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러시아의 모든 사회주의자들에게 드리는 공개서한: 단결하여 러시아 제
국주의와 싸우자!

  사회주의동맹 (러시아) & 혁명적 공산주의인터내셔널 동맹 (RCIT)의 공개서한, 2022년 7월 
21일, https://www.socialisttendency.com & www.thecommunists.net

 동지들, 자매·형제들!

우리 모두는 우리가 국내적으로, 국제적으로 모두 역사적인 전환점에 있다는 것을 느끼고 있
다. 푸틴의 군대에 의한 우크라이나 침공과 동서 강대국들 간 패권경쟁의 가속화는 미증유의 
위기와 반동 공세가 몰아치는 새로운 시기를 열어놓았다.

스리랑카, 에콰도르, 우즈베키스탄에서의 민중봉기와 수단에서의 대규모 시위 등은 전 세계적
으로 다가오는 정치적 대폭풍의 전조일 따름이다!

푸틴 정권은 탄압의 수위를 대폭 높이고 그리하여 정권의 전체주의적·보나파르트주의적 성격
을 강화함으로써 전쟁과 위기를 관리하려고 한다. 동시에, 푸틴 정권은 러시아 내 피억압 소
민족 및 가난한 농촌 지역 출신의 계약병을 주로 전장에 투입함으로써 전쟁의 정치적 비용을 
최소화하길 희망한다.

그 결과, 전쟁 시작 직후의 자연발생적인 대규모 시위는 수천 명의 활동가들이 체포된 가운데 
탄압 군에 의해 진압되어버렸다. 이에 따라 인민대중 속의 수동적인 체념과 반전 활동가들 사
이의 사기 저하가 퍼지고 있다. 즉 현재 러시아에서 반혁명적 정세에 직면해 있는 것이다.

그러나 누구도 1917년 이전에 1914년이 있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 즉 찬란한 10월 혁
명 이전에 러시아 사회는 그 정치적·사회적 모순이 배외주의·군국주의 물결에 의해 잔혹하게 
억눌리는 시간이 존재한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

사회주의동맹 (러시아)과 혁명적 공산주의인터내셔널 동맹 (RCIT)은 오늘 러시아에서 사회주
의자들의 주 임무는 대오를 결속, 강화하고 현 사건의 정치적 교훈을 끌어내서 다가오는 대폭
풍을 조직적으로 예비하는 것이라고 확고히 생각한다.

우리는 최근 몇 주, 두 개의 공동성명에서 러시아의 사회주의자들이 일관된 국제주의·반제국
주의 노선을 취하는 것이 왜 지금 가장 절실히 필요한지 설명했다. (아래 링크 참조). 다음과 
같은 슬로건으로 이 노선을 요약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우크라이나를 방어하라! 푸틴의 침
략에 패배를! 러시아 제국주의도 서방 제국주의도 다 반대! 국제 사회주의혁명!

이 공개서한에서, 우리는 러시아의 모든 사회주의자들에게 이러한 정치노선으로 힘을 합칠 것



을 호소한다. 구체적으로, 우리는 모든 동지들에게 ㅡ 동지가 현재 어느 조직에 속했느냐와 
관계없이 ㅡ 다음과 같은 기초 위에서 공동으로 정치 블록을 만들 것을 제안한다.

1) 러시아 국가의 제국주의적 성격에 대한 인정.

2) 비타협적인 혁명적 패전주의: 모든 분쟁·충돌에서 러시아 제국주의 타도!

3) 푸틴의 침공에 대항하여 우크라이나의 방어! 체첸 인민을 비롯한 그 밖의 러시아 내 피억
압 인민의 민족자결권 (독립국가 창설권 포함) 지지! 시리아와 아프리카 나라들에서 러시아 군
대의 철수!

4) 동서 어느 강대국도 지지하지 않는다! 제국주의 강대국들에 다 반대한다! 일체의 제국주의 
제재 반대!

5) 전쟁을 핑계로 한 노동개악 반대! 계급협조, 계급휴전 반대! 노동자의 생존권·노동기본권 
방어 투쟁을 준비하고 조직하자!

이것은 러시아의 모든 진정한 사회주의자들의 공동 블록을 위한 우리의 제안이다. 당연히, 우
리는 우리의 제안에 대한 수정 또는 추가 사항에 대해 논의할 준비가 되어 있다. 그러나 우리
는 그러한 블록이 가능한 한 빠르게 구성되어야 한다고 강조한다.

동지들, 지체할 시간이 없다! 역사가 지금 일어나고 있다. 지금 행동하자!

                      * * * * *

사회주의동맹과 RCIT의 다음 두 공동선언 문서 참조.

국제주의·반제국주의 토대 위에서 동·서 강대국에 대항하는 투쟁을 위하여!
사회주의동맹 (러시아)과 혁명적 공산주의인터내셔널 동맹 (RCIT) 간 자매 조직 선언, 2022년 
6월 8일 
https://www.thecommunists.net/rcit/declaration-of-fraternal-relations-between-ct-ru
ssia-and-rcit/#anker_7

푸틴의 침공에 맞서 우크라이나 인민 방어! 러시아 제국주의와 나토 제국주의 타도! 
사회주의동맹 (러시아) & 혁명적 공산주의인터내셔널 동맹 (RCIT) 공동성명, 2022년 6월 4일
https://www.thecommunists.net/rcit/joint-statement-with-ct-russia-on-ukraine-war-
4-6-2022/#anker_5



우크라이나 전쟁과 현 나토-러시아 분쟁에 관한 100여 편의 RCIT 문서가 다음의 우리 웹사
이트 특별 페이지에 수록되어 있다. 
https://www.thecommunists.net/worldwide/global/compilation-of-documents-on-nato
-russia-conflic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