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코로나19 글로벌 반혁명의 본질에 대하여

이 장에서는 현 글로벌 반혁명의 특징들과 그 방향에 대해 좀 더 상세하게 다루고자 한다.
그 전에 먼저 우리가 이러한 시도의 한계를 십분 인식하고 있음을 밝혀둔다. 당연히 이 같은
초기 단계에 세부적인 성격규정을 제시하는 것은 가능하지 않다. 실제로 주도적 부르주아지
써클들 자신들이 여전히 향후 진행방향을 놓고 전면적인 토론 중에 있다. 더욱이 향후 대대적
인 계급투쟁이 불가피하며, 이 계급투쟁이 이후 발전방향에도 의당 영향을 미칠 것이다.
그럼에도 여러 객관적인 경향들을 볼 수 있는데, 세계정치의 지난 사태발전에서 비롯한 경
향뿐만 아니라 현 자본주의 위기의 본질에서 비롯한 경향이 있다. 모두 일정한 방향을 지시하
고 있다. 향후 계급투쟁의 도전과제들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객관적 경향들을 분석하는
것이 중요하다. 1920년대 스탈린주의 사상 단속 이전 소련의 주도적인 맑스주의 철학자 아담
데보린은 “맑스주의자는 무엇보다도 전반적 발전 방향을 가늠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1) 실
로 기본 동역학에 대한 명확한 이해가 없이는 혁명가들은 정치적 방향 상실로 빠져버릴 것이
다.
막 열린 새 시기에 전개되고 있는 부르주아 정치의 발전에 대해 성격규정을 내리는 것으로
시작해보자. 위에서 언급한 한계를 의식하며 우리는 자본주의의 현 발전방향을 포괄적으로 다
음과 같이 지적할 수 있다.
a) 독점 강화
b) 국가자본주의
c) 국가 보나파르트주의
d) 배외주의
이러한 방향들에 대해 보다 세부적으로 논의하기 전에 일반적인 평가를 먼저 해보자. 우리
는 이 네 가지 특징이 서로

분리될 수 없다고 본다. 1929년 수준의 경제적 파국은 불가피하

게 대대적인 독점화 과정을 가속화시킨다. 큰 물고기가 많은 작은 물고기들을 잡아먹는다. 특
히 그 큰 물고기가 배고플 경우에는 말이다. 깊은 공황기에 대자본가들은 국가로부터의 더 많
은 도움과 규제를 필요로 한다. 대자본가들은 잠재적으로 반란 기세에 있는 대중에 대한 “강
한 주먹”이 필요하다. 그리고 국외의 자본가 라이벌들에 대한 “강한 주먹”도 필요하다. 이 모
든 동역학은 필연적으로 제국주의 나라들의 독점 부르주아지를 배외주의적 국가 보나파르트주

의 방향으로 몰아간다. 당연히 이 과정은 각국 상황 및 계급들 간 투쟁의 진로에 따라 서로
다른 형태와 서로 다른 속도를 취한다. 그러나 전 세계적으로 이러한 과정이 일반적인 추세로
나타날 것이다.

1) Abram Deborin: Lenin als revolutionärer Dialektiker (1925); in: Unter dem Banner des
Marxismus, 1. Jahrgang (1925-26), p. 224 (영역은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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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자유주의 이후의 독점 강화와 국가자본주의
첫째, 위에서 우리가 보여주었듯이, 현 자본주의 세계경제 침체는 그 골이 너무도 깊다. 이
것은 일차적으로 소부르주아 자영업 층과 나아가 중소 자본가들의 파산이 광범위하게 일어날
것임을 뜻한다. 많은 나라들에서 일찌감치 나오고 있는 보도들이 이를 확인해준다. 이 과정은
미국이나 서유럽 같은 “자유시장” 나라들에서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진행된다. 사우스차
이나 모닝포스트 지에 따르면, “코로나바이러스 팬데믹이 세계 2위의 경제대국을 강타하면서
1분기에 46만 개 이상의 중국 기업들이 영구적으로 문을 닫았다.”2)
이것은 한편, 대기업의 시장 지배력이 한층 더 커질 것임을 의미한다. 즉 이 위기의 중요한
결과로, 자본주의 세계경제의 독점화에 더 큰 도약이 있을 것이다. 그에 따라 훨씬 더 적은
수의 제국주의 국가 독점체들이 세계시장을 장악하고 초과이윤을 전유할 것이다. 그리고 이들
독점체가 시장과 가격을 조종할 훨씬 더 강력한 지위를 점할 것이다.
이러한 경제적 결과와 함께 중요한 정치적 결과도 있다. 상당 부분의 소자본가들 및 소부르
주아 제 계층의 위기, 고통, 절멸은 부르주아 체제의 지배 엘리트 ㅡ 독점자본가들 및 그들과
연계된 정치가들·장군들 ㅡ 가 지금까지 자기 지배체제의 한 기반이 되어온 자본주의 사회의
중요한 층을 잃는다는 뜻이기도 하다. 이와 같이 필사적인 상황으로 내몰리는 소자본가와 소
부르주아 제 계층은 급진화가 불가피할 것이고 좌우 어느 쪽으로든 방향을 틀 것이다. 전위가
노동자계급을 전장으로 이끄는 데 성공하면, 전위는 이런 층들에게 리더십을 제공할 수 있다.
그렇지 않다면, 이러한 층들은 종교적 반계몽주의나 파시즘으로 눈을 돌릴 것이다.
둘째, 현재의 거대한 붕괴 때문에 불가피하게 자본가 국가가 경제생활에 대규모로 개입할
수밖에 없다는 것은 분명하다. 앞 장에서 개괄한 바와 같이, 우리는 이미 대대적인 경제 지원
프로그램을 목격할 수 있다. 그러나 2008-09년 대침체 (이른바 “글로벌 금융위기”) 때와 같은
제한된 성격의 국가자본주의적 개입이 단순히 재현되는 수준은 결코 아닐 것이다. 이번 경제
파탄이 훨씬 더 혹독하기 때문이다. 3차 대공황은 불가피하게 많은 은행과 업체의 파산 임박
으로 이어질 것이다. 따라서 자본가 국가가 대대적으로 개입하여 그러한 기업을 인수하거나,
타 기업과의 합병을 강요할 것이다.
더욱이 세계화의 붕괴를 고려할 때 국가들 간의 경쟁적 다툼이 ㅡ 따라서 국가들의 경제적
역할도 ㅡ 증가할 것이다. 여기에는 관세, 수출 지원, 외국의 경쟁을 제한하기 위한 규제 등이
있다. 리처드 하스 같은 부르주아 주류 사상가들도 이러한 상황 전개를 인식하고 있다. “세계
무역은 부분적으로 회복되겠지만, 그 중 더 많은 부분을 시장보다는 정부가 관리하게 될 것이
다.”3)
이 모든 것은 신자유주의의 정치적·경제적 파산을 보여주는 것으로, 부르주아 진영의 영리
한 관측자들도 이미 인정하고 있다. 물론, 좌파 자유주의자들과 케인스주의자들은 신자유주의
모델이 결국 자본주의를 망칠 것이라고 항상 선언해왔고, 따라서 그러한 파탄을 피하기 위해

2) Sidney Leng: Coronavirus: nearly half a million Chinese companies close in first quarter
as pandemic batters economy, South China Morning Post, 6 April 2020
https://www.scmp.com/economy/china-economy/article/3078581/coronavirus-nearly-halfmillion-chinese-companies-close-first
3) Richard Haass: The Pandemic Will Accelerate History Rather Than Reshape It, Foreign
Affairs,
7
April
2020
https://www.foreignaffairs.com/articles/united-states/2020-04-07/pandemic-will-accelerate
-history-rather-reshape-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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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는 국가자본주의적 개혁이 필요하다고 역설해왔다. 당연히 이러한 논자들은 현 사태로 자신
들의 옳음이 완전히 확인되었다고 보고 있다. 가디언의 글로벌 환경 편집자 조나단 왓츠는 이
렇게 썼다. “코로나바이러스 팬데믹은 우리 시대를 규정하는 정치적 문제인 ‘위험을 어떻게 분산시킬
것인가’라는 문제의 절박성을 일깨웠다. 기후 위기에서와 마찬가지로 신자유주의적 자본주의는 이 문제
에서도 특히 부적합한 체제로 입증되고 있다... 이 팬데믹의 결과가 자유시장 자본주의의 가장 파멸적인
실패 중 하나로 판명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4)

코빈 식의 노동당 노선을 지지하는 영국의 저명한 진본 언론인 폴 메이슨도 현 글로벌 위기
를 “새롭고 매우 다른 자본주의 모델”을 실시할 기회로 보고 있다. 알 자지라 홈페이지에 게
재된 최근 논평에서 메이슨은 다음과 같이 썼다.
“나 자신을 포함하여 좌파 경제학자들은, 장기적으로 성장 정체와 높은 부채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정책을 가져올 가능성이 높다고 경고해 왔다. 자동화로 인해 괜찮은 일자리가 불안정하고 희
소한 일자리가 되면서 국가가 시민들에게 보편적 소득을 지급하는 정책, 이러한 정책을 계속 유지
하기 위해 중앙은행이 국가에 직접 대출해주는 정책, 이윤으로 운영될 수 없는 공공 필수 서비스를
유지하기 위해 주요 기업들을 대규모로 공공 소유로 전환하는 정책. 아주 드물게 과거에 이러한 정
책들이 투자자들에게 제안됐던 경우 보통 반응은 정중히 머리를 가로 젓는 것이거나, 아니면 ㅡ 소
련 공산주의의 붕괴를 목격한 사람들 사이에서는 ㅡ 격분하는 것이었다. 그것은 자본주의를 죽일
것이라고 그들은 말했다. 그러나 이제 상상도 할 수 없었던 것이 여기 있다. 보편적 지급, 국가 구
제금융, 국가 부채에 대한 중앙은행의 재원 조달, 이 모든 조치가 그 주창자들조차도 충격을 받을
정도로 급속도로 채택되었다... 나에게는, 이러한 긴급 조치들은 언제나 상상 가능한 일이었다.
2015년 이래로, 나는 우리가 새로운, 매우 다른 자본주의 모델을 채택하지 않을 수 없게 될 것 ㅡ
고령화 인구 지원에 따른 경제적 비용 때문이 아니라 하더라도, 기후 변화의 위협 때문에라도 ㅡ
이라고 주장해왔다. 그러나 코로나19 위기는 모든 것을 단기적인 차원 안으로 가져왔다. 2020년대
중반에 이로부터 생겨나오는 자본주의는 이미 수백억 달러의 기본소득을 지급하고, 항공사와 호텔
체인을 국유화시킨 자본주의일 것이다. 그리고 선진경제국들의 정부 부채는 GDP의 평균 103% 수
준인 현재보다 훨씬 더 높을 것이다. 얼마나 더 높을지는 모르는데, 왜냐하면 GDP가 어디까지 떨어
질지 아직 모르기 때문이다.”5)

그러나 이렇게 지금 글로벌 자본주의가 파탄나면서 점점 더 많은 수의 주류 부르주아 논자
들도 더 이상 신자유주의 모델이 자본주의 체제를 운영하기에 적합하지 않으며 상당 규모의
국가자본주의적 규제·조절이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고 있다.
수십 년 동안 글로벌 포트폴리오 전략가로 복무하고 있는 마셜 아우어백은 세계화와 신자유
주의에서 탈피하여 국가 산업정책과 함께 국가의 보다 강력한 역할로의 전환을 주창하는 기사
를 연재했다. 그는 최근 다음과 같이 썼다.
“지금으로선, 우리는 전략적으로 중요한 산업에 소재·부품 등을 공급하는 해외 업체에 대한 과도
4) Jonathan Watts: Delay is deadly: what Covid-19 tells us about tackling the climate crisis,
24
March
2020,
https://www.theguardian.com/commentisfree/2020/mar/24/covid-19-climate-crisis-govern
ments-coronavirus
5) Paul Mason: Will coronavirus signal the end of capitalism? The peasants' revolt after the
14th-century plague saw off feudalism. After COVID-19, will it be the turn of capitalism?
3
April
2020,
https://www.aljazeera.com/indepth/opinion/coronavirus-signal-capitalism-200330092216678
.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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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의존을 줄이기 위해 엔지니어들이 말하는 소위 리던던시 [redundancy; 실제로 필요한 요소보다
더 많은 요소를 준비함으로써 보다 안정성을 유지하는 운영 기법]를 우리 시스템에 더 많이 구축함
으로써 공급망 취약성을 줄이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 우리는 전시 기간이나 대규모 경제난 (대공
황 같은) 때 나라가 일하는 방식 ㅡ 포괄적인 정부 주도 행동 (오늘날의 지배적인, 그리고 점점 더
구식이 되어가는 경제·정치 신학의 많은 부분에 역행하는) ㅡ 과 유사한 방식으로 국가 자원을 동원
할 필요가 있다. 즉 일관성 있는 국가산업정책의 부활 말이다. 글로벌 경제를 살리기 위해, 역설적
으로 우리는 글로벌 경제가 덜 필요하다. 민간부문/ 공공부문 균형이 후자 [공공부문]에 유리하게
변화해야 할 뿐만 아니라, 제조업에서의 다국적 기반/ 일국적 기반도 마찬가지로 후자에 유리하게
변화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코로나19는 우리의 경제발전 모델 전체를 다시 생각해 볼 기회이기
보다는, 그저 글로벌 자본주의가 겪는 일련의 재난 사슬 속의 또 하나 재난에 다름 아닐 것이다.”6)

아우어백은 최근 발표한 또 다른 논설에서 그러한 보호주의적, 국가자본주의적 정책을 좀
더 상세히 설명하면서, 현대 기술이 그러한 변화를 구현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주장한
다.
“이 팬데믹은 새로운 지배 모델 ㅡ 여러 면에서 코로나19 이전에 형체를 갖추기 시작한 ㅡ 이
세계를 향해 작전 개시에 들어가는 디데이 같은 것으로 역할을 할 것이다. 그 모델의 중심에 있는
선진 혼합시장경제국들은 그들의 시장에 더 밀접한 첨단 생산에 투자하는 것 대비, 국제 공급망을
유지해나가는 데 따르는 보건 위험과 증가하는 군사적 비용을 따져보고 세계의 나머지 지역에 제품
수출을 늘려갈 것이다. 지난 50년 동안 노동 가격 우위를 바탕으로 국제 공급망에 스스로를 얽어맴
으로써 발전해온 수십 개 경제국들은 새로운 과정에서 점점 더 제외되어가는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글로벌 파워를 둘러싼 경쟁은 탄소 에너지 자원에서 벗어나, 첨단기술 경제 모델을 떠받치
는 데 아주 중요한 광물 및 부품 소재의 채광·제련 쪽으로 중심축을 점점 더 옮겨갈 것이다. 우리는
앞으로 수개월, 수년 동안 석유를 넘어선 "전략 비축물"과 "국가 비축사업"에 대해 훨씬 더 많이 듣
게 될 것이다....
이들 기술 [인공지능, 비 탄소 에너지원, 나노테크놀로지 등과 같은 - 인용자]의 집합적 힘은 한
나라의 국경이나 공동 시장 밖에서 더 값싼 노동을 찾는 매력을 ㅡ 그리고 이들 기술이 수반하는
비용도 ㅡ 감소시킬 것이다. 이러한 방향을 따라 앞서 나가고 이러한 형태의 생산에 필요한 광물들
에 접근할 수 있는 나라들은 그들의 기존 소비 시장에 연결되어 번창하게 될 것이며, 마침내 새로
운 국제 수출입 사슬로 이어질 동력을 구축할 것이다. 이러한 추세선들은 소매업과 서비스산업의
쇠퇴를 가속화할 것이다....
많은 유럽 나라들과 중국, 한국, 일본과 같은 아시아 나라들은 이러한 전환을 위한 준비가 되어
있는 나라들이다. 엄격한 국가 주도 자본주의 전통을 바탕으로, 이들 나라들은 어떻게 국가의 역량
과 방향이 더 한층 산업 발전을 추동할 수 있는지 본능적으로 알고 있다. 미국이 충분히 그것을 할
수 있을지 두고 볼 일이다. 만약 지배적인 신자유주의 이데올로기가 온존한다면, 그리 할 수 있을
것 같지 않다....
오프쇼링 [사업 해외 이전]으로 미국은 코로나19에 준비되어 있지 못했다. 오프쇼링은 또한 세계
화에 대한 광범위한 재검토도 야기했다. 한때 경제 민족주의자들의 이단(異端) 피난처로 여겨졌던
것이 이제는 다시 존경받을 만한 것이 되었다. 이 팬데믹이 아니었더라도 미국 경제 모델의 토대는
실패하여 급속히 쓸모없는 것이 되고 있었다. 질문을 해보자. 세계가 탈 탄소 미래로 나아가는 상황
에서 미국 경제는 금융, 보험, 부동산 같은 지대 추출 부문이나 할리우드 영화, 스마트폰 앱, 또는
석유와 천연가스 수출 같은 점점 지엽적인 것이 되고 있는 부문의 우위를 털어버리고 무리의 선두
집단에 합류할 수 있을까? 아니면 그저 코로나19는 더 치명적인 질병의 전조에 불과한 것인가?”7)
6) Marshall Auerback: Covid-19 reveals the cracks in globalization, 11 March 2020,
https://asiatimes.com/2020/03/covid-19-reveals-the-cracks-in-globaliz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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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위기 시작 전에 이미 신자유주의적 자본주의 모델을 대신하여 국가자본주의적 대안이 필
요하다고 인식한 부르주아 사상가들이 있었다는 점을 지적할 필요가 있다. 정부 자문위원이자
골드만삭스에서 일한 바 있는 크리스토퍼 조이 호주 포트폴리오 매니저는 2019년 9월에 이렇
게 썼다.
“시장 신호를 존중해 반세기 이상 번영을 견인해온 전통적인 자본주의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다. 사회주의는 아닐지 모르지만, 그것은 확실히 국가주의다. 그리고 중앙은행과 재무부가 민간 시
장가격을 직접 관리하는 일에 뛰어든 이후로는 거기서 결코 빠져나오지 못했다. 변덕스러운 투자자
들의 기분에 운명을 내맡기기보다 운명을 지배하려고 하는 것은 너무 유혹적이다. 그냥 시진핑한테
물어보라. 아이러니하게도 현 세계무역 소동을 놓고 볼 때 서방과 중국이 그들이 신봉하는 경제정
책 면에서 지금보다 더 많은 공통점을 가진 적은 없다.”8)

우리는 지배계급 서클들 내에서 진행되고 있는 현재의 방향전환 논의를 맑스주의자들이 이
해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몇몇 부르주아 논자들을 폭넓게 인용했다. RCIT는 신자유주의
를 자본주의의 유일한 또는 가장 반동적인 형태로 여기는 많은 좌파 그룹들과 이론가들의 중
대한 오류를 항상 비판해왔다. 두 가정 모두 틀렸고 이것은 이제 더욱 명백해졌다. 이는 20세
기 자본주의 전 역사에 걸쳐 명백하게 드러난 바다. 1930년대에 다양한 형태의 에타티즘 (국
가주의)이 있었다. 이탈리아와 독일의 파시스트 정권 하에서뿐만 아니라 북유럽 나라들에서도
시행된 국가자본주의적 규제·조절이 그것이다. 이후 1950년대부터 1970년대까지 서유럽은 물
론, 그 밖의 나라들에서도 자본주의 경제에 국영기업 부문이 꽤 많이 있었고, 복지국가 및 국
가경제계획도 시행되었다. 1950년대 이후 급속한 경제성장을 경험한 동아시아 나라들에서도
국가자본주의적 규제·조절이 큰 역할을 했다. 일부는 (한국이나 대만과 같은) 친미 군사독재였
고, 다른 일부는 부르주아 민주주의의 형태를 유지했다 (일본).
이러한 종류의 국가자본주의적 규제는 1980년대 이후 많은 나라에서 상당 부분 축소되었지
만, 1989-91년 이후 자본주의가 부활한 옛 스탈린주의 국가들에서 재기 무대를 가졌다. 중국
(및 베트남)과 같은 나라들에서 특히 그랬고, 러시아와 일부 중앙아시아 공화국들에서도 ㅡ 정
도는 좀 덜하지만 ㅡ 그랬다. 실제로 이들 국가 중 가장 강력하고 성공적인 국가인 중국은 오
랜 패권국 미국에 도전하는 새로운 제국주의 강대국이 되었다.
더욱이 과거에 우리는, 극심한 정치적 위기의 시기에는 지배계급이 국가자본주의적 규제로
방향 전환할 태세가 되어 있다는 것도 보아왔다. 예를 들어, 1914-18년 1차 세계대전 동안
전쟁에 총력을 기울여야 필요성으로 인해 나라의 모든 경제적 자원을 집중시키고 규제하는 것
이 절실해졌던 것이 그런 경우다. 이를 “전쟁 사회주의”라고 부르기도 했다. 그런데, 당시 노
동자운동의 개량주의적 다수파는 이러한 사태발전을 “사회주의로 나아가는 발걸음”이라고 환
영하며, ‘자’국 제국주의에 대한 사회배외주의적 조국 방어의 구실로 삼았다.

7) Marshall Auerback and Jan Ritch-Frel: Pandemic opens curtains on next economic model,
4
April
2020,
https://asiatimes.com/2020/04/pandemic-opens-curtains-on-next-economic-model/
8)
Christopher
Joye:
Conventional
capitalism
is
dead,
Sep
20,
2019,
https://www.afr.com/wealth/personal-finance/conventional-capitalism-is-dead-20190920-p5
2t7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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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델로서의 중국?
각종 개량주의자들과 스탈린주의자들은 신자유주의가 ㅡ “중국 모델”과는 대조적으로 ㅡ 자
본가들을 위한 부의 축적에 가장 잘 봉사하기 때문에 서방 부르주아지가 선호하는 모델이어
왔다고 주장했다. RCIT가 거듭 지적한 바와 같이, 이것은 진실이 아니며, 모든 입수 가능한
사실들과 ㅡ 중국 측뿐만 아니라 서방 측 공식 소식통에서 나온 사실들과도 ㅡ 모순된다. 여
기서는 몇 가지 사실을 가지고 이 테제를 증명하는 데 국한하고 넘어갈 것이다. 독자들은 우
리가 지난 몇 년 동안 이 문제에 대해 발표한 다양한 문서에서 더 많은 예를 찾을 수 있다.9)
지난 10년 동안 스탈린주의-자본가 정권은 비상하게 급속한 자본축적 과정을 가능케 했다.
그 결과, 사회적 불평등과 자본주의 기업 및 슈퍼리치 억만장자의 수가 극적으로 증가했다.
예를 들어, 2018년 세계 불평등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 인구의 부자 상위 1%의 소득 점유율
은 1980년에서 2016년 사이에 7%에서 14%로 두 배가 되었다. 보고서는 중국을 전 세계 상
황과 비교하여 다음과 같이 결론지었다. “전체 국민소득에서 단지 이 상위 10%가 차지하는 비중이
유럽 37%, 중국 41%, 러시아 46%, 미국-캐나다 47%,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 브라질 · 인도 약 55%에
각각 달했다. 우리의 추산에 따르면, 세계에서 가장 불평등한 지역인 중동에서는 상위 10%가 국민소득
의 61%를 차지하고 있다.”10)

이 결과는 중국에 “사회주의”가 존재한다는 스탈린주의 신화를 허물 뿐만 아니라, 30년 전
까지도 중국과 러시아에 자본주의가 존재하지조차 않았던 점을 염두 한다면 더더욱 놀라운 일
이다! 오늘날, 이 두 나라에서의 불평등은 기본적으로 유럽의 오랜 자본주의국들보다 더 높고
북미와 거의 같은 수준이다.
이러한 추세를 확인하는 것이 또 있는데, 지난 몇 년 사이에 중국이 가장 많은 (중국 자료
에 따르면), 또는 두 번째로 많은 (서방 자료에 따르면) 수의 억만장자를 가진 나라가 되었다
는 사실이다. 중국에 본사가 있는 <후룬 리포트> 2019년 호는 “중국이 억만장자 658명으로 4
년째 세계 1위를 달리면서 584명인 미국보다 74명 앞서 있다”고 밝혔다.11)
9) 이에 대해서는 위에서 언급한 책 Michael Pröbsting “Anti-Imperialism in the Age of Great
Power Rivalry” 외에 같은 저자의 몇몇 기사를 보라. 그 중 가장 최근 기사로 다음이 있다. China
passes the US on Global Business Ranking for the first time. New data on global
corporations reflects China’s rise as an imperialist Great Power, 23 July 2019,
https://www.thecommunists.net/worldwide/global/china-passes-the-us-on-global-businessranking-for-first-time/ [중국이 처음으로 글로벌 독점자본 순위에서 미국을 넘어서다
https://www.thecommunists.net/home/%ED%95%9C%EA%B5%AD%EC%96%B4/china-passesthe-us-on-global-business-ranking-for-first-time/]
10) Facundo Alvaredo, Lucas Chancel, Thomas Piketty, Emmanuel Saez, Gabriel Zucman:
World Inequality Report 2018, p. 9
11)
Loong
Palace:
Hurun
Global
Rich
List
2019,
2019-02-26,
http://www.hurun.net/EN/Article/Details?num=24DD41EE3B19. 우리는 중국의 슈퍼리치 문제를
많은 기사들에서 다루었다. 필자의 다음 기사를 보라. China's Billionaire Lawmakers. A telling
comparison of extremely wealthy Chinese lawmakers with their peers in the US Congress,
9
March
2019,
https://www.thecommunists.net/worldwide/asia/china-s-billionaire-lawmakers/;
Michael
Pröbsting China: A Paradise for Billionaires. The latest UBS/PwC Report about the Global
Super-Rich Delivers another Crushing Blow to the Stalinist Myth of China’s “Socialism”,
2
7
.
1
0
.
2
0
1
8
,
https://www.thecommunists.net/worldwide/asia/chinais-a-paradise-for-billionaires/;
The
Global Super-Rich Get Even Richer. UBS/PwC Publish their latest Report about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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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시장에서 선도적인 자본주의 독점체들을 살펴볼 때도 같은 그림을 볼 수 있다. 미국
경제전문지 포춘이 발행한 글로벌 순위표 <포춘 글로벌 500> 2019년 호에 따르면 중국은 이
제 오랜 패권국 미국과 어깨를 나란히 했다. (표 4 참조).

표 4. 글로벌 500대 기업 상위 10개국, 2019년12)

나라

기업 수

점유율 (%)

중국 (대만 포함할 경우)

119 (129)

23.8% (25.8%)

미국

121

24.2%

일본

52

10.4%

프랑스

31

6.2%

독일

29

5.8%

영국

17

3.4%

한국

16

3.2%

스위스

14

2.8%

캐나다

13

2.6%

네덜란드

12

2.4%

세계 2000대 기업에 대한 순위표인 이른바 <포브스 글로벌 2000>도 같은 그림을 보여준다.
표 5에서 우리는 지난 20년 사이에 중국의 기업들이 다른 독점체들 대비 급부상한 것을 볼
수 있다. 2003년부터 2017년까지 보면, 미국이 여전히 최강국이지만 그 비중은 776개 기업
(38.8%)에서 565개 기업(28.2%)으로 상당히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동시에 중국의 점유율
은 급격히 증가하여 이제 중국이 강대국 중 넘버 투가 되었다.

World’s
Billionaires,
27.10.2018,
https://www.thecommunists.net/worldwide/global/the-global-super-rich-get-even-richer/
12) Geoff Colvin: It’s China’s World. China has now reached parity with the U.S. on the 2019
Fortune Global 500—a signifier of the profound rivalries reshaping business today, July
22, 2019 https://fortune.com/longform/fortune-global-500-china-compan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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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국가별 세계 2000대 기업, 2003년 및 2017년 (Forbes Global 2000 List)13)

2003년

2017년

기업 수 점유율

기업 수 점유율

미국

776

38.8%

565

28.2%

중국

13

0.6%

263

13.1%

일본

331

16.5%

229

11.4%

영국

132

6.6%

91

4.5%

한국

55

2.7%

64

3.2%

프랑스

67

3.3%

59

2.9%

캐나다

50

2.5%

58

2.9%

인도

20

1.0%

58

2.9%

독일

64

3.2%

51

2.5%

요컨대, 중국 국가자본주의 모델은 “사회주의”와 전혀 관계없고, 반대로 신흥 제국주의 독
점 부르주아지의 이익에 강력히 봉사하는 모델이다. 지난 20년 동안 중국의 굴기와, 특히 현
코로나19 위기 동안 중국이 과시한 실력은 서유럽을 포함한 여타 자본가 정부들에게 중국 국
가자본주의를 하나의 모델로 점점 더 부각시키고 있다. 그렇다고 유럽 제국주의 정부들이 “중
국 모델”을 모방하기를 원한다거나 모방할 수 있다거나 라는 얘기는 아니다. 이 두 지역의 역
사적 배경도, 계급세력 관계도 서로 다르다는 점을 고려할 때 그것이 가능하지 않다는 것은
분명하다. 이 점은 신자유주의 모델도 마찬가지다.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에서 결코 같은
유형의 신자유주의 체제가 존재한 적은 없다. 그러나 우리에게 확실해 보이는 것은, 더욱 더
많은 수의 부르주아 정부들이 깊은 위기가 가하는 압박과 “중국 모델”이 준 인상 하에 상당히
더 많은 국가자본주의 정책 및 국가 보나파르트주의의 요소들을 실시하는 쪽으로 점점 더 기
울 것이라는 점이다.
그러한 사태발전이 맑스주의자들에게 전혀 새로운 것이 아니라는 점을 지적할 필요가 있겠
다. 실제로 레닌은 이미 한 세기 전에 그 최종 단계 ㅡ 제국주의 시대 ㅡ에서 자본주의의 자
태 변환은 “독점자본주의의 국가독점자본주의로의 전화 과정”을 내포하고 있다고 분석했다.14)
13) Forbes Global 2000 List (2017), https://www.forbes.com/global2000/list/45/#tab:overall
14) V. I. Lenin: The State and Revolution. The Marxist Theory of the State and the Tasks 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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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세기의 진행 과정이 국가와 독점체의 구체적 관계는 세계적·일국적 발전에 따라 변화할 수
있고 실제로도 변화한다는 것을 보여주었지만, 여전히 자본가 국가와 독점체의 긴밀한 협력과
융합은 이 시스템의 핵심 특징으로 남아 있다. 자본주의가 깊은 위기와 쇠퇴/부후화 상태에
있는 현재와 같은 시기에는 더욱 그러하다.

배외주의적 국가 보나파르트주의로의 결정적인 전환
셋째, 그리고 위에서 언급한 두 가지 사태발전과 관련하여, 우리는 배외주의적 국가 보나파
르트주의로의 대대적인 전환을 보게 될 것이다. 이 범주는 두 가지 상호 연관된 특징들을 담
아내고 있다. 하나는 국가 억압기구의 증강과 자본가 국가 최고기관들의 집행력을 강화하는
쪽으로의 전환이고, 다른 하나는 제국주의 강대국들의 민족주의 및 특히 배외주의로의 방향
전환이다.
후자부터 말하자면, 가속화하는 강대국들 간 패권쟁투는 불가피하게 이미 배외주의가 팽배
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이것은 3차 대공황을 배경으로 더욱 창궐할 것이다. 우리는 이미 미국
과 중국이 코로나19 사태의 책임이 어느 쪽에 있는지를 두고 서로에 대한 비난을 증폭시키는
상황을 보고 있다. 트럼프와 백악관은 반복해서 “중국 바이러스” 운운하고 있고, 베이징은
“유행병을 우한에 가져온 것은 미군일 수도 있다”고 시사했다.15)
그러나 배외주의의 부상은 미국과 중국에 국한된 것이 아니다. 새롭게 부각되는 국경 문제
와 각 지배계급이 이러한 어려운 시기에 국내에서 권력을 공고히 하려는 시도는 애국주의와
민족주의를 더욱 강화시킬 수밖에 없다. 오는 시기가 위기로 점철될 것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이러한 경향은 계속될 것이다.
억압기구 강화도 같은 맥락에서 진행되고 있다. 전 세계적으로 정부들이 글로벌 록아웃을
비롯한 그 밖의 여러

제한사항 준수를 통제하기 위해 거리에 많은 경찰들을 풀고 있다. 많은

반식민지 나라들에서 정부가 저항을 진압하기 위해 군대를 이용한다.16) 나아가 유럽과 북미의
the Proletariat in the Revolution (1917); in: LCW Vol. 25, p.387
15) Joseph Stepansky: Trump, coronavirus and the politics of a pandemic, 14 March 2020
https://www.aljazeera.com/news/2020/03/trump-coronavirus-politics-pandemic-2003131745
46799.html
16) 이에 대해서는 다음을 보라. Mark MacKinnon, Nathan Vanderklippe: How the coronavirus
pandemic is making strongmen stronger, from Hungary to Serbia to the Philippines, 6
April
2020,
https://www.theglobeandmail.com/world/article-how-the-coronavirus-pandemic-is-makingstrongmen-stronger-from/; Sam Hamad: Coronavirus in service of authoritarianism, 25
March,
2020,
https://english.alaraby.co.uk/english/comment/2020/3/25/coronavirus-in-service-of-autho
ritarianism; Luke Baker, Matthew Tostevin, Devjyot Ghoshal: In global war on
coronavirus, some fear civil rights are collateral damage, April 10, 2020,
https://www.reuters.com/article/us-health-coronavirus-rights/in-global-war-on-coronavir
us-some-fear-civil-rights-are-collateral-damage-idUSKCN21S1CZ; Stanis Bujakera, Ayenat
Mersie: In parts of Africa, police are accused of excess force amid coronavirus
lockdowns,
April
10,
2020
/
https://www.reuters.com/article/us-health-coronavirus-africa-police/in-parts-of-africa-pol
ice-are-accused-of-excess-force-amid-coronavirus-lockdowns-idUSKCN21S0M9;
Richard
Javad Heydarian: The wrong way to do a lockdown in the Philippines, 8 April 2020,
https://asiatimes.com/2020/04/the-wrong-way-to-do-a-lockdown-in-the-philippin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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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국주의 정부들도 그러한 국내 작전을 위해 군대를 배치하고 있다. 스페인, 프랑스, 이탈리아
그리고 그 밖의 유럽 나라들에서는 수만 명의 군인들이 민간인들로부터 임무 인계를 받았다.
4월 6일 열린 EU 국방장관 회의에서는 이미 군 작전 조율이 논의되었다.17)
부르주아 민주주의의 증대되는 군국주의화에 대한 우리의 경고는 결코 과장된 불안 유포가
아니다. 미국의 영향력 있는 부르주아 싱크탱크인 전략국제문제연구소는 위험평가 문서에서
코로나19 위기가 어떻게 발전할 수 있는지 3가지 시나리오를 제시하고 있는데,

그 중 최악의

시나리오에서는 극적인 결과에 대해 경계령을 발하며 다음과 같이 결론짓고 있다. “사망률이
높아지고 경제위기가 심화됨에 따라 광범위한 폭력적 무질서가 격화되어 상당 병력의 미군 배
치가 요구된다.”18) 이는 현 위기의 결과로 내란의 가능성이 이미 지배 서클들에서 현실적 옵
션으로 논의되고 있는 상황을 반영한다!
이러한 사태발전은 주민 감시의 대폭적인 증가와 결합되어 있다. 많은 정부들이 현재 원거
리 통신망을 통해 사람들의 움직임을 추적하고 있다. 중국은 주민 활동에 대한 모니터링을 돕
는 인공지능과 같은 현대 기술 발전의 선진적 모델이다. 서방 정부들은 중국 따라잡기에 애쓰
고 있다. 이런 국내 감시조치를 위해 드론과 소형 이동로봇을 거리에 배치하는 것도 같은 맥
락에서 이루어지고 있다.19) (이에 대해서는 다음 절에서 보다 자세히 언급할 것이다.) 우리가
<시국선언>에서 밝혔듯이, “일거에 '빅브라더'가 와버렸다. 공공연하게 말이다. 자본가 국가가 이를
감추려는 어떠한 시도도 할 필요 없이 말이다. 이 거대한 감시 기술이 곧 전 세계적으로 뉴 노멀이 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의회를 비롯한 그 밖의 부르주아 민주주의 제도들을 희생시키면서 자본
가 국가 최고기관들의 집행력을 강화시키는 과정도 본다. 정치적 위기 때 부르주아 민주주의
의 진면목이 보다 명료하게 드러난다. 부르주아 국가는 ㅡ 그것의 “민주적” 형태에서조차도
ㅡ 자본가계급 독재의 구현이라는 점을 맑스주의자들은 항상 강조하였다. 1919년 공산주의 인
터내셔널 1차 대회에 제출된 테제에서 레닌이 천명한 다음과 같은 내용은 여전히 유효타당하
다. “부르주아 문명, 부르주아 민주주의, 부르주아 의회제도의 계급적 본질을 설명함에 있어 모든 사회
Samreen Mushtaq, Mudasir Amin: Kashmir: Coronavirus is a new tool for India to
oppress
us,
7
April
2020
https://www.middleeasteye.net/opinion/coronavirus-kashmir-india-responds-more-violence
17) “코로나19 전투 최전선에서 우리 군이 싸운다.... EU 국방장관들은 오늘 조셉 보렐 EU 외교안보정
책고등대표가 주재하는 화상회의를 열었다. 장관들은 특히 위기와의 싸움에서 군사 원조에 초점을 맞
춘 코로나19 팬데믹의 방어적 의미와 공통 안보 및 국방 정책 (CSDP)의 틀에서 EU의 군 및 민간 임
무와 작전 상황에 대해 논의했다. 국방장관들은 수송과 물류 지원을 제공하고, 기록적인 시간 안에
병원을 짓고, 의료진을 배치하며, 경찰 및 그 밖의 국가 서비스를 지원함으로써 코로나19 위기에 대
처하기 위한 노력에 그들의 군대가 어떻게 기여했는지에 대한 사례를 공유했다. 이런 맥락에서 EU
군 참모진이 이끄는 태스크포스를 설치하여 정보를 더 잘 교환하고 EU 회원국 간에 모범 사례를 공
유하기로 결정했다.” (Video conference of foreign affairs ministers (defence), 6 April 2020,
https://www.consilium.europa.eu/en/meetings/fac/2020/04/06/;
Video
conference
of
Defence Ministers: Remarks by the High Representative/Vice-President Josep Borrell at
the
press
conference,
Brussels,
06/04/2020,
https://eeas.europa.eu/headquarters/headquarters-homepage/77151/video-conference-defe
nce-ministers-remarks-high-representativevice-president-josep-borrell_en)
18) J. Stephen Morrison: Which Covid-19 Future Will We Choose? Center for Strategic and
International
Studies,
1
April
2020,
https://www.csis.org/analysis/which-covid-19-future-will-we-choose
19) 다음을 보라. Rebecca Fannin: The rush to deploy robots in China amid the coronavirus
outbreak,
March
2
2020,
https://www.cnbc.com/2020/03/02/the-rush-to-deploy-robots-in-china-amid-the-coronavi
rus-outbreak.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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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자들은 맑스와 엥겔스가 최대의 과학적 정밀함을 가지고 정식화시킨 사상을 표현했다. 즉 가장 민주
적인 부르주아 공화국도 부르주아지에 의한 노동자계급 탄압을 위한, 한줌의 자본가들에 의한 근로인민
탄압을 위한 기구에 지나지 않는다는 사상 말이다.”20)

부르주아 민주주의의 그 같은 본질에 대해서는 부르주아 진영의 영리한 논자들도 의식해왔
다는 점을 지적할 필요가 있다. 독일의 유명한 우익 보수 정치 이론가인 칼 슈미트는 “주권자
는 예외상태를 결정하는 자다”21)라고 적절하게 말한 바 있다.
여기서 우리는 이러한 정치체제의 전화가 트럼프, 존슨, 보우소나루 같은 인물들을 기능장
애로 만든다는 점에 주목한다. 그런 사람들은 전략적 사고 능력이 결여된 반동 어릿광대와 모
험주의자가 한 인물 속에 결합된 자들이다. 그들은 “이념적 총자본가”로서의 국가 (맑스)를 대
표하고 이끌 수 있는 능력이 없고, 오히려 국가기구의 많은 부분을 상대로 끊임없는 파괴적인
전쟁을 벌인다. 그러한 인물들이 우리 앞에 있는 시기처럼 도전적이고 격동적인 시기에 자본
가 국가를 성공적으로 이끌 수 있을 것 같지는 않다.
우리는 세계의 대부분 지역에서 전면 봉쇄 조치를 취한 현 국가비상사태 ㅡ 미국 언론인 데
이비드 월러스 웰스가 <<뉴욕 매거진>>에 썼듯이 “일시적인 그러나 무기한의, 전시 같은 국
가 벙커화(化)”22) ㅡ 가 그리 오래 지속되지 않을 것이고 지속될 수도 없는 극단 상황이라는
것을 알고 있다.23)
그러나 글로벌 록아웃을 가져온 현 국가비상사태가 언제까지 지속될지는 불분명하다. 바하
우딘 포이지와 같은 일부 지정학 분석가들은 이러한 조치를 매우 오랜 기간 동안 유지할 것을
제안한다. “바이러스가 주민 사이에 퍼지는 것이 완전히 멈추거나 백신이 광범위하게 사용될 수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의무적인 봉쇄 조치를 ㅡ 완전히 또는 부분적으로라도 ㅡ 철회하는 것은 현명치 못할
것이다.”24)

어쨌든, 그러한 국가비상사태와 주민에 대한 통제 조치의 중요한 요소들은 장기간 동안 유
지될 것이 분명하다. 팬데믹을 억제하고 예방한다는 명분을 엄폐물 삼아서 말이다.
실제로 우리는 이미 지배계급들이 주민 감시를 무기한 계속해야 할 “필요성”에 주민을 준
비시키고 있는 것을 본다. 이것이 더욱 더 가능한 것은, 자본주의의 쇠퇴/부후화가 경제 위기

20) V. I. Lenin: Theses and Report on Bourgeois Democracy and the Dictatorship of the
Proletariat, in: LCW Vol. 28, p. 458
21) Carl Schmitt: Political Theology (1922), Cambridge, Mass., MIT Press, 1985, p. 5
22) There Is No Plan for the End of the Coronavirus Crisis By David Wallace-Wells
2
0
2
0
0
4
0
5
,
https://nymag.com/intelligencer/2020/04/there-is-no-plan-for-the-end-of-the-coronavirus
-crisis.html
23) 여기서 우리는 이스라엘 아파르트헤이트 국가가 팔레스타인인에게 부과한 것과 같은 특히 잔인하고
시니컬한 형태의 봉쇄 조치에 독자들의 주목을 요청한다. 이스라엘 정부는 팔레스타인 이주노동자들
에게 이스라엘에서 일자리를 유지하려면 가족에게 돌아가지 말고 두 달 동안 이스라엘에 머물러야 한
다고 말했다. 고용주들은 이주노동자들이 잘 곳을 찾아야 했다. 많은 경우 고용주들은 방 하나에 20
명 씩 몰아넣었다. 이스라엘 보건부 자신의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을 위반하면서 말이다. 놀랄 것도
없이, 이들 팔레스타인 이주노동자 대부분은 가자지구 서안으로 탈출했다. 유엔 팔레스타인 점령지
ILO 대표 무니르 클라이보는 이러한 조건에 대해 “인간이 거주하는 데 적합하지 않다”고 비난했다.
“위생이 전혀 안 되고 있다. 위생시설이 없다. 누군가 바이러스에 감염되는 것을 신은 금지하시니, 바
이러스가
이
노동자들
사이에
퍼질
속도가
무섭다.”
(
https://www.aljazeera.com/indepth/features/palestinian-labourers-fear-loss-income-corona
virus-200328123228881.html)
24) Bahauddin Foizee: Lockdowns to fight virus should be stricter, longer, 3 April 2020,
https://asiatimes.com/2020/04/lockdowns-to-fight-virus-should-be-stricter-longer/

- 11 -

뿐만 아니라 자본주의 문명의 포괄적인 위기를 의미하기 때문이다.25) 기후변화와 대규모 생태
파괴가 인류에게 파멸적인 결과를 초래하는 것도 그래서다. 급진적인 정치적·경제적 변화가
없다면 지구상의 인간 생명의 종말이 시작될 것이다. 여기서 우리는 코로나바이러스의 발생이
동물의 생물권 파괴가 확대된 데서 비롯한 간접 결과임을 보여주는 강력한 징표가 있다는 것
을 명기해둔다.26)
일부 과학자들은 이미 몇 년 전에 이번과 같은 팬데믹의 가능성에 대해 경고했다. “팬데믹들
의 발병이 해당 주민에게는 예상을 뛰어넘는 질병 건수의 증가로 나타나지만, 새롭게 부상하는 인간 감
염 질병들의 특징은 그것들이 매번 ‘신종’ 질병이라는 점이다. 예를 들어 최근 진화를 겪은 질병들은 처
음으로 인간에게 들어온 것이거나, 새롭게 발견된 것이다. 새로 부상한 감염 질병의 수와 마찬가지로 발
병 건수도 전체 원인질환의 수에서나, 풍부함에서나 모두 인간 속에서 시간이 지날수록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27)

지난 몇 주 동안, 연구자들은 자본주의 생산양식이 미치는 생태적 결과를 고려할 때 팬데믹
들이 인류에게 커져가는 위험으로 계속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생태학자들은 코로나19는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고 말하고 있는데, 즉 인간에 의한 잠식과 기
후변화로 인해 서식지 및 생물다양성 손실이 커지면서 초래된 대규모 팬데믹들의 시작이라는 것이
다. 실로 기후변화와 환경파괴를 빨리 바로잡지 않으면 다음번 코로나바이러스 팬데믹들이 지구상의
생명체를 훨씬 더 위태롭게 만들 것이다.”28)
“연구 결과, 에볼라, 사스, 조류독감, 그리고 지금의 코로나19와 같은 동물전염성 질병을 비롯한
그 밖의 전염 질병들의 발병이 증가세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병원균이 동물에서 사람으로 건너
가고 있고, 많은 병원균들이 새로운 곳으로 빠르게 퍼질 수 있다.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는
인간에게 감염되는 신종 질병 또는 새롭게 부상한 질병의 4분의 3이 동물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추
정하고 있다.”29)

달리 말하면, 지배계급은 팬데믹의 위협을 억압기구 확대, 주민 감시, 국가비상사태의 무기
한 연장을 정당화하는 명분으로 사용할 수 있고, 또 사용할 것이다.
요약하자면, 우리는 지금 배외주의적 국가 보나파르트주의 체제 ㅡ 블룸버그 논평가의 말로
옮기면, “전능한 국가”30) ㅡ 의 형성을 보고 있다. 이러한 사태발전은 “제국주의는 민주주의

25) 이에 대해서는 다음을 보라. chapter II in RCIT: World Perspectives 2016: Advancing
Counterrevolution and Acceleration of Class Contradictions Mark the Opening of a New
Political
Phase,
23
January
2016,
https://www.thecommunists.net/theory/world-perspectives-2016/
26) 이에 대해서는 다음을 보라. Rob Wallace: Big Farms Make Big Flu. Dispatches on Infectious
Disease, Agribusiness, and the Nature of Science, Monthly Review Press, New York 2016
27) Smith KF, Goldberg M, Rosenthal S, Carlson L, Chen J, Chen C, Ramachandran S. 2014
Global rise in human infectious disease outbreaks. J. R. Soc. Interface 11: 20140950.,
http://dx.doi.org/10.1098/rsif.2014.0950, p. 5
28) Asoka Bandarage: Mindfulness, social action in Covid-19 crisis, April 6, 2020
https://asiatimes.com/2020/04/mindfulness-social-action-in-covid-19-crisis/
29) John Vidal: 'Tip of the iceberg': is our destruction of nature responsible for Covid-19?
18
Mar
2020
https://www.theguardian.com/environment/2020/mar/18/tip-of-the-iceberg-is-our-destruc
tion-of-nature-responsible-for-covid-19-aoe
30) Pankaj Mishra: Coronavirus Will Revive an All-Powerful State. Much maligned in recent
years, big government will come back—and with it, the potential for both greater go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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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부정이다”라는 레닌의 테제를 확인시켜 준다.31) 우리가 이미 과거에 지적했듯이, 부르주아
국가기구의 역할 증대 ㅡ 제국주의 시대의 일반적인 특징 ㅡ 는 자본주의의 첨예한 위기와 쇠
퇴/부후화 시기에 특히 두드러진다.32)
그러한 시기에 우리는 “군주제 나라에서만이 아니라 가장 자유로운 공화제 나라에서도 프롤
레타리아트에 대한 억압 조치의 강도를 높이는 것과 연동된 ‘국가장치’의 비상한 강화 및 관
료·군사 기구의 전례 없는 성장”을 본다.33) 그 결과는 강력한 기계장치의 탄생이다. 볼셰비키
당의 주요 이론가 니콜라이 부하린은 이 국가장치를 “뉴 리바이어던”이라고, “토머스 홉스의
판타지는 거기에 대면 어린애 장난감처럼 보이는” 그러한 뉴 리바이어던이라고 성격규정 했
다.34) <시국선언>에서 우리가 내린 결론을 다시 한 번 보자. “이러한 제국주의 리바이어던이 지
금 지배계급에 의해 ㅡ 팬데믹과 싸운다는 구실 하에 ㅡ 전속력으로 구축되고 있다. 제국주의 국가들에
서의 상대적으로 폭넓은 부르주아 민주주의 시대는 곧 끝날 것이다.”

독점 부르주아지는 의회제 내에 이미 존재해온 기존 제도들을 활용하여 보나파르트주의 지
배 형태를 확립할 수 있다. 대통령, 군대, 경찰, 사법부 등의 역할, 각종 국가비상사태 법령들,
이 모든 메커니즘이 현 정치 시스템을 변환시켜 배외주의적 국가 보나파르트주의 장치를 구축
하기 위한 지배계급의 임무를 단순화시켜준다. 1930년대 프랑스에 대한 트로츠키의 관찰은 그
적실성을 잃지 않고 있다. “모든 부르주아 민주주의는 보나파르트주의의 특징을 지니고 있
다.”35)

무엇이 “뉴 노멀”이 될 것인가?
이미 언급한 바와 같이, 전면 봉쇄가 종료된 이후의 부르주아 사회의 구체 상을 미리 그리
는 것은 가능하지 않다. 그러나 지배 서클들이 주민에 대한 통제력을 증대시키기 위해 무엇을
바꿔내려고 계획하고 있는지 저들의 콘셉트에 대한 개괄적 윤곽을 그려보는 것은 가능하고 유
용하다. 다음에서 우리는 기존 서방 부르주아 민주주의 체제들을 포함한 전 세계의 지배계급
들이 현재 계획하고 준비하는 급진적인 변화를 보여주는 몇몇 인용문을 제시하겠다.

and
evil,
17.
März
2020,
https://www.bloomberg.com/opinion/articles/2020-03-17/coronavirus-will-revive-an-all-po
werful-state
31) V.I. Lenin: A Caricature of Marxism and Imperialist Economism (1916); in: LCW Vol. 23,
p. 43. [레닌 <맑시즘의 희화와 제국주의적 경제주의>, 레닌전집 64권 (“맑시즘의 희화와 제국주의적 경제주의”),
양효식 옮김, 아고라, 171쪽]

32) 2012년에 채택된 RCIT의 Revolutionary Communist Manifesto를 보라. “계급 사회의 꼭대기에
문어처럼 괴물 국가기구가 올라선다. 이 국가기구가 자본가계급의 이익을 위해 그 정치적 비즈니스를
관리하고 프롤레타리아트와 인민대중을 억압한다. 이 국가기구 ㅡ 부르주아지의 진정한 리바이어던
(지배계급의
야수)
ㅡ
는
여러
방식으로
자본과
융합한다.”
(p.
9,
https://www.thecommunists.net/rcit-manifesto/) 또 다음 팸플릿도 보라. Michael Pröbsting:
The Struggle for Democracy in the Imperialist Countries Today, August 2015,
https://www.thecommunists.net/theory/democracy-vs-imperialism/
33) V. I. Lenin: The State and Revolution, p. 415
34) Nikolai Bukharin: Toward a Theory of the Imperialist State (1915), in: Robert V. Daniel:
A Documentary History of Communism, Vol. 1, Vintage Russian Library, Vintage Books,
New York 1960, p. 85, https://www.marxists.org/archive/bukharin/works/1915/state.htm
35) Leon Trotsky: Again on the question of Bonapartism. Bourgeois Bonapartism and Soviet
Bonapartism (1935), in: Writings of Leon Trotsky 1934-35 (Edition 2002), p.2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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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향력 있는 미국 외교협회 (CFR; 리처드 하스가 2003년부터 회장을 맡고 있다)의 전 회원
인 그레그 C. 브루노는 아랍에미리트와 같은 반동 군주제를 서방 민주주의 국가들이 좇아야
할 모범으로 칭송한다.
“코로나바이러스가 제기하는 위협에 대응하려면 전면적인 디지털 감시에서부터 보건의료 노동자
의 징용에 이르기까지 이례적이고 심지어 위헌적이기까지 한 해결책이 필요할 수 있다....코로나19
이후의 시대에는 민주주의 국가들이 자유주의적 가치들을 버리지 않은 채 권위주의적 전술을 빌릴
수 있다.... 우리는 이미 아랍에미리트, 오만, 싱가포르와 같은 곳에서 이것의 한 버전을 보고 있다.
이들은 서구식의 자유분방한 자유민주주의 사회가 아니다. 그러나 시민들은 높은 수준의 지적·문화
적 개방성과 안전, 개인의 자유를 누리고 있다.”36)

AP통신의 한 보도는 중국에서 이미 가동되고 있는 (그리고 전 세계의 많은 자본가 정부들
을 매료시키고 있는) 감시 기법의 성격에 대해 매우 유익한 통찰을 제공한다.
“코로나바이러스 발병 이후 중국에서의 삶은 스마트폰 화면의 녹색 코드가 지배한다. 녹색은 폰
사용자가 무증상임을 말해주는 "건강 코드"로, 지하철을 타거나 호텔에 체크인 할 때 필요하다. 또
는 지난 12월에 팬데믹이 시작된 인구 1100만의 중심 도시 우한에 그냥 들어가는 데도 필요하다.
이 시스템은 중국 대중이 스마트폰을 보편적으로 사용하고 있고 집권 공산당이 "빅데이터"를 수용해
사회에 대한 감시와 통제를 넓힘으로써 가능해졌다. 의류 제조업체의 매니저인 우솅홍은 수요일 우
한 지하철역으로 걸어 들어가면서, 자신의 건강 코드 앱을 작동시킨 포스터의 바코드를 스캔하기
위해 스마트폰을 사용했다. 녹색 코드와 신분증 넘버 일부가 화면에 나타났다. 마스크와 고글을 쓴
경비대가 통과하라고 손짓을 했다. 만약 코드가 붉은색이라면, 그것은 경비대에게 우가 감염된 것으
로, 또는 발열이나 다른 증상이 있는 것으로 확진을 받아 진단을 기다리고 있는 중이라는 것을 알
려주는 것이다. 노란색 코드는 우가 감염자와 접촉했는데 2주간 의무 격리 ㅡ 병원에 입원해 있거
나 자가 격리에 들어가 있어야 하는 것을 뜻함 ㅡ 를 마치지 못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보건 코드
의 집중 사용은 노동자들이 공장, 사무실, 매장으로 다시 유입될 때 감염이 급증하는 것을 방지하면
서 중국 경제를 회복시키기 위한 당국의 노력의 일환이다....
옥스퍼드대 연구진은 화요일 사이언스 지에 발표한 보고서에서 다른 정부들도 중국식 "디지털 접
촉 추적"을 채택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연구진은 바이러스가 너무 빠르게 퍼지고
있어 전통적 방법으로 감염을 추적할 수 없지만, "이 과정이 보다 빠르고, 보다 효율적이며 규모 있
게 진행된다면 통제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썼다. 일단 지하철에 탑승한 우솅홍과 다른 통근자들은
당국이 나중에 자신들을 찾아야 할 경우에 대비해 자신이 탄 전동차의 번호를 기록한 코드를 스캔
하기 위해 스마트폰을 사용했다. 한 안내원은 "목적지까지 내내 마스크를 착용하고, 열차에서 내리
기 전에 코드를 스캔해주세요"라고 적힌 배너를 들고 있었다. 좌석에는 승객들이 서로 충분히 거리
를 두고 앉도록 점들이 표시되어 있었다.
우한에 있는 쇼핑몰과 사무실 건물과 그 밖의 공공장소를 방문하는 사람들은 비슷한 통상적 절차
를 거친다. 방문자들은 자신의 건강 코드를 보여주고, 마스크와 장갑을 착용한 경비대가 열을 확인
한 다음 입장이 허가된다. 건강 코드는 중국 시민들이 공공장소, 온라인, 직장에서 무엇을 하는지
추적하는, 끊임없이 확장되고 있는 첨단 감시 매트릭스에 추가된다. 수백만 대의 비디오카메라가 주
요 도시들에서 작은 마을들에까지 거리를 뒤덮고 있다. 검열관들이 인터넷과 소셜미디어 상의 활동
을 감시한다. 국영 통신사들은 휴대전화 고객들이 어디에 가는지 추적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사회
신용체계로 알려진 방대한 컴퓨터 시스템은 공식 룰에 대한 복종을 강제하기 위한 것이다. 중범죄

36) Greg C Bruno: No need for liberalism to surrender to authoritarianism, 7 April 2020
https://asiatimes.com/2020/04/no-need-for-liberalism-to-surrender-to-authoritarianis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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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쓰레기 투기까지 법 위반으로 벌점이 너무 많은 사람들은 비행기 표 구입이나, 대출 또는 정
부 일자리를 얻는 것이나 출국하는 것이 막힐 수 있다....
이 코드는 인터넷 대기업 텐센트의 인기 위챗 메시징 서비스와 세계 최대 전자상거래 업체 알리
바바의 알리페이 전자결제 서비스를 통해 발급된다. 베이징청년일보에 따르면, 약 9억 명의 사람들
이 위챗의 이 시스템을 사용하고 있다고 한다. 알리페이의 총 사용자 수는 보고된 것이 없다.... 규
정에 따르면, 붉은색 건강코드로 여행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사회신용체계 상의 감점을 받을 것
이라고 한다. 북동부 헤이룽장성 정부는 성명을 통해 "사기, 은닉 등의 행동"은 "그들의 미래 삶과
일에 큰 타격이 될" 처벌을 수반한다고 밝혔다.”37)

미국 경제학자 데이비드 P. 골드만도 중국 감시기술의 장점을 강조하면서 이 역시 서방 제
약회사들에게 유망한 시장이라고 설명한다.
“중국은 재래식 공중보건 조치를 사상 최대의 정보기술 적용과 결합시켜 유행병을 막았다. 이러
한 정보기술 적용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포함된다. 예상 보균자 위치 추적, 감염 가능성 있는 노
드 식별, 14억 인구 상당수의 생명 징후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하기, 개인의 검역을 규제하기 위
한 스마트폰 앱 사용 등. 화웨이는 알리바바와 텐센트를 포함한 중국의 다른 거대 정보기술업체들
과 경쟁하면서 정보기술의 의료 응용 분야에서 지배적인 세력으로 올라서는 데 수년을 보냈다. 코
로나19 팬데믹은 중국이 무엇을 할 수 있는지를 보여줄 기회를 제공했고, 그 결과는 놀라운 ㅡ 유
럽의 모든 주요 제약회사들이 의료 분야에서의 이 공인된 차세대 대박 사업의 일부가 되고 싶어 안
달할 정도로 놀라운 ㅡ 것이다.
중국은 지난 10년 동안 의료 분야의 빅데이터와 인공지능 및 그 밖의 정보기술 자원에 대규모
투자를 했기 때문에 코로나19에 대항하여 많은 디지털 자원을 결집해낼 수 있었다. 여기에는 디지
털 화된 건강기록 ㅡ 구글이 하려다 미국 개인정보보호법 때문에 포기했던 ㅡ 부터 생명 징후를 판
독하고 심전도를 촬영하는 스마트폰 부착장치, 이 생명 징후를 실시간으로 클라우드로 전송하는 스
마트폰 앱, 대규모 DNA 시퀀싱, 5G 모바일 네트워크 기반 가상현실 헤드셋을 이용한 원격 수술,
진단과 약물 개발에 대한 인공지능 응용까지 망라되어 있다.
중국 데이터 과학자들은 이미 이용 가능한 방대한 양의 건강 정보를 스마트폰의 위치 데이터 및
광범위한 법의학 코로나19 검사 결과와 결합시켜 14억 주민 개개인 수준으로까지 위험을 식별했다.
이런 종류의 작업에서는 전체는 부분의 합보다 크다. 코로나19 검사 결과는 종종 부정확하지만, 의
료 당국이 인구 중 매우 큰 표본의 체온, 심박수, 혈액 산소 수준에 대한 정보를 실시간으로 받으면
훨씬 더 정확하게 해석할 수 있다.”38)

이스라엘의 자유주의 역사가 유발 하라리는 감시 기술의 놀라운 진보와 그 잠재적 위협을
매우 흥미롭게 묘사하고 있다.
“지금까지는 당신의 손가락이 스마트폰 화면을 터치하고 링크를 클릭했을 때, 정부는 당신의 손
가락이 무엇을 클릭하는지 알고 싶어 했다. 그러나 코로나바이러스와 함께 관심의 초점은 이동한다.
이제 정부는 당신 손가락의 체온과 손가락 피부 아래의 혈압을 알고 싶어 한다.
감시기술과 관련하여 우리가 직면한 문제 중 하나는 우리 중 누구도 우리가 어떻게 감시되고 있
는지 모른다는 것이며, 앞으로 몇 년 사이에 이것이 어떻게 될 것인지 모른다는 것에 있다. 감시기
술은 아주 빠른 속도로 발전하고 있다. 10년 전에는 공상과학소설처럼 보였던 일이 오늘은 낡은 뉴
37) Associated Press: Chinese smartphone health code rules post-virus life, 2 April 2020,
https://apnews.com/88f837f24461c6e40480c96b55a4b6db
38) David P. Goldman: Covid-19: Focus on what China did right, not wrong, 3 April 2020,
https://asiatimes.com/2020/04/covid-19-focus-on-what-china-did-right-not-wr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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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다. 한 가지 상상을 해보자. 모든 시민들에게 매일 24시간 체온과 심박수를 감시하는 생체 인식
팔찌를 착용할 것을 요구하는 정부가 있다고 치자. 이렇게 수집한 정보는 다시 정부의 알고리즘을
통해 다시 처리된다. 알고리즘은 당신이 알아차리기도 전에 당신이 아프다는 것을 알 수 있게 된다.
그리고 당신에 어디에 있었는지, 누구를 만났는지도 알고 있다. 감염 확산을 획기적으로 막을 수 있
고, 아예 확산 자체를 차단할 수도 있다. 이러한 시스템은 틀림없이 며칠 안에 전염병을 멈출 수 있
을 것이다. 멋지지 않은가?
물론 단점은 이것이 무시무시한 새로운 감시체제에 정당성을 부여할 수 있다는 것이다. 예를 들
어 내가 CNN 대신 폭스 뉴스를 클릭한다면 이것은 당신에게 나의 정치적 성향이나 성격까지 알려
주는 것이 될 수 있다. 그러나 만약 당신이 내가 어떤 동영상을 볼 때 나의 체온과 혈압 그리고 심
박수가 어떠한지 감시할 수 있다면, 내가 언제 웃고, 언제 우는지, 언제 화가 나는 지까지 당신은
알 수 있게 될 것이다.
분노와 기쁨, 지루함과 사랑은 감기나 열처럼 생물학적인 현상이라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기침을 식별하는 기술은 웃음도 식별할 수 있다. 만약 정부와 기업이 우리의 생체정보를 대량으로
수집하게 된다면, 그들은 우리가 우리 자신을 아는 것보다 우리를 더 잘 알 수 있게 된다. 또한 그
들은 우리의 감정을 예측할 수도 있고, 조작까지 할 수 있다. 그리고 그들이 팔고 싶은 무엇이든 우
리에게 팔 수 있다. 그것이 상품이든 정치인이든. 생체정보를 이용한 감시는 케임브리지 애널리틱카
의 데이터 해킹 전술을 석기시대의 것으로 보이게 할 것이다. 모든 시민이 24시간 생체인식 팔찌를
착용해야 하는 2030년의 북한을 상상해 보라. 위대한 수령의 연설을 듣는데 팔찌가 당신의 분노 감
정을 식별하면, 당신은 그걸로 끝장이다.
물론 그러한 생체감시 기술을 비상 상황에서 임시 조치로 사용하면 되지 않겠냐고 되물을 수 있
을 것이다. 비상사태가 종료되면 바로 중단하면 된다고 말이다. 하지만 임시 조치는 대개 비상 상황
이 종료되어도 지속하는 고약한 버릇이 있다. 특히 지평선 너머에는 언제나 새로운 비상 상황이 잠
복해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나의 고국 이스라엘은 1948년 독립전쟁 당시 비상사태를 선포하여
언론 검열과 토지 몰수에서부터 푸딩 제조 특별 규정까지 다양한 임시 조치를 정당화했다. 독립전
쟁이 승리하고 난 다음에도 오랫동안 이스라엘은 결코 비상사태 종료를 선포하지 않았고, 1948년의
"임시" 조치 중 많은 것들이 폐지되지 않은 채 계속되었다...
코로나바이러스의 확진자가 제로로 감소하여도, 데이터 수집에 굶주려있는 정부들은 2차 확산을
막기 위해 생체감시가 필요하다고, 또는 중앙아프리카에서 새로운 변종 에볼라가 진화하고 있다는
이유로, 또는 그 이유가 무엇이든지 간에 어떤 이유를 만들어내서 생체감시 시스템 유지를 주장할
지도 모른다. 최근 몇 년 동안 우리의 개인정보를 둘러싸고 큰 전투가 치열하게 벌어졌다. 코로나바
이러스 위기가 전투의 변환점이 될 수도 있다. 사람들에게 건강과 개인정보 중 양자택일하라고 한
다면, 대부분 건강을 택할 것이기 때문이다.39)

적나라하게도 독점자본가들의 노골적인 대변 매체 블룸버그 통신도 이런 사태전개에 대해
걱정하고 있다.
“권위주의 나라에서 인권 활동가가 어떻게 감시를 피할 수 있는지 중점적으로 연구해 온 사우스
캐롤라이나 클렘슨 대학의 컴퓨터공학 교수 리처드 브룩스는 이렇게 말한다. "이스라엘의 테러 방지
스파이웨어 전문 기술 회사는 코로나19로 알려진 보이지 않는 적의 확산을 늦추기 위해 12개국과
협력하고 있다. 중국 당국은 코로나바이러스와의 싸움에서 안면인식 소프트웨어와 위치 추적기를 배
치했다. 그리고 정보기관과 연계가 있는 미국의 빅 데이터 회사는 자신들이 어떻게 도울 수 있는지
정부에 문의하고 있다.... 불행하게도, 비상권력은 빠르게 정상적인 운영 절차가 된다.... 전염을 막
기 위해 사회적 접촉을 추적할 수 있는 능력이 만약 존재한다면, 반대파의 확산을 추적하는 데 그
39) Yuval Noah Harari: The World after Coronavirus, Financial Times, 20 March 2020,
https://www.ft.com/content/19d90308-6858-11ea-a3c9-1fe6fedcca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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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력이 사용될 것이라고 나는 장담할 수 있다...."
감시기술과 강력한 치안유지가 통합되어 있는 중국에서 코로나바이러스 환자의 신원 공개에 대한
비판이 일자 정부는 개인정보 보호 조치를 늘리겠다고 약속했다. 80만 명의 팔로워를 거느린 후용
신 미디어 비평가이자 베이징 대 교수는 블로그에 올린 글에서 공중보건 감시 전술 중 상당수가 "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침해했으며 본질적으로 불법"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생체인식 데이터 수집에
대해 시민들이 자기 결정권을 가질 수 있도록 허용하기로 합의했지만, 올해 하반기까지도 그렇게
하지 않았다..."
경찰이 여전히 반정부 시위대를 단속하고 있는 홍콩에서도 정부의 과잉대응에 대한 우려가 제기
되고 있다. 3월 27일 당국이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규정을 시행한 후, 경찰은 식당 주인들이 테
이블을 1.5미터 간격으로 유지하고 한 테이블당 4명만 허용하도록 하기 위해 식당에 들어가기 시작
했다. 빈과일보는 저명한 반체제 인사 아들이 운영하는 한 식당에서 경찰이 손님들의 이름과 신분
증을 가져갔다고 보도했다. 정부는 바이러스를 막기 위해 이러한 강제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
팬데믹이 사람들로 하여금 감시 권위주의 사회를 받아들이도록 만드는 것을 항상 우리는 우려하고
있다"고 말하는 시민운동가 갈릴레오 쳉은 트위터를 통해 경찰이 친 민주파 식당을 조준하여 사회
적 거리두기 규정을 사용하려 한다고 경고했다. "이제 우리는 계엄령 식 법 시행의 제1단계에 들어
섰다."”40)

지배계급이 앞으로 몇 달, 몇 년 동안 어느 조치들을 배치할 것인지 우리가 알지 못하고 알
수도 없다는 것은 사실이다. 나아가 이것은 반동적 공격에 맞선 프롤레타리아트와 민중의 저
항에도 좌우될 것이다. 그러나 부르주아지가 국가기구를 배외주의적 국가 보나파르트주의 쪽
으로 전화시키고 싶어 한다는 것은 분명히 눈에 보인다.

예방 반혁명
지배계급이 어떻게 대량봉쇄 결정에 도달하게 되었는지에 대한 우리의 간략한 연대기에서
이미 말했듯이, 그것은 예방적 반혁명이라는 성격을 가지고 있다. 지배계급은 전 세계 많은
나라들에서 대중투쟁이 진행되는 중에 이러한 공격의 파고를 높였다. 그러나 지배계급은 이
민중항쟁들이 완연한 혁명으로 전화하기 전에 그러한 공격을 감행했다.
우리는 이미 앞 장에서 지배계급이 일차적으로 팬데믹 때문이 아니라 정치적 계산속에서 국
가비상사태와 국가 보나파르티즘을 집어 들었다고 설명했다. 다양한 부르주아 정치가와 관측
자들이 이 사실을 간접적으로 내비치기도 했다. 안토니오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은 “높아진
불안정과 소요, 분쟁”의 위험을 명시적으로 언급했다.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에게 이번 바이러스로 촉발된 비상한 격변은 지난 수십 년간 세계가 보
아온 상대적 평화에 실질적인 위험을 안겨주는 것이다. 이 질병은 "세상 모두에게 위협이자... 최근
과거 동안 아마도 유례가 없는 불황을 가져올 경제적 충격"이라고 그는 말했다. "그 두 가지 사실의
결합과, 이 결합이 높아진 불안정과 높아진 소요, 높아진 분쟁에 미칠 위험 때문에 우리는 이 상황
이 2차 세계대전 이래 우리가 직면한 가장 도전적인 위기라고 믿지 않을 수가 없다."”41)

40) Bloomberg: Coronavirus Surveillance Helps, But the Programs Are Hard to Stop, 6. April
2
0
2
0
,
https://www.bloomberg.com/news/articles/2020-04-06/coronavirus-surveillance-helps-butthe-programs-are-hard-to-stop?srnd=premium-europ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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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배계급 관점에서의 이러한 고려는 특히 안드레아스 클루트의 기사에 잘 나타나 있다. 클
루트는 현재 블룸버그 편집위원으로 독점 부르주아지 내 대표적 논자이며, 그 전에는 독일의
유수 자본가 신문 한델스블라트 글로벌의 편집장이자 이코노미스트의 논설위원이었다. 이 주
의 깊은 부르주아 관측자는 지배 서클들이 코로나19 위기 이전 기간 계급투쟁의 극적인 상승
과 이 위기의 폭발적 결과를 십분 인식하고 있었다는 우리의 분석을 확인시켜 준다.
“코로나바이러스에 대한 가장 그릇된 상투적 논리는 그것이 우리 모두를 똑같이 취급한다는 주장
이다. 의학적으로도, 경제적으로도, 사회적으로도, 심리적으로도 그렇지 않다. 특히, 코로나19는 그
것이 다다르는 곳마다 기존의 불평등 상태를 더 악화시킨다. 머지않아, 이것은 봉기와 혁명을 포함
하는 사회 대란을 야기할 것이다.
코로나19가 그 여정을 시작하기 전에 이미 전 세계적으로 소요가 증가하고 있었다. 한 집계에 따
르면 2017년 이후 프랑스와 같은 부유한 나라의 질레 조누(노란 조끼) 폭동부터 수단, 볼리비아 등
가난한 나라의 독재자에 대한 시위까지 약 100건의 대규모 반정부 시위가 있었다. 이러한 봉기 중
약 20건이 지도자를 실각시킨 반면, 몇몇 봉기는 잔인한 탄압으로 진압되었고 그 밖의 많은 봉기들
이 폭발 직전 상태로 돌아가 다음 번 터질 때까지 부글부글 끓고 있다.
코로나19의 직접적인 결과는 민주 정부와 권위주의 정부 모두 강제로 주민들을 록다운 시킴으로
써, 즉 사람들이 거리로 나가거나 단체로 모이는 것을 막음으로써 소요의 기세를 꺾어버린 것이다.
그러나 격리된 가정의 문 뒤에서, 길어져 가는 무료급식소 앞 대기줄에서, 교도소와 빈민가와 난민
수용소에서 ㅡ 이미 발병 전부터 사람들이 배고프고 아프고 한숨 쉬던 곳에서 ㅡ 비극과 트라우마
가 쌓여가고 있다. 어떤 식으로든 이런 압력은 분출될 것이다.”42)

또 다른 부르주아 경제학자도 자본주의 체제의 현 위험에 대한 비슷한 인식을 표현했다.
“중국 우한에서 처음 보고된 코로나바이러스가 국경을 가로지르는 대규모 이동으로 인해 이제
170여 개국으로 확산되었다. 뒤따른 패닉이 잘못된 정보의 확산을,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사회질서
붕괴의 시작을 ㅡ 서방 국가들의 약점들이 모두의 눈에 분명해지면서 ㅡ 가져왔다. 주민들이 잘못
된 정보와 패닉 상태에 빠지기 쉽고 부족 상태에 직면할 수 있는 나라들의 정부한테는 국가 안정에
대한 위협이 매우 현실적이다. 바이러스가 본성상 차별적이라서 주로 많이 아픈 사람들과 고령자들
에게 영향을 끼치지만, 온 세상을 들썩한 것은 사실이다. 우리의 시스템이 취약하기 짝이 없고 너무
쉽게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43)

최근 발표한 기사에서 우리는 지난 10년 동안의 대규모 시위의 발전에 대한 통계적 개요를
제시한 부르주아 싱크탱크의 새로운 연구에 주목을 요한 바 있다. 그들 부르주아 싱크탱크는
41) UN chief says coronavirus worst global crisis since World War II, 1 April 2020,
https://www.france24.com/en/20200401-un-chief-says-coronavirus-worst-global-crisis-sinc
e-world-war-ii
42) Andreas Kluth: This Pandemic Will Lead to Social Revolutions. As the coronavirus
sweeps the world, it hits the poor much harder than the better off. One consequence will
be
social
unrest,
even
revolutions,
Bloomberg,
11.
April
2020,
https://www.bloomberg.com/opinion/articles/2020-04-11/coronavirus-this-pandemic-will-le
ad-to-social-revolutions?srnd=premium-europe
43) S. George Marano: Lessons from coronavirus pandemic will show that our economic
models
are
deeply
flawed,
1
Apr,
2020
https://www.scmp.com/comment/opinion/article/3077879/lessons-coronavirus-pandemic-w
ill-show-our-economic-models-a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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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시위가 “세계의 모든 주요 인구 밀집 지역에 영향을 미치는 10년간 추세선의 일부”라고
결론지었다. 그들은 아랍 혁명이 지난 10년간 글로벌 대중시위 물결의 방아쇠였다는 것을 인
정하는 한편, 자신들이 다루고 있는 것이 지역적 현상이 아니라 글로벌 현상임을 강조한다.
“이러한 넓은 맥락에서 볼 때, 아랍의 봄 사태는 고립된 현상이 아니라, 광범위에 걸쳐 증가
하던 글로벌 추세의 특히 첨예한 표현이었다.” 이 연구의 저자들은 또 지난 10년을 그 이전
지난 반세기 동안의 사태발전과 비교하며, 최근 역사에서 우리가 이전보다 훨씬 더 의미심장
한 봉기 물결을 경험했다고 결론 내린다. “최근 시위의 규모와 빈도는 1960년대 말, 1980년
대 말, 1990년대 초와 같은 대중시위 시대들의 역사적 예들을 무색케 한다.”44)
우리는 맑스주의자들이 이 모순적 발전을 이해하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지난해
우리는 현대사에서 (적어도 1945년 이후) 가장 큰 폭의 대중투쟁 상승 물결을 경험했다. 그래
서 전 세계의 지배계급들은 깊은 걱정에 빠져들었다. 그러나 혁명적 리더십의 결여 속에서 이
대중항쟁들은 대중이 권력을 잡아보고자 하는 실제 무장봉기 단계에는 아직 이르지 못했다.
대중은 무장봉기 없이 전진하는 길이 있을 것 같은 각종 환상을 여전히 가지고 있었다. 이 글
로벌 대중투쟁 물결에 관한 논문에서 우리는 “인민대중이 뒤떨어진 의식을 가지고 전투에 들
어가고 있”고, 여전히 많은 “순진한 희망”을 가지고 있음을 강조했다.45)
최근 민중항쟁 물결의 대규모적 성격과 전 세계적 확산으로 볼 때, 우리는 지배계급의 국가
보나파르트주의로의 전환이 훨씬 더 공격적이고 권위주의적인 통치 형태를 꺼내드는 것을 의
미하는 동시에 한편으로는 방어적이고 예방적인 성격도 담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역사적 유추의 한계를 십분 인식하는 가운데, 우리는 현 상황에 유효 적실성이 있어 보이는
레닌의 두 가지 사상을 참고하는 것이 유용할 수 있겠다고 생각한다. 1907년 6월 3일 스톨리
핀 쿠데타 직후 볼셰비키 당의 리더는 당시 러시아의 정세를 다음과 같이 성격규정 했다. “러
시아의 현 정세는 간신히 봉기를 억누른 정세다.”46) 어느 정도 이것은 우리에게도 글로벌 계
급투쟁 현주소에 대한 유용한 묘사로 보인다.
그리고 현 세계정치정세를 이해하는 데 유용할 수 있는 또 다른 유추를 참고해보자. 1917
년 7월 러시아에서 케렌스키 정부는 페트로그라드 노동자·병사들의 자연발생적인 봉기에 대응
하여 보나파르트주의 쿠데타를 감행했다. 이 성공적인 반혁명으로 부르주아 보나파르트주의
체제가 성립됐다. 레닌은 이 새로운 지배체제에 다음과 같은 성격규정을 부여했다. “보나파르
트주의는 민주 변화와 민주 혁명의 조건 속에서 부르주아지의 반혁명적 본질에서 성장해 나오
는 통치 형태다.”47) 다시 말하지만, 우리가 볼 때 이러한 성격규정과 현 정세와는 어떤 유사
성이 있는 것 같다.
이것은 또 현 사태발전의 특수성과도 관련이 있다. 현 정세의 비상함은 현 정세가 자본가
44) Michael Pröbsting: A Powerful Confirmation. A bourgeois study on the revolutionary
character
of
the
current
historic
period,
12
March
2020,
https://www.thecommunists.net/worldwide/global/confirmation-of-revolutionary-characterof-historic-period/. [부르주아 싱크탱크들이 현 시기의 혁명적 성격을 확인하며 걱정하다
https://www.thecommunists.net/home/%ED%95%9C%EA%B5%AD%EC%96%B4/confirmationof-revolutionary-character-of-historic-period/] 우리가 인용하고 있는 연구보고: Samuel
Brannen, Christian Stirling Haig, Katherine Schmidt: The Age of Mass Protests,
Understanding an Escalating Global Trend, Center for Strategic and International Studies,
Washington D.C., March 2020
45) Michael Pröbsting: Are We Nearing a New “68 Moment”?
46) V. I. Lenin: Debate on Extension of Duma’s Budgetary Powers (1908), in: LCW Vol. 13, p.
438
47) V. I. Lenin: They do not see the Wood for the Trees (1917), in: LCW Vol. 25, p. 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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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의 비상한 대규모 정치 개입에 의해 촉발되었다 ㅡ 그러한 개입이 현 정세를 야기한 ‘원
인’은 아니지만 ㅡ 는 데 있다. 이것이 기획 조정 속에서 이루어지지는 않았지만, 국가에 의한
그러한 개입은 처음에 두 지배적 제국주의 강대국 중 하나에 의해, 이어서 서유럽 정부들에
의해 실행되었고, 그 다음에 세계의 나머지 나라들이 이 대열에 합류하였다. 그것은 중국에서
시작하여 몇 주 안에 전 세계를 사로잡는 글로벌 연쇄반응이었다.
두 차례의 세계대전을 제쳐두고 본다면 현 사태발전은 확실히 가장 글로벌화 된 세계정치정
세다. 즉 서로 다른 대륙에서의 사태발전이 현대사의 여타 어느 정세보다도 더 직접적이고 가
시적으로 서로 연관되어 있는 정세인 것이다.
이와 같이, 경제공황이 코로나19 위기를 원인으로 해서 야기된 것은 아니지만, 그것에 의해
심화되고 확대 고조된 것은 확실히 맞다. 그러한 이유로 지배계급들은 이 경제위기를 그것의
진정한 원인 ㅡ 자본 과잉축적과 이윤 저하 ㅡ 에 의해 설명하려 하지 않고, 코로나바이러스
에 의해 설명하려 한다. 그러나 같은 이유로 이 경제위기는 과거 공황들보다 훨씬 더 정치적
인 성격을 가진다. 그리고 이 이유로 대중적 증오는 공황에 책임이 있는 자들로서 (익명의
“시장의 힘” 대신) 보다 쉽게 부르주아 정부를 향해 조준될 것이다.

우리는 반혁명 공세의 현실성을 과대평가하는가?
이 지점에서 우리는 한 아르헨티나 조직의 동지들이 RCIT의 정세평가에 반대하여 제기한
비판을 다루고자 한다. PST 쇄신 그룹은 코로나19 위기에 대한 성명에서 다음과 같이 썼다.
“우리가 "세계 반혁명 공세" 하에 있으며, 그것이 세계와 우리나라에서 계급 역관계를 바꿔놓고 있다
는 식으로 말하는데 ㅡ 일부 좌파 조류들이 군대가 거리에 개입하고 대량봉쇄 조치가 실시되고 있다며
주장하고 있듯이 ㅡ 그것은 완전히 잘못된 것이다. 분석이 완전히 틀렸다. 지난해 전체가 홍콩에서 에콰
도르, 칠레, 푸에르토리코를 거쳐 카탈루냐로, 이라크와 이란에서 아이티로 이어지는 혁명적 물결로 두드
러졌다. 이 혁명들은 자본가 정부와 그들의 계획을 맹렬히 타격하며 전진했다. 팬데믹의 영향은 자본주
의와의 싸움을 조정하고 조직할 수 있는 국제 리더십을 가지지 못한 대중에게 한순간의 혼란을 낳았다.
그러나 자본가 정부들이 한 일은 우리나라에서 있었던 것처럼 혼란의 첫 순간에 편 책략들이 다다. 여기
우리나라에서나 세계에서나 대중이 패배한 것은 없다. 그 반대다.”48)

우리는 이 동지들이 사회보나파르트주의 록다운 좌익과는 대조적으로 부르주아 정부의 반동
적 공세에 대한 일체의 기회주의적 투항을 거부하고 있는 것을 강력히 환영한다. RCIT처럼,
이 동지들도 글로벌 록다운과 군사화 등 이들 자본주의 정책을 비난한다. 이와 같이 이 동지
들과 우리는 중요한 공통 지반을 공유하고 있고, 따라서 더욱더 이 동지들의 비판을 진지하게
취급할 용의가 있다.
그러나 우리는 동지들의 비판이 정당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먼저 RCIT가 <시국선언>에서
이 문제에 대해 천명한 내용을 요약해 보자. “우리가 위에서 말했듯이, 글로벌 코로나19 위기
는 세계정세의 중대한 전환점이다. 이미 코로나19 위기로 인해, 2019년에 시작한 계급투쟁과
인민항쟁들이 대폭 가라앉는 결과를 가져왔다. 그렇다고 이러한 투쟁들이 끝났다든 뜻은 아니
48) Reagrupamiento Hacia el PST: LOS TRABAJADORES Y EL PUEBLO DEBEMOS TOMAR EN
NUESTRAS PROPIAS MANOS LA LUCHA CONTRA EL CORONAVIRUS, March 2020,
https://revolucion56.webnode.es/coronavirus/ (영역은 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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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칠레, 이라크, 알제리, 프랑스, 홍콩의 노동자와 청년들의 여러 대담한 시위들이 보여주듯
이 말이다. 러시아-이란-아사드 점령군에 대항하여 이들리브에서 지금도 진행되고 있는 시리
아 인민의 영웅적인 해방투쟁은 또 다른 예다. 그러나 모든 권력을 손아귀에 쥔 자본가국가
리바이어던이 그 힘을 증강함에 따라 이들 항의시위도 크게 축소되고 있는 것이 전반적인 상
황이다. 이것은 준혁명적 정세가 지금으로선 마감하고 글로벌 반혁명 정세가 열렸다는 것을
뜻한다.”
우리의 의견으로는 이러한 기본 사실들을 부인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한다. 칠레, 이
라크, 프랑스, 홍콩 등에서 대중시위는 대폭 줄었다가 적어도 현재는 대부분 소멸했다. 이것은
그 자체로 투쟁의 중대한 후퇴로서, 이 나라들 모두에서 매주 정기적인 대규모 시위가 있었던
수개월의 기간 뒤에 심각한 퇴조를 맞고 있는 것이다.
우리는 혁명가들이 이 예방 반혁명의 본질을 무시하는 것은 오류라고 본다. ILO의 가장 최
근 연구에 따르면 전 세계 노동인구의 약 81%인 27억 명의 노동자들이 현재 전면적 또는 부
분적 봉쇄 조치로 타격을 입고 있다. 그들은 중상위소득 국가 노동인구의 87%와 고소득 국가
노동인구의 70%에 해당한다.49)
현 정세는, 동지들이 말하는 것처럼, 그리고 우리도 여러 차례 말했듯이, 전 세계의 부르주
아 정부와 그들의 언론매체가 퍼뜨리고 있는 공포와 마비 효과로 인한 대중의 혼란이라는 중
요한 요소를 담고 있다. 그러나 반혁명을 특징짓는 것은 이것뿐만이 아니다! 국가기구의 비상
한 동원 ㅡ 국가비상사태, 거리의 경찰과 군대, 정권에 예외적인 권력 부여 등 ㅡ 도 반혁명
의 중요한 특징을 이룬다. 요컨대, 우리가 위에서, 그리고 다른 문서들에서 강조했듯이, 배외
주의적인 국가 보나파르트주의로의 대대적이고 전례 없는 전 세계적 전환, 명백히 이것은 코

로나19 위기를 틈탄 지배계급의 반혁명 공세로 보아야 한다.
이와 같은 중대한 반혁명적 힘의 동원·결집은 우연이 아니다. 그것은 부르주아 질서의 심각
한 위기를 반영한다. 제국주의 서구 나라들의 지배계급이 상대적으로 확대된 부르주아 민주주
의의 지형을 떠나 국가 보나파르트주의로 넘어가는 (부르주아 민주주의를 완전히 청산하지는
않은 채) 것 말고는 대안이 없는 것은 다름 아닌 자본주의 체제의 쇠퇴/부후화 ㅡ 1929년 이
후 최악의 공황과 가속화하는 강대국 간 패권쟁투와 글로벌 계급투쟁 물결 등으로 표현된 ㅡ
때문이다.
이러한 사태발전을 인정하는 것은 “비관주의”와는 아무 관계도 없다. 그것은 계급 역관계와
노동자 전위의 임무에 대한 현실적인 평가의 일부다. 그것은 혁명가들이 활동의 상당 부분을
비합법 조건 하에서 수행해야만 하는 시기를 준비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뜻한다. 나아가
혁명가들은 그러한 국가 보나파르트주의 체제에 대항하는 투쟁을 위해 노동자 전위를 정치적
으로 준비시켜야 한다. 여기에는 민주적 요구들의 중요성을 인식하는 것, 민중봉기를 준비할
필요를 설명하는 것 등등이 포함될 것이다.
비관적으로 우리가 그 어떤 계급투쟁 가능성도 없는 반혁명 '장기 암흑기'를 예견하는 것이
라고 동지들은 우려할지도 모르겠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가 말하는 것도, 의도하는 것도 아니
49) ILO Monitor 2nd edition: COVID-19 and the world of work, 7 April 2020, p. 2; see also
ILO: COVID-19 causes devastating losses in working hours and employment, Press
release,
7
April
2020,
https://www.ilo.org/global/about-the-ilo/newsroom/news/WCMS_740893/lang--en/index.ht
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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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실제로 RCIT는 정반대를 말하고 있다. 우리는 <시국선언>에서 다음과 같이 썼다. “물론
다른 유형의 반혁명적 정세도 존재한다. 부르주아지가 노동자·민중 조직들을 박살내고 투사·활동가 층 전
체를 파괴하는 반혁명 정세가 있을 수 있는데, 예를 들어 1907년 6월 스톨리핀 반동 이후의 러시아,
1933년 독일, 1973년 칠레, 2013년 7월 3일 군사쿠데타 이후의 이집트가 그런 경우다. 이들 반혁명 공
격의 결과로 노동자계급의 전략적인, 심지어는 역사적인 패배가 초래된 경우들이다. 현 정세는 그와는
많이 다르다. 우리가 지금 목도하는 반혁명 공세는 팬데믹에 대한 대응이라는 가면을 쓰고 있어 노동자·
민중 운동의 상당 부문들을 혼동에 빠뜨리고 있는 그러한 공세다. 그것은 글로벌 대중투쟁 물결의 일시
적 퇴조와 함께 억압적 국가기구의 대대적인 강화로 특징지어지는 공세다. 따라서 계급투쟁의 일시적 정
체로 크게 누적된 모순이 조만간 대대적인 정치적 폭발로 결과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 정세가 얼마나
오래 지속할지는 예견할 수 없다. 단 몇 개월의 문제일 수도 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지배계급의 반혁
명 공세가 폭발적인 정치적 모순을 낳을 것이라는 것이다. 국가 보나파르트주의 정권들이 민주적 제 권
리에 대한 자신들의 대대적인 공격을 정당화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그들이 대자본가들에게 수십, 수백억
달러 씩 퍼주기를 하는 동안 많은 노동자들이 해고와 임금삭감을 맞는 상황이 누구의 눈에도 명백히 들
어올 것이다. 이탈리아에서의 몇몇 파업, 또는 봉쇄 격리된 사람들이 발코니에 나와 박수치고 노래 부르
며 서로를 격려하는 모습들은 제한적인 것이지만 전도를 보여주는 사태발전의 예들이다. 또 강대국들 간
의 대대적인 글로벌 긴장 고조도 불가피하다. 달리 말하면, 글로벌 반혁명 공세는 계급 간, 국가 간 가속
화하는 정치·경제적 모순을 단지 일시적으로만 덮어 가릴 수 있을 뿐이다. 조만간 이것은 필연적으로 새
로운 대대적인 정치적 폭발로 결과할 것이다. 남반구에서, 그리고 제국주의 국가들에서 모두 심대한 국
내 위기의 형태로, 전쟁과 혁명적 봉기의 형태로 폭발할 것이다.”

우리는 이 평가가 여전히 유효하다고 생각한다. 우리가 말했듯이 계급투쟁의 역사는 다양한
유형의 반혁명적 정세를 알고 있다. 케렌스키가 1917년 페트로그라드에서 7월의 날들의 패배
이후 부르주아 보나파르트주의 정권을 수립했을 때도 반혁명적 정세가 존재했다. 하지만, 잘
알려진 대로, 이 정세는 그리 오래 지속되지 않았고, 10월에는 볼셰비키가 권력을 잡을 수 있
었다!
요약하면, 현 반혁명 공세가 지배질서에 대한 대중적 증오를 일시적으로 억누를 수 있을 뿐
이라는 데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 지난 민중항쟁 물결 ㅡ 팬데믹 이전의 ㅡ 은 ‘순진한 희
망’을 특징으로 했다. 그러나 현 사태 ㅡ 경제파탄과 팬데믹과 국가 보나파르트주의의 결합
ㅡ 는 불가피하게 대중을 급진화 시킬 수밖에 없을 것이다. 많은 환상이 깨지고 절박함이 커
질 것이다. 자본가계급 자신들도 이것을 알아채고 “뉴 노멀”, 즉 뉴 리바이어던을 수립하려고
하는 것 같다. 이 자본주의 괴물에 대항하여 대중투쟁에 정세전망을 제공하고 투쟁을 승리로
이끄는 것이 혁명가들의 임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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