는 것을 인식해야 한다. "탈나치화는 필연적으로 탈우
크라이나화일 것이다. 과거 소련 당국은 역사적 소러시아 · 노보로시아 영토 주민의 민족적 
자기 정체성 부분을 대규모 인위적으로 부양했는데 이것을 거부하는 것이 바로 탈우크라이나
화다.... 우크라이나는 원래의 경계로 복귀하여 그 정치적 기능이 제거돼야 한다. 말하자면, 그
루지야나 발트해 국가들과는 달리 우크라이나는, 역사가 보여주듯이 민족 국가로서 가능하지 
않으며, 민족국가를 ‘만들려는’ 시도는 필연적으로 나치즘으로 이어진다. 우크라이나주의는 인
위적인 반러시아주의적 구성물로, 아무 독자적인 문명적 내용도 없으며 이방적인 외국 문명의 
종속 요소다. 탈반델라화 그 자체만으로는 탈나치화를 하는 데 충분치 못할 것이다. 반델라적 
요소는 유럽의 나치 우크라이나 프로젝트를 위장하고 연막을 피우는 광대일 뿐이므로 우크라
이나의 탈나치화는 필연적으로 탈유럽화이기도 하다."

이러한 프로젝트가 그 성격에서 파쑈 전체주의라는 것은 설명이 필요치 않다. 우크라이나 인
민에게서 "우크라이나 적인" 것은 일체 절멸해야 한다는 얘기다. 제노사이드 정책의 길을 열어
주는 프로젝트다.

이 논설기사에서 놀라운 것은 숨김없는 파쑈 전체주의 관점뿐만이 아니다. 이 논설이 특히 경
보 벨을 울리는 것은 러시아 파시즘 대부 알렉산드르 듀긴의 전통에 있는 극우 민족주의자들
이 낸 게 아니라는 것이다. 국영 통신사 리아 노보스티가 낸 논설이다. 그러므로 그것은 일부 
주변 요소들의 견해가 아니라 러시아 정권 자체의 견해를 반영한다!

   대러시아 배외주의 프로젝트의 공모자 – 스탈린주의 KPRF

우리가 다른 문서들에서 보여주었듯이, 겐나디 주가노프의 "러시아연방공산당"(KPRF)은 푸틴
의 대 우크라이나 전쟁을 그 시작 시점부터 전면 지지해왔다. KPRF는 푸틴의 극단적 배외주
의 대러시아 언사를 공유하며 바람직한 우크라이나 "탈나치화"를 운운하기까지 한다. 예를 들
어 전쟁 초기에 낸 성명에서 다음과 같이 썼다. "러시아 당국은 돈바스 인민공화국들 지도부
의 호소를 좇아, 나치 도발자들을 강제하여 평화로 몰아넣기 위한 군사-정치적 작전을 감행했
다. 이 조치들은 돈바스의 평화를 보장하고 미국과 나토 측으로부터 증가하는 위협에 맞서 러
시아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우크라이나의 탈군사화와 탈나치화만이 러시아와 우
크라이나, 그리고 유럽 전체의 지속적인 안전을 보장할 수 있다."[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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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PRF는 또 다른 성명에서 다음과 같이 썼다. “우크라이나가 나치 이데올로기의 온상이 되는 
것을 막기 위해 우크라이나를 탈군사화하고 탈나치화 할 필요성이 국제사회의 주요 관심사가 
되어야 한다. 이는 우크라이나가 침략적인 제국주의 미-나토 동맹의 교두보로 유라시아 나라
들을 겨누는 나치 국가로 되어버리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다. 우리는 러시아와 세계의 모든 
진보 정치세력들에게 수세기 동안 지속되어 온 러시아인과 우크라이나인 사이의 우의를 위해 
인민외교 메커니즘을 사용해줄 것을 촉구한다."[4]

이와 같이 러시아 스탈린주의자들은 우크라이나 점령 전쟁에서 "조국을 방어"할 뿐만 아니라, 
숨김없이 공공연하게 대러시아 배외주의를 "나치-우크라이나"에 대항하는 무기로 채택하기까
지 한다!

오늘 전 세계의 많은 스탈린주의자들이 그들의 동지 주가노프의 숨김없는 러시아 배외주의에 
당황함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이 신사양반은 자신이 배외주의 "루스키 미르" 개념을 
지지하는 것에 대해 결코 비밀로 감춘 적이 없다. 실제로 전 세계의 많은 스탈린주의 당들이 
KPRF와 손 맞잡고 러시아 (및 중국)에 사회제국주의적 지지를 바치고 있다.[5]

RCIT는 RCIT 러시아 동지들이 러시아 제국주의와 그 배외주의 프로파간다에 맞서는 강고한 
반대자라는 것을 자랑스럽게 여긴다. 우리는 함께 푸틴의 침략에 맞서 우크라이나의 방어와 
러시아 제국주의의 패배를 내건다. 동시에 우리는 러시아와 서방 양 제국주의 진영 둘 다에 
반대한다.[6]

------------------------------------------------------------------------
[1] 이에 대해서는 다음 팜플렛 5장 및 6장을 보라. 미하엘 프뢰브스팅, <푸틴의 푸들들 -
현 나토-러시아 분쟁에서 친러 스탈린주의 당들>, 
https://www.thecommunists.net/theory/nato-russia-conflict-stalinism-as-putin-s-po
odles/#anker_12

[2] Тимофей Сергейцев: Что Россия должна сделать с Украиной, 03.04.2022, 
https://ria.ru/20220403/ukraina-1781469605.html; 논설기사 영어본을 다음에서 볼 수 있
다 . 
https://cryptodrftng.substack.com/p/day-40-what-Russia-should-do-with?s=r&fbclid
=IwAR1P1VbCQvQlQcBKupt2KEKXOnc7EGihI9oyWm3qTccJiKRUzmB60fMnpxc. 모든 인용
은 (다른 언급이 없는 한) 이 영어본 기사에서 인용한 것이다.

[3] KPRF: The People of Ukraine Must Not Be a Victim of World Capital and 
Oligarchic Clans, 25.2.2022 
http://www.solidnet.org/article/CP-of-the-Russian-Federation-The-People-of-Ukrain
e-Must-Not-Be-a-Victim-of-World-Capital-and-Oligarchic-Clans.-Statement-of-the-
CPRF-CC-Presidium/; 다음도 보라. KPRF: What is happening in and around Ukra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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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 . 3 . 2 0 2 2 
http://solidnet.org/article/CP-of-the-Russian-Federation-What-is-happening-in-and
-around-Ukraine/; KPRF: The war crimes of Nazi-Bandera nationalists must be 
condemned by the whole world, 2.3.2022. 
http://solidnet.org/article/CP-of-the-Russian-Federation-The-war-crimes-of-Nazi-B
andera-nationalists-must-be-condemned-by-the-whole-world/; V.N.Tetekin: 
Hostilities in Ukraine. What is happening and why? 21.3.2022, 
http://www.solidnet.org/article/CP-of-the-Russian-Federation-Hostilities-in-Ukraine.
-What-is-happening-and-why/; KPRF: Fascists from Europe and terrorists from the 
Middle East support Nazis and Bandera nationalists, 8.3.2022, 
http://solidnet.org/article/CP-of-the-Russian-Federation-Fascists-from-Europe-and-
terrorists-from-the-Middle-East-support-Nazis-and-Bandera-nationalists/; Gennady 
Zyuganov: The Heinous Provocation of Bandera Nazis Requires Investigation, 
5 . 4 . 2 0 2 2 , 
http://www.solidnet.org/article/CP-of-the-Russian-Federation-THE-HEINOUS-PROVO
CATION-OF-BANDERA-NAZIS-REQUIRES-INVESTIGATION/; Vyacheslav Tetekin, 
Nazism - Ukraine’s Deadly Disease, 26.3.2022, 
http://www.solidnet.org/article/CP-of-the-Russian-Federation-Nazism-Ukraines-Dea
dly-Disease/;

[4] KPRF Position concerning the special operation of the RF in Ukraine, 4.3.2022, 
http://solidnet.org/article/CP-of-the-Russian-Federation-CPRF-Position-concerning-
the-special-operation-of-the-RF-in-Ukraine/

[5] 이에 대해서는 상기한 <푸틴의 푸들들> 이외에 같은 저자의 다음 팜플렛도 보라. <두 주
인을 섬기는 시종 - 스탈린주의와 제국주의 신냉전> 
https://www.thecommunists.net/theory/servants-of-two-masters-stalinism-and-new-
cold-war/#anker_10; 또 다음 글들도 보라. 미하엘 프뢰브스팅: <중국 제국주의의 벗들은 
어떻게 ‘착한 글로벌 자본주의’를 꿈꾸고 있는가>, 
https://www.thecommunists.net/home/%ED%95%9C%EA%B5%AD%EC%96%B4/one-sid
ed-and-naive-call-by-pacifists-and-chinese-social-imperialists/; Stalinist and 
“Trotskyist” Supporters of Chinese Imperialism under the Fig-Leaf of 
“Anti-Imperialism”. A commentary on the statement “No to U.S. war threats 
against China!” by the “United National Antiwar Coalition” in the U.S., 4 April 
2 0 2 1 , 
https://www.thecommunists.net/worldwide/global/stalinist-and-trotskyist-supporters
-of-chinese-imperialism-under-the-fig-leaf-of-anti-imperialism/

[6] 우크라이나 전쟁과 현 나토-러시아 분쟁에 관한 60여 편의 RCIT 문서가 다음의 우리 웹
사이트 특별 페이지에 수록되어 있다. 
https://www.thecommunists.net/worldwide/global/compilation-of-documents-on-na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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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ussia-conflict/. 가장 중요한 다음 문서들을 보라. < [RCIT 선언문] 우크라이나 전쟁: 세계
사적 의의를 갖는 전환점에서 사회주의자들의 임무> 
https://www.thecommunists.net/worldwide/global/manifesto-ukraine-war-a-turning-
point-of-world-historic-significance/#anker_1; RCIT: Ukraine War: An Action 
Program for Authentic Socialists, 1 March 2022, 
https://www.thecommunists.net/worldwide/global/ukraine-war-an-action-program-fo
r-authentic-socialists/; Medina Gunić: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서 새 전환점> 
https://www.thecommunists.net/worldwide/global/a-new-turning-point-in-russia-s-i
nvasion-of-the-ukraine/#anker_4; RCIT: <우크라이나에 대한 푸틴의 제국주의 전쟁을 타
도 하 자 ! > 
https://www.thecommunists.net/worldwide/global/down-with-putin-s-imperialist-war
-against-the-ukraine/#anker_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