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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주의동맹 (러시아)과 혁명적 공산주의인터내셔널 동맹 (RCIT)의 통합에 관한 공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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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회주의동맹 (러시아)과 혁명적 공산주의인터내셔널 동맹(RCIT)이 몇 달 간의 협력과 
논의를 거친 끝에 힘을 합치기로 결정했다. 이제부터 사회주의동맹은 RCIT 러시아 지부로 활
동하며, RCIT 국제집행위원회에 대표자를 파견한다.

  2. 통합의 강령적 기초는 다음과 같다.

a) RCIT <혁명적공산주의 선언>에 대한 동의 ("혁명의 불이 재앙 자본주의를 불태울 것이다!", 
2021년 4월, https://www.thecommunists.net/rcit-fire-manifesto-2021/).

b) 현 세계정세의 핵심 쟁점이자 러시아 운동진영 내 결정적 시험대인 우크라이나 전쟁, 러시
아 제국주의와 푸틴 정권의 성격, 제국주의 간 패권경쟁의 본질에 대한 강령적 일치. 실제로 
이 문제들에 대해 일관된 국제주의·반제국주의 입장을 취하는 것 없이 현 시기에 혁명가로 행
동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 분야에서 우리의 광범위에 걸친 의견 일치는 3개 공동성명과 사
회주의동맹의 2개 정치보고, 그리고 RCIT의 “돈바스 테제”로 표명되어 있다. (이 문서들 모두
가 다음 링크에 게시되어 있다. 
https://www.thecommunists.net/worldwide/global/compilation-of-documents-on-nato
-russia-conflict/)

c) 나아가 사회주의동맹 동지들은 일련의 쟁점들 (체첸, 시리아 혁명과 터키 개입 문제, 베네
수엘라, 1992-95년 보스니아 전쟁, 1979-89년 소련의 아프가니스탄 개입 등)에 대한 RCIT의 
입장을 숙지하고 전반적인 동의를 표했다.

   3. RCIT의 기존 러시아 회원들은 몇 년 전부터 사회주의동맹 동지들과 부정기적인 연락·
접촉관계를 진행해왔었다. 이 당시 클리프 파 IST (영국 SWP 주도의 국제사회주의경향)에 속
해 있었던 사회주의동맹 동지들은 러시아를 제국주의 국가로 규정하고 푸틴 정권에 대항하여 
비타협적인 반제국주의 입장을 취하는 등 IST의 틀 안에서 자신의 입장을 펴왔다. 그리하여 
사회주의동맹 동지들은 전쟁 그 첫날부터 우크라이나를 방어했고, 일관된 혁명적 패전주의 입
장을 채택하도록 SWP/IST를 설득하려고 노력했다. 그러나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반동적 기권
주의 입장을 취하는 SWP 지도부로부터 답변을 받지 못하고, 그 결과 6월 초에 동지들은 공
식적으로 SWP/IST와 분립했다.

   4. 사회주의동맹과의 통합이 RCIT에게 중요한 전진인 것은, 단순히 RCIT가 존재하는 나라
가 또 하나 추가되고 우리의 활동이 확대되어서만이 아니다. 세계정치 일반에서 러시아의 역



할과, 그리고 현재 우크라이나 전쟁을 그 초점으로 하고 있는 현 세계정세 때문에 특히 이 통
합이 중요한 의의를 갖는다.

   5. 우리는 우리의 관점과 투쟁방향을 공유하는 러시아의 사회주의자들에게, 그리고 국제적
으로 모든 사회주의자들에게 혁명당 건설에 우리와 함께 할 것을 요청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